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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고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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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종류는 원 , 증례 보고, 의학 논평 등으로 한다.

2. 다른 잡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수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 와 증례 보고에는 문 록을 첨부해야 되며, 문 록은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고는 A4 용지에 두  간격 (double space)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술용어는 한당뇨병학회에서 제정한 당뇨병학 용어집 (제2 )에 실린 용어를 기 으로 한다.  한 학회에서 

제정한 한  맞춤법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논문을 작성한다.

6.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검사실 검사수치

의 단 는 SI단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하고, 간행 원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호 안에 비SI 단

 수치를 첨부할 수 있다. 

7. 표와 그림은 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깨끗하고 선명해야 한다. 그림에는 설명을, 표에는 제목을 각각 문으

로 기재하고 사진이나 그림은 최  203 × 254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에 사용하는 symbol은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사용한다.

   *, †, ‡, § , ∥, ¶ , **, ††, ‡‡ 

8. 원 의 경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순서는 ① 제목, ② 문 록  심단어 (Key words), ③ 본문 (서론, 상  방법, 결과, 고찰, 요약), 

④ 감사의 , ⑤ 참고문헌, ⑥ 표  ⑦ 그림으로 한다. 

   2) 원고의 첫 장 (title page)에는 제목과 함께 책임 자, 책임 자의 주소,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여야 하고, 연구

비 는시설이나 약품에 한 지원기 을 밝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자들의 소속이 다수인 경우에는 소속명을 같은 행에 나열하고 아라비아 숫자의 어깨번호로 소속과 자명

을 일치시킨다.)

   3) 논문의 제목은 한  30자 이내로 하고 문제목의 경우에는 12단어 이내로 한다.

   4) 문 록은 250단어 이내로 ① Background, ② Methods, ③ Results  ④ Conclusion의 4항목으로 나  규정된 

형식을 사용한다.

   5) 원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심단어 (Key words) 3개 내지 10개를 문 록 다음에 첨부하며, 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주제 색인에 사용된 단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요약은 ① 연구배경, ② 방법, ③ 결과  ④ 결론으로 나 어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7) 참고문헌은 련된 국내 문헌을 우선 으로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말미에 인용순서 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참고문헌의 기재는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한다.

      (1) 잡지의 경우; 자명 : 제목, 잡지명, 권수, 면수, 발행년 (공 인 경우에는 모든 공 자를 기입하고 문 

성명은 성 (last name)을 앞에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국문 : 양문호, 신창섭, 김응진: Insulin 치료 환자의 당반응에 하여. 당뇨병 7:55-60, 1983

      문 : Inzucchi SE, Maggs DG, Spollett GR, Page SL, Rife FS, Walton V, Shulman GI: Efficacy and metabolic 

effects of metformin and troglitazone in type II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338:867-72, 1998 

      (2) 단행본의 경우; 자명: 도서명, , 면수,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 Davidson MB: Diabetes mellitus: diagnosis and treatment. 4th ed. p. 81, Philadelphia, W.B. Saunders, 1998

      (3) 문헌 에 기재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 Binder C, Brange J: Insulin Chemistry and pharmacokinetics. In Porte D Jr., Sherwin RS, editors. Diabetes 

Mellitus. 5th ed. p. 689-708, Stamford, Appleton & Lange, 1997



9. 증례보고의 경우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순서는 ① 제목, ② 문 록  심단어 (Key words), ③ 본문 (증례, 고찰, 요약), ④ 감사의 , ⑤ 

참고문헌, ⑥ 표  ⑦ 그림으로 한다.

   2) 문 록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200 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3) 인용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그 외의 사항은 원 의 작성 요령에 한다.

10. 원고의 게재여부는 원고 심사 후 간행 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

재를 보류할 수 있다. 

11. 원고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 방침에 따라 간행

원회에서 고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는 한 로 고칠 수 있다.

12. 원   증례 보고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도안료  제 비와 그 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모든 원고는 원본 1부, 사본 2부, 작권 이양 동의서 1부  본문이 수록된 일을 한당뇨병학회(e-mail 주소: 

diabetes@kams.or.kr)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최종 점검사항

□ 원고를 A4 용지에 10포인트 활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작성하 습니까?

□ 표지, 문 록, 본문(서론, 상  방법, 결과, 고찰), 국

문요약, 참고문헌, 표, 그림 설명(figure legend), 그림의 

순으로 각각 새로운 쪽에서 시작하여 기술하 습니까?

투고 논문에 대한 세부 점검사항

1) 표지

□ 제목이 한  30자, 문제목은 12단어 이내입니까?

워드 로세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단어 수는? 

________단어 

□ 국문 제목에 국문으로 바꿀 수 있는 어 단어는 없습

니까?

