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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북의 내용은 에단즈가 Springer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Springer Author Academy 와 에단즈 웹사이트 자료실 (kr.edanzediting.com/Resources)의
내용을 종합 요약한 것입니다.

1.

IMRaD 형식

IMRaD(Introduction – Materials and Methods – Results – Discussion and Conclusions)는 과학 논문의 본문(제
목과 초록 다음 부분)을 이루는 표준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많은 과학 저널들이 IMRaD 형식을 따르고 있으
며 이러한 구성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 전개의 논리적 흐름을 잡아 줍니다.



논문의 전개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읽히게 됩니다.



전형적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논문에서든 독자들은 보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곧 논문을 작성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Methods - 2. Results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먼저 기술합니다.
3. Introduction - 4. Discussion - 5. Conclusion
투고할 저널을 선택한 뒤에 서론과 토의, 결론 부분을 작성합니다.
6. Title - 7. Abstract
논문의 나머지 부분들을 토대로 제목과 초록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 논문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일관된 흐름으로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1.1 IMRaD 형식 - Introduction
Introduction 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기술해야 하며, 또한 실험을 시행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구 내용의 이해에 필수적인 배경 지식들을 기술할 때에는 앞선 연구들
을 인용해야 합니다. 인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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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서론에서 관련 연구를 인용할 때, 특정 연구에 대해 서평 식의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독자들
이 원할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평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배경이 되는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는 자신의 연구의 문제 의식에 대해 기술하며 연구의 목적을 밝힙니다.
대개의 경우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지지 않은 점들을 밝혀내거나 풀리지 않은 의문
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이 있는데 특정 모집단을 대상으로는 그 약효가
입증되었지만, 다른 성격을 띤 모집단을 대상으로는 아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
직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두 번째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약효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연구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Article title : Quantitative PCR Tissue Expression Profiling of the Human SGLT2 Gene and Related Family Members
Source: Diabetes Therapy 2010, 1(2):57–92, DOI: 10.1007/s13300-010-0006-4.

BACKGROUND
As a worldwide medical and economic problem type 2 diabetes is expanding internationally.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estimates that in 2010 approximately 285 million individuals have type 2 diabetes across the world;1 this
number is expected to expand to 439 million individuals by 2030. Diabetes imposes a significant health and economic
burden, and factoring in the additional costs of undiagnosed diabetes, prediabetes, and gestational diabetes, the total cost
of diabetes in the US in 2007 amounted to $218 billion.2 Despite the availability of several oral and injectable therapies for
type 2 diabetes, there remains significant unmet medical need in this disease, justifying the search for more efficacious
and safe treatments that can prevent disease progression and protect patients from microvascular and macrovascular
complications. Among the types of therapies under development, inhibitors of SGLT2 (for “Sodium Glucose coTransporter”
protein 2) represent a promising new clas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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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PROBLEM
There have been conflicting reports about the mRNA expression profile of SGLT2 in human tissues. It was initially reported
to be expressed predominantly in the kidney using northern blot techniques; 9,20 however, Wright and colleagues have
subsequently reported a broader pattern of tissue expression of SGLT2 beyond the kidney using Rnase protection
methods, although no detailed methods or data were presented.21 In 2003, Zhou et al.22 employed quantitative RT-PCR
techniques to show that SGLT2 was ubiquitously expressed in most human tissues. In 2005, however, Tazawa et al.16 used
the same methodological approach but reported contradictory findings: SGLT2 was primarily expressed in the kidney and
to a smaller degree in the small intestine.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in mice, SGLT2 is specifically expressed in kidney
proximal tubule.23 Because SGLT2 inhibitor compounds are being developed by several pharmaceutical companies as
antidiabetic agents which inhibit renal glucose reabsorption,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verify the tissue
expression profile of SGLT2.

PURPOSE
We have evaluated the expression pattern of SGLT2 and related family members by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methodology to better understand the potential impact of a selective SGLT2
inhibitor in vivo.

