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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게재 규정 ◀ 
 

1.  원고의 종류는 의학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원저와 증례 보고 및 종설로 하고, 종설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경우에 한한다. 
 

2.  투고하는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Microsoft Wor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A4용지 (210×

297 mm)에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한다. 
 

3.  원고 제출: 원고는 원본 (원본사진 포함) 논문 파일을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cjm.cau.ac.kr) 으로 제출한다. 
 

4.  논문 게재: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심의 및 수정이 끝난 후 게재 가능한 최근호에 게재한다. 이 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잡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5. 원고 심의: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심의위원 2명이 심의하며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수정 후 게재될 논문의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논문수정요구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본의 원본을 제출한다. 이때 수정 요구된 의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된 논문의 수정본은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6. 저작권 및 출판비: 중앙대학교 의학연구소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

유한다. 중앙의대지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게재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을 중앙의대지 외의 출판물

(컴퓨터 출판 포함)에 게재할 수 없다. 본 학술지의 논문은 온라인으로 발간하며 논문 교신저자에게 PDF file 

을 제공한다. 논문의 오프라인 출판을 원하는 경우 출판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 원고 작성 ◀ 
 

7. 사용언어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불명확할 때는 그 용어의 최초 번역어 다음에 괄호 속에 원어를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을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초 사용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후 괄호에 약어를 표기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CGS법을 사용한다. 학명의 속종명, 라틴어원의 단어 (et al, in vivo, etc) 및 유전자 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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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의 구성 

1) 종설 및 원저: 한글 논문의 경우에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

헌, 표 및 그림의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Title page,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순으로 작성한다. 

3) 증례 보고: 표지, 초록, 서론, 증례, 고찰, 참고문헌, 표 및 그림의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Title page, Abstract, Introduction, Case report, Discus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순으로 작성한다. 

 
 

9. 논문 각 구성 부분의 내용: 논문의 각 부분에는 다음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1) 표지: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책임저자명, 연락처를 쓴다. 제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논문 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초록 및 중심 단어: 영문 250단어 이내로 목적,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중심 단어는 영어로 의학주제용어 (MeSH)를 기준으로 6개 이내를 나열한다. 

3) 서론: 논문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기술한다. 

4) 재료 및 방법: 관계된 재료나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은 문헌으로 처리한다. 

5) 결과: 연구 결과를 표나 그림과 중복되지 않게 결론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것을 요약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통계처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자료를 표로 제시하고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6) 고찰: 연구에서 얻은 새로운 지견을 중심으로 결과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연구의 목적과 결론이 연결되

도록 논리를 편다.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어떠한 가설을 제안하거나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7)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 내용과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포함한다. 

8) 참고문헌: 본 학술지 형식(Vancouver style)에 따라 본문에 인용한 문헌을 나열한다. 참고문헌의 수는 종설

100개, 원저 30개, 증례 15개 이내로 제한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수 있다. 

9) 표: 표는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별지에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이나 그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시한다. 

가로 줄은 한 줄로 하며 세로 줄은 긋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표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 ‡, §, 

||, ¶, **, ††, ‡‡. 

10) 그림 및 사진: 그림과 사진은 본문에 인용한 것에 한하여 표나 본문의 기술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용 순

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설명은 그림이나 사진 아래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Figure 1, ---). 그림과 사진의 

크기는 가로 80 mm, 세로 80 mm 이하로 한다. 현미경 사진에는 확대 비율을 표시하는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 

 
 

▶ 원고 작성시 주의 사항 ◀ 
 

10. 단위 및 약어 

 1)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글자로 작성하며, 온도는 섭씨, 단위는 미터법을 따른다. 온도 (℃)와 %를 제외한 

단위의 앞에는 한 칸을 띄운다. 단위 약어는 아래의 별표 (Table 1)를 따른다. 

 2) 임의로 약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에, 처음 사용된 용어 뒤에 괄호 안에 약어를 명기하고 사용한다. 

11 이태릭체 인쇄: 학명의 속·종명, 라틴어원의 단어 (et al, in vivo, etc) 및 유전자명을 이탤릭체로 인쇄한다. 
 

12. 참고문헌 인용: 학술대회 초록이나 지견은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에는 본 학술지 형식(Vancouver style)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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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 및 그림 

본문에 Table 1; Tables 1, 2 혹은 Tables 1-3으로, 괄호 안에 넣을 때는 (Tables 1, 2; Tables 1-3)로 기술한다. 그

림은 Figure 1; Figures 1, 2 혹은 Figures 1-3로, 괄호 안에 넣을 때는 (Fig. 1; Figs. 1, 2; Figs. 1-3)로 기술한다. 

 

 

Table 1. Abbreviations of units of measurement and quantity 

 Unit Symbol Unit Symbol 

Units of Concentration Units of Time 

molar M Second s 

millimolar mM Minute min 

micromolar M Hour h 

nanomolar nM   

  Other Uints 

Units of Length Mole mol 

meter m Curie Ci 

centimeter cm Dalton Da 

millimeter mm counts per minute cpm 

micrometer m revolutions per minute rpm 

nanometer nm cycles per second (hertz) Hz 

  degree centigrade or Celcius ℃ 

Units of Area and Volume Calorie cal 

square centimeter cm2 Ampere A 

cubic centimeter cm3 Volt V 

milliliter ml   

microliter l Physical and Chemical quantities 

  Absorbance A 

Units of Mass equilibrium constant K 

gram g Michaelis constant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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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gram mg relative molecular mass Mr 

microgram g acceleration of gravity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