□ 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자를 문자로 작성하

습니까?

   ) Comparison of the Efficacy and Safety

□ 자들의 소속기 이 다를 경우 소속명과 소속기 명 

뒤에 첨자 번호(1, 2, 3...)를 붙 습니까?

   - 첫 번째 소속은 표시하지 않고, 두 번째 소속부터 표

시한다.

      )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 연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1

홍길동, 김철수1

   - 자가 두 기 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소

속부터 표시한다. 

      ) 서울 학교 의과 학 내과학교실1, 연세 학교 

임상의학연구센터2

홍길동1, 김철수1,2

□ 자의 이름 뒤에 학 (M.D., Ph.D)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 문 자명의 경우 성(last name)이 맨 뒤에 치하

습니까?

      ) 홍길동: Kil Dong Hong

□ 학명은 공식 문명을 사용하 습니까?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문소속이 여러 곳일 경우 세미콜론 (;)으로 구분하

습니까? 

      ) Yonsei University of College of Medicine; the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1, 

Yonsei University of College of Medicine; an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2

□ 여러 과가 참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 습니까? 

      )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1, 병리학교실2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urgery1, and 

Pathology2

□ 문 소속에 도시와 나라(Korea) 이름은 표시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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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 사항은 논문 수부터 게재 정까지의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한 것입니다. 각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에 

하여 □에 ∨로 표시한 뒤 원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나 한당뇨병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2007. 1. 9) 

논문분류:     □ 종설             □ 원              □ 증례             □ 의학논평

논문분야:     □ 병인             □ 사

□ 유              □ 역학

□ 임상연구         □ 신호 달

□ 합병증           □ 사증후군

□ 비만             □ 췌도, 췌도이식

□ 임신성당뇨병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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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자를 명기하고, 연락처, E-mail 주소 등을 기록하

습니까?

□ 연구비 는 시설이나 약품에 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에 한 내용을 기술하 습니까?

□ 온라인투고의 경우에는 표지는 삭제하 습니까?

2) 초록

□ 문 250 단어(증례의 경우에는 200단어) 이내로 작성

하 습니까?

□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 등으로 구성되

었고, 본 연구의 의의가 압축되어 표 되어 있습니까?

증례의 경우에는 항목의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기술

하 습니까?)

□ 설명이 없는 약자는 없습니까?

□ Key Words는 3~10개(증례의 경우는 3개 이내)로, 

INDEX MEDICUS의 주제 색인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

하 으며, 첫 자는 문자로, 알 벳 순서로 기재하

습니까?

      ) Key Words: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Insulin resistance

3) 본문

□ 국문으로 표기 가능한 용어를 불필요하게 문으로 표

기하지는 않았습니까?

□ 학술용어는 한당뇨병학회에서 제정한 당뇨병학 용

어집(제2 )에 실린 용어를 기 으로 하 습니까?

□ 어 약자의 경우 처음 기술되는 부분에서 풀어 썼습

니까?

      ) 다낭성 난소증후군 (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

□ 참고문헌의 인용번호는 일련 번호 순으로 붙 습니까?

□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번호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

습니까?

      ) 알려져 있다4-7). Kim 등2)은

□ 국문 단어와 호 사이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없습니까?

      ) 세포자연사(apoptosis)를 찰하 다(Fig. 1).

□ 문 단어, 숫자, 단  등과 호 사이는 띄어 썼습니까?

      ) insulin-like growth hormone (IGF), 10/20 (50%), 

50% (150 명)

□ 수치와 단  사이는 띄어 썼습니까?

      ) 공복 당 92 mg/dL, 체  52 kg

□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검사수치의 단 는 SI 

unit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을 사용하 습니까?

□ 단 에서 liter는 “L”로 표시했습니까?

      ) mL, dL

□ 온도 (℃), %, 배율을 나타내는 ×의 표시는 붙 습니까?

      ) 38.5℃, 78%, ×30

□ 배율이나 곱하기를 표시하는 표시는 알 벳 x가 아니

라, 문자표의 ×로 표시하 습니까?

□ ±, <, >, = 등의 표시는 띄어 썼습니까?

      ) 57.5 ± 33.3, < 30 kg/m2

□ P value는 문자, 이탤릭체로 표기하 습니까?

      ) P < 0.05

□ 서론에 본 연구의 목 이 분명히 기술되어있습니까?

□ 방법에 실험방법을 재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

도를 기술하 습니까? 

 사용한 시약  기계의 제조사명, 국가이름 등을 기

록하 습니까?

□ 결과에서 표와 사진의 내용을 본문에 복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 표와 사진의 번호를 인용된 순서 로 매겼습니까?