AIM AND WHAT WAS DONE

Therefore, we chose to verify the expression profile of seven SGLT family members in human tissues by quantitative PCR
methods across a broad panel of human tissues.

1.2 IMRaD 형식 – Methods
이 절에서는 연구의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기술해야 할 때에는 절을 나누어 각각을 별도로 기술하며 주로 과거시제를
사용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같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험 절차 중 자신의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실험 절차 중 기존 연구에서 정립된 방법론을 따른 부분은 간략히 기술하고, 독자들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을 논문 안에 인용해 둡니다.



모든 통계 검증과 통제 변인들을 기술합니다.



연구설계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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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itle: Referred pain from myofascial trigger points in head and neck–shoulder muscles reproduces head pain
features in children with chronic tension type headache
Source: 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2011, 12(1):35–43, DOI: 10.1007/s10194-011-0316-6
Materials and methods

Subjects [부제 명시]
Consecutive children diagnosed with CTTH by an experienced paediatric neurologist from the Pediatric Neurology
Department of the General Hospital Quirón were screened for eligibility criteria. In all children headache features, temporal
profile of the headache, and family history were assessed. To be included children had to describe all the characteristics
typical of CTTH according to the ICHD-II criteria [26] …

Self-reported measures [부제 명시]
Children completed a headache diary for 4 weeks …

Muscle trigger point examination [부제 명시]
Muscle TrPs were bilaterally explored … diagnosis in these muscles was done following the criteria as described by Simons
et al. [18] and by Gerwin et al. [29] … [부제 명시]

Assessment of referred pain area and quality [부제 명시]
Local pain was defined as …

Statistical analysis [부제 명시]
Data were analys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16.0 Version).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SD)
or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The Kolmogorov–Smirnov test was used to analyse the normal distribution of the
variables (P > 0.05). Quantitative data without a normal distribution (i.e., pain history, headache intensity, headache
frequency, headache duration, and number of active muscle TrPs) were analysed with non-parametric tests, and data with
a normal distribution (referred pain areas) were analysed with parametric tests.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ctive TrPs
between groups were assessed with the non-parametric Mann–Whitney U test. The Chi-square (χ2) test was used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the size of distribution of TrPs for each muscle on either side within both study groups. A 3-wa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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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ariance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areas of referred pain (arbitrary units) between sides (dominant/non
dominant) and muscles (i.e., temporalis, masseter, superior oblique, upper trapezius, and sternocleidomastoid) as withinsubject factors and group (patients, controls) as between-subject factor. A similar 2-way ANOVA was used for the referred
pain areas from the suboccipital muscles but without side as factor. The Bonferroni test was used for post-hoc analyses.
The Spearman’s rho (r s) test was used to analys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number of TrPs, the referred pain areas and
clinical variables of the headache.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at 95% confidence level. A P value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통계적 검증 및 변인들]

TIPS! 재료와 방법의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투고하는 저널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
당 저널에서 제고하는 논문 샘플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3 IMRaD 형식 - Results
결과를 기술하는 절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되,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함축의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Methods 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실험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절을 구성해 제각기 따로 기술
합니다.



결과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 덜 중요한 결과의 순서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험을 진행한 순서대로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를 기술할
때에는 과거시제를



그러나 표나 도표를 설명할 때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표나 도표에 제시된 수치를 본문에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투고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표에 제시된 수치들을 본문에서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 한두 개 정도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에 제시된 숫자를 보는 것이 본문에 포함된 숫자를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본문에 통계 분석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p 값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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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itle: Heavy-metal accumulation trends in Yixing, China: an area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Source: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2010, 61:79–86, DOI: 10.1007/s12665-009-0321-0
Results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The statistical summary of the elements in different soil and tree core samples are shown in Table 1. Pb concentration in
urban-covered soil ranges from 23.05 to 42.22 mg kg-1, and Zn concentration fluctuates between 49.6 and 105.3 mg kg-1
throughout the covered period. Concentrations of Ni, Cu, Cr and Cd range from 20.31 to 31.95, 13.72–24.11, 55.38–71.52
and 0.09–0.15 mg kg-1, respectively. Mean concentrations of Pb, Zn, Cu, Cr in urban-covered soils are higher than their
background concentrations, whereas the mean concentrations of Ni and Cr are close to their background values. Except
for Cd, concentrations in tree cores are much lower than those in soils.
Validation using dendrochemical sequences
… These sequences correspond well with covered soil sequences from1978 to 2000. Covered soil chronosequence and
dendrochemical sequences show positive correlations during the period 1987–2006.
Estimation of heavy metal accumulation rates
… The anthropogenic components of all six metals were partitioned using Eqs. 1 and 2. As shown in Fig. 5, they increase
with time from 1980 to 2006

TIPS! 영어에 “하나의 그림이 천 마디 말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때로는 이미지가 글보다
연구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표나 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결과의 작성에
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도표나 표를 넣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예: 같은 내용
을 두 가지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본문에 기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도표나 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표나 도표로 제시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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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MRaD 형식 - 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의 순서로 기술합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결과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때 결과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추가 연구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가 갖는 한계를 간략하게 기술해 스스로도 연구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응용될 경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합니다.



연구 결과가 앞선 연구들의 성과를 어떻게 확장시켰는지에 대해 기술합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예비적 성격을 띤다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입니다.



토의 및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 연구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명시합니다.

Article title: Development of ITS sequence-based markers to distinguish Berberis aristata DC. from B. lycium
Royle and B. asiatica Roxb.
Source: 3 Biotech, DOI: 10.1007/s13205-010-0001-5
Discussion
One of the impediments in the acceptance of herbal formulations is the lack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prof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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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versial reports on the berberine content of these three species have been reported in the past. A
comparative high performance thin layer chromatography (HPTLC) analysis of B. asiatica with B. aristata
showed identical profile with lesser berberine content in the former (Srivastava et al. 2004). While, Andola et
al. (2010) have reported that B. asiatica has higher berberine content followed by B. lycium and B. asiatica.
These inconsistent reports indicate the disadvantage of chemical marker and also insist on a robust
technique for differentiating these three species.
… Many studies in recent years have employed ITS sequences as genetic markers for various species …
capturing measurable variations between species (Dubouzet and Shinoda 1999). Universal PCR primers
designed from highly conserved regions flanking the ITS region … enable easy amplification of the ITS region
(Yan-Bo et al. 2007; Yip et al. 2007). These advantages have made ITS region and ribosomal RNA gene
sequence as preferred choice for molecular typing. Novak et al. (2007) have reported ITS sequence-based
authentication of Echinacea spp. in extracts. Balasubramani et al. (2010) have reported ITS sequence-based
DNA markers to differentiate Tribulus spp. of the Zygophyllaceae family. Watthanachaiyingcharoen et al.
(2010) have reported 18S rRNA gene-based PCR–RFLP to distinguish Coscinium fenestratum from other
genus in the Menispermaceae family.
The main problem with DNA-based methods for identification is the presence of phenolic compounds, acidic
polysaccharides and pigments that hinder the PCR amplification. This can be avoided by choosing the most
suitable DNA extraction process that helps to eliminate the PCR inhibitors. DNA-based methods have been
successfully used to even authenticate herbal constituents in commercial herbal preparations in which the
components have been ground, boiled, concentrated, dried and blended (Yip et al. 2007). DNA information
may not b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amounts of the active ingredients and this is one disadvantage. In
this study, we have described ITS sequence-based efficient and reliable DNA markers to identify and
distinguish B. aristata, B. asiatica and B. lycium. These markers can be used as a molecular pharmacognostic
tool for quality control of herbal raw drugs.

2.

Title의 중요성

제목은 독자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논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논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면
서도, 주목을 끌 수 있고 또한 더 읽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제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좋은 제목은:


연구의 주요 논지를 전달하고



연구가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며



압축적이고,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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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대한 좋은 제목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들
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때 제목은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합니다. 제목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면 잘 정돈되지
못한 연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저널의 요구 사항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Does Vaccina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nactivated Influenza Virus Inhibit the Spread of Influenza in
Unimmunized Residents of Rural Communities? 이 제목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됐습니다.