□ 고찰에서 서론, 방법, 결과 등의 내용과 복되어 기술

된 내용이 없습니까?

□ 고찰에서 본 연구와 무 한 교과서식 사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 결론은 연구에서 찰된 사실이나 결과에 근거하여 내

렸습니까?

□ 국문요약은 연구배경, 방법,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의 의의가 압축되어 표 되었습니까? 증례의 경

우 400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작성하 습니까?)

4) 참고문헌

□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는 참고문헌은 없습니까?

는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에 

락된 것은 없습니까?

□ 참고문헌의 인용양식과 표기 방식이 투고규정에 맞게 

기술하 습니까?

   - 모든 자의 이름을 기술하 습니까?

   - 자의 last name을 앞에 쓰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하

습니까?

   - 인용한 논문의 제목은 가장 첫 단어만 문자로 하

습니까?

   - 인용된 학술지는 공인된 약자를 사용했습니까?

   - 참고문헌 학술지의 issue (호)는 지 않았습니까?

   - 마지막 페이지수를 기술하고, 마지막 페이지수  첫

째 페이지수와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 습니까?

   - 연도 다음에는 마침표 “.”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 자의 이름은 정자로, 논문의 제목, 학술지 이름, 권



수, 페이지수, 연도는 이탤릭체로 하 습니까?

      ) 양문호, 신창섭, 김응진: Insulin 치료 환자의 

당반응에 하여. 당뇨병 7:55-60, 1983

Inzucchi SE, Maggs DG, Spollet GR, Page SL, 

Rife FS, Walton V, Shulman GI: Efficacy and 

metabolic effects of metformin and troglitazone in 

type II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338:867-72, 1998

   - 록이나 추가발간(supplement)의 경우 아래 와 같

이 표기하 습니까?

      ) J Pediatr Endocrinol Metab 14(suppl 6):S1445-51 

BMC Pharmacol 6(abstr):S4

   -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 아래 와 같이 표기하 습니까?

      ) Davidson MB: Diabetes mellitus: diagnosis and 

treatment. 4th ed. P. 81, Philadelphia, W.B. 

Saunders, 1998

   - 단행본에 기재된 문헌을 다시 인용한 경우 아래 와 

같이 표기하 습니까?

      ) Binder C, Brange J: Insulin Chemistry and 

pharmacokinetics. In Porte D Jr., Sherwin RS, 

editors. Diabetes Mellitus. 5th ed. p. 689-708, 

Stamford, Appleton & Lange, 1997 

□ 증례의 경우 참고문헌은 수는 20개 이하입니까?

5) 표

□ 표의 제목은 문으로 기재했습니까?

□ 표 제목에서 문장의 첫 자만 문자로 표기하 습니까?

□ 표 제목 마지막에 마침표 “.”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 표 내에서는 첫 단어만 문자로 표기하 습니까?

□ 표에 세로선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 습니까?

□ 표의 왼쪽 항목은 “왼쪽 정렬”, 나머지 항목은 가운데 

정렬을 하 습니까?

□ 표 에 기입되는 약자를 알 벳 순서 로 나열하 으

며,  바꾸지 않고 연이어 기술하 습니까?

      ) BMI, body mass index; Total-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투고규정에 명시된 symbol

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단어 뒤에 붙이고, 표 하

단에 각 symbol마다 을 바꿔 설명하 습니까?

각주 기호 순서 *, †, ‡, §, ¶, **, ††, ‡‡

□ 본문에서 인용시 “Table 1”과 같이 문으로 표시하

습니까?

6) 그림설명(Figure legends)

□ 그림에 한 설명을 간결하게 문으로 작성하여 별지

에 기술하 습니까?

□ 그림 제목은 가장 첫 자만 문자로 표시하 으며, 

마침표 “.”를 표시하 습니까?

□ 그림이 여러 장인 경우 그림에 한 각각의 설명 첫 머

리에 소제목을 달았습니까?

      ) Histology of the resected pancreas. A. Dysplastic 

islets are scatted randomly with incremental in 

size and number. B. An islet was budding from 

pancreatic duct epithelium.

□ 그림이 조직소견인 경우 염색방법과 확  배율을 표기

하 습니까?

      ) (H&E stain, ×400)

7) 그림

□ 사진이나 그림은 최  203 × 254 mm를 넘지 않았습니

까?

□ 삽화(illustration)의 경우 뚜렷하게 잘 그렸습니까? 

□ 한 plate에 여러 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모아놓은 경우 

번호 순서를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A, B, C 등의 순

서로 표기하 습니까? 

□ 축 제목 등 그림 내 씨체가 무 작지는 않습니까?

□ 본문에서 인용시 “Fig. 1”과 같이 문으로 표시하 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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