Influenza Vaccination of Children: A Randomized Trial 이 제목은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Effect of Child Influenza Vaccination on Infection Rates in Rural Communities: A Randomized Trial. 이 제목은
좋은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연구의 중요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구가 어떤 면에서 다른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애초에 연
구 주제를 정했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목에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많은 독
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S: 몇 가지 제목 후보들을 써 본 뒤, 그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제목에 대해 동료들과
상의한 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합니다. 신중을 기하면 기할수록 더 좋은 제목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Abstract

3-1. 가장 처음 읽히고,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부분
초록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과 에디터들이 유일하게 읽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정확하고
충분하게 상세한 요약이어서 연구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발견했으며 왜 해당 연구가 유용하고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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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록은 논문의 첫번째부분이기 하지만 마지막에 쓰여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널마다 요구하는 초록양식이
좀 다르지만 저널이 요구하는 상세사항을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합니다.
3-2. 저널의 지침
저널들 마다 요구사항이 다르지만 초록에 있어서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단어수가 250 제한 : 이는 대부분의 검색엔진에서 받아들이는 초록의 단어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축약어 사용 제한 : 목표저널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HIV 는 대부분의 저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RT-PCR 와 같은 것은 분자생물기술을 리포팅하는 저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시에는 풀네임을 써줘야 합니다. 축약어가 3 번이상 쓰여지는 것들은
첫 사용에서 정의가 되어줘야 합니다. 많은 저널들이 사용가능한 축약어들을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는데 초록에서 정의된 축약어들은 본문에 사용될때 다시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저널들은 초록에 레퍼런스를 인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자 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십시오.

3-3. Structured or unstructured abstract
어떤 저널은 구조화된, 이를 테면 background, objectives, methods, results, 그리고 conclusions 로 구분되어
진 구조화된 초록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저널들은 추가적인 섹션, 이를 테면 Patients, Interventions
혹은 Outcomes 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항상 목표저널의 저자가이드라인을 읽고 특별한 형식이나 요구사항
이 없는 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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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reating Graphical Abstracts
요즘 많은 저널들이 온라인 형태를 갖추면서 비주얼화되고 양방향기능이 가능해 지므로써 독자를 매료시키
기 위해 그래픽초록이 많이 이용됩니다.
보통 초록은 원고를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이 정보를 하나의 이미지와 제한된 텍스
트에 담아 전달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자들이 원고를 더빨리 쉽게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
이 독자들에게 관련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게 하고 특히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독자들에게 더 언어 장벽
을 없애 주는 역할도 합니다.
만일 목표저널이 graphical abstract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여기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내 연구가 무엇을 기술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메카니즘, 이론, 구조, 원인과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비주얼이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 줄까요?



초록을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해 봅니다.



원고에 있는 그림을 재사용 하지 않습니다. 원고에 나타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하나의 추가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graphical abstract 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상세사항을 너무 많이 포함하거나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모든 아이템에 라벨을
명확하게 붙이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주요성과에 대한 상세사항만 포함합니다.
Elsevier가 제공하는 Cell에서는 어떻게 초록이 비주얼화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합니다.

4.

Keywords

키워드는 저널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엔진이 관련 논문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검색 엔진이 찾을
수 없는 논문은 그만큼 독자들에게 읽힐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키워드를 잘 작성해야 검색 엔진에 잘 포
착되고, 그래야 그 논문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읽히고 또 인용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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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키워드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해야 합니다.



연구가 속해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논문 제목: Direct observation of nonlinear optics in an isolated carbon nanotube
좋지 않은 키워드: molecule, optics, lasers, energy lifetime
좋은 키워드: single-molecule interaction, Kerr effect, carbon nanotubes, energy level struc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 제목: Region-specific neuronal degeneration after okadaic acid administration
좋지 않은 키워드: neuron, brain, OA (an abbreviation), regional-specific neuronal degeneration, signaling
좋은 키워드: neurodegenerative diseases; CA1 region, hippocampal; okadaic acid; neurotoxins; MAP kinase
signaling system; cell dea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논문 제목: Increases in levels of sediment transport at former glacial-interglacial transitions
좋지 않은 키워드: climate change, erosion, plant effects
좋은 키워드: quaternary climate change, soil erosion, bioturbation
검색엔진에 잘 검색되는 논문으로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는

 7–8 키워드를 확인합니다. (Standard terms 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2 개는 타이틀에 나머지는 5–6 개는 키워드 리스트에 나열합니다.
 초록에 약 3 개의 키워드가 3-4 번은 나오도록 구성합니다.
 가능하면 각 표제에 키워드를넣습니다. 검색엔진은 HTML 코드의 H1, H2 를 긁어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5.

Acknowledgments

보통 Discussions 뒤에 이어지며, 공동 저자로 넣을 만큼은 아니지만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고 저널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기술적인
도움(논문 작성이나 자료 분석 등)을 준 사람들, 혹은 특별한 장비나 재료를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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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지원 기관(들)의 이름을 명시하고, 저
자들 중 누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도 아울러 기술합니다.

TIPS!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는 과학 저널 일반
에 통용될 수 있는 상세한 Acknowledgment 작성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cknowledgments 가 원고에서 소흘히 다뤄질 때가 있긴 하지만 에디터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확실하
게 제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아 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Thank important contributors.

이 리스트는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

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약이나 조직 샘플을 제공한 동료라든지 연구실 어시스턴스나
통계연구원등이 그 예가 되겠죠.
Include grant information. 목표저널이 따로 특정 섹션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Acknowledgments 섹션에 포
함될 부분입니다.
List the role of the sponsor.

어떤 저널을 명시적문구를 요구하기도 하죠. 연구와 출판의 결정에 있어서 가

능하면 스폰서의 상세한 역할이 기재되는 것은 좋은 관행입니다.
State any conflicts of interest.

요즘 특정저널에서 따로 섹션을 마련하여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만일

없다면 Acknowledgments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onflicts of interest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할 만한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Avoid excessively flowery language.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We would like to graciously
thank the esteemed Dr. Wong.” 정도로 표현하며 너무 과대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줍
니다.

Acknowledg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is study was provided by a grant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R.C.
The authors wish to thank Dr. S. Kumar and Dr. P Sanchez for their work in authenticating plant samples.
Thanks are also due to Prof. Al-Harbi for her suggestions on preparing the manuscript.

6.

Conflicts of interest

연구를 진행할 때나 논문을 쓸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널이 그
가이드라인에서 밝히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잠재되어 있는 conflicts of interest에 관한
명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적 conflicts of interest에 관련된 기업과 과학자들간의 스캔달
이 화재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를 출판하는 저널을 포함하여 대중들에게,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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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신뢰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의학 임상연구자들에게 원고를 투고하면서 이러한 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은 중
요한 의무 중의 하나 합니다. 잠재적인 갈등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존재가 밝혀진다면 연구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의약개발 임상실험을 분리시킬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스폰서를 밝히는 솔직한 행위로 독자의 신뢰는 증가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어떠
한 잠재된 편견 없이 연구가 이뤄졌음을 평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명시해야 할까요?


재정적 이해관계 (연구 스폰서, 재정적 연구지원, 그랜트 등)



주주관계



개인적 이해관계 (배우자가 스폰회사의 직원)



고용관계



지적재산 (특허, 저작권, 로열티 등)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에서 마련한 standardized conflict of
interest form 은 이제 많은 저널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이 폼
을 사용하여 잠재된 중요한 conflicts of interest 사항을 더블체크 하면 좋을 것입니다.

7.

References

과학 논문에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혀 줍니다.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해당 논문과 다른 연구들과의 연관성을 찾게 해 줍니다.



논문이 속해 있는 학술적 맥락을 제시하며 연구 분야가 학술적으로 흥미 있는 분야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TIPS! 문헌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읽은 논문들의 서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에
맞도록 정리하기에도 편리하며 새로운 목록을 추가하거나 기존 목록을 삭제하는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습
니다.
TIPS! 자신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논문들을 인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논쟁이 될 만한 연구들에 대
해 언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제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대립되는 논의를

인용하는 것은 그 논의와 차별되는 자신의 관점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의 편수를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을 위해 투고 규정에 참고문헌의 수에 관한 제한이

14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IPS! 서평 등 다른 글을 통해 알게 된 논문을 재인용하거나 초록만 읽고 그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피하시
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게 되면 해당 논문에 대해 저자 스스로도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고, 독자들에게까지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들어가는 논문들은 반드시
직접 읽어보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합니다.

어떤스타일을 이용해야 할까요?
목표저널의 저자가이드라인을 보면 레퍼런스 형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인용부분과 전체 레퍼런스를 위
한 선호 형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떻게 나열되어야 하며 웹링크가 인용되어
야 할지 말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목표저널에 그런 정보가 없다면 최근 논문의 샘플을 참고하세요. 최근에 출판된 아티클이 아마 저널
이 원하는 형식과 비슷한 것일 겁니다.
Harvard vs Vancouver,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짧게 요약하면, Harvard 스타일은 인용은 (author name, year) 형식으로, 레퍼런스는 알파벳순으로 되는 반면,
Vancouver 스타일은 인용이 본문에 많이 언급된 순서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레퍼런스 스타일들 (Chicago,
APA, 등)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스타일들의 예시가 있습니다.

Reference management software
RefWorks, Mendeley, EndNote, Zotero, 혹은 Papers 와 같은 레퍼런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좀더 쉬울 것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레퍼런스 형식을 구성해 주니까요. 많은 저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서 다운로드 가능한 스타일 파일들을 제공해 주고 적절하게 자동으로 레퍼런스를 조직할 수 있게 해주기 때
문에 시간절약도 상당합니다.
Microsoft Word 도 이렇게 레퍼런스를 조직해 주는 툴이 있긴 한데 에단즈가 경험한 바로는 사용하기도 어
렵고 에러도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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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tricks
이러한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인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으니까요.


처음 원고를 쓸 때 인용 정보를 코멘트 버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포매팅 스타일을
걱정하거나 인용을 다시 번호매김 해야 할 걱정없이 텍스트를 자유로이 옮길 수 있습니다.



목표저널이 Vancouver 시스템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쓰는 동안에는 (이름, 연도) 형태로
레퍼런스를 인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숫자로 대신 표시하여 마지막에 레퍼런스리스트가
빠르게 매칭되어 정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용에 우선순위를 매겨 보세요. 만일 저널이 인용할 수 있는 갯수에 제한을 두었다면 쉽게
아티클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제거해야만
한다면 레퍼런스를 다시쓰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Index Medicus 리스트를 이용해 일반적인 저널명의 축약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많은 저널에서
축약된 저널명을 레퍼런스에 쓰기를 원합니다. 작업속도도 빨라 집니다.

8.

Figures and tables

도표 및 표와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다량의 복잡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 자료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도 연구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논문에 제시할 도표나 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시각 자료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워 보이는 시각 자료는 연구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시각 자료는 논문이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독자들은 전문적인 인상을 주는 논
문이라면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 및 그 해석에 대
해 보다 신뢰를 갖게 됩니다.
훌륭한 시각자료의 조건
첫째, 목표 저널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제한 수를 넘지 마십시오. 제한 수 보다 제시될 것이 더 많다면,
Supplementary Information 에 첨가하거나 “(data not shown)” 란 표시와 함께 글로 나타내십시오. 처음에
고른 저널이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데이터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저널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표나 도표의 데이터는 쉽게 해독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그래픽에 여러 파라미터나 정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쪼개어 되도록 단순한 그래
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축, 테이블 열과 행에 명료한 라벨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통계 정보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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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이 두드러지도록 표시하며 각 중요성의 레벨에 따라 다양한 심벌을 이용합니다.
셋째, 같이 제시되는 설명은 명확하여 본문을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시제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Western blotting showed that the levels of p53 increased after…” 보다는 “Western blot showing
an increase in the levels of p53 after…” 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시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만일 독자가
제시된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상태면 현재시제로 쓰고, 제시된 표에서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실행되어졌다
면 과거시제 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써 쉽고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구지 표나 도표로 나타낼 필요는 없으며 중복하
여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림으로 나타낸 정보를 다시 테이블로 또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
림과 설명자료를 원고내에 삽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널 출판사들은 저자에게 자료아이템이 담긴 파일을
분리해서 혹은 제일 마지막에 나열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널 가이드라인을 참조하
십시오.
시각자료들은 논리적인 순서로 모아져서 내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가설을 지지하는 바에 따라 나열됩니다.
주요 발견점마다 하나의 시각자료와 하나의 단락이 구성 됩니다. 또한 각 단락마다 각 시각자료에서 보여지
는 발견점에 대한 간략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자료 Checklist


해당 목표저널의 숫자표기 방법을 따릅니다.



본문에 글로 제시된 것을 중복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자료내에서도 다른 패널들 사이에 나타나는 다른 효과와 파라미터들은 나눠 제시합니다.



scale bars, trend lines 그리고 clear labels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심볼이나 축약등의 표현을 삼가합니다.



큰 용량의 샘플의 경우 절대값 뿐 아니라 % changes/differences 등도 나타냅니다.



본문에 삽입하지 말고 별도의 파일이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열하여 제출합니다.



형태, 크기, 컬러, 아이템수의 제한, 혹은 파라미터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저자 가이드라인을
확인합니다.

8.1 Table
표는 대량의 데이터를 압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표를 작성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쉽
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의 제목은 분명하면서도 간결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분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칸과 줄의 크기가 넉넉해야 합니다.



수치들에 대한 단위가 제시돼 있어야 합니다.



글자의 크기와 글꼴은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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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2009) 59:529–536
8.2 Figures
도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말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플롯



지도



도식

8.2.1 이미지
이미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논문을 쓰다 보면 종종 말로는 다 설명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지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표면에 나노미터 규모
의 특징이 발견된다” 라고 기술만 하면 충분하지 않지만,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눈금 자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미지 안의 중요한 부분에는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8.2.2 데이터 플롯
데이터 플롯을 사용하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롯은 주로 둘 이상의
항목들 간의 기능적, 통계적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다 보
니 개별 데이터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예는 이미지와 플롯을 결합시킨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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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입니다.
데이터 플롯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에 레이블을 달아 줍니다.



수량의 단위를 명시합니다.



모든 커브와 데이터세트에 레이블을 달아 줍니다.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를 너무 작지 않게 합니다.

8.2.3 지도
과학 논문에서 지도는 필드워크가 이루어진 장소를 명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됩니다. 지도를 효과적으로 사
용하면 독자들은 실험 대상 지역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도와 경도를 표시합니다.



축적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지역에 레이블을 답니다.



범례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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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도식
도식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시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도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모두 보여주면 도식이 어수선해져 전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식은 이미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융통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지로는 전달
이 불가능한 상황을 시각화하는 데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액체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에 나노튜
브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도식의 예입니다.
도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항목들에 레이블을 달아 줍니다.



캡션과 본문의 설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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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ormatting Manuscript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해당 저널에서 요구하는 논문 서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투고할 때부터 서식에 맞게
작성된 논문은 그 후에 편집자들이 따로 형식 교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축할 수 있습니다.

Tips! 논문의 초고를 완성하기 전에 투고할 저널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저널의 웹
사이트에서 서식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시고, 그 후에 초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서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뒤에 특정 저널의 규정에 따라 서식을 따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에 관련된 규정을 읽어 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어 수나 글자체에 대한 규정들(제목, 초록, 본문 등)을 지켰는가?



요구되는 항목들을 모두 포함했는가?



언어에 관한 규정(영국 영어, 미국 영어)을 지켰는가?



저널에서 요구하는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명시했는가?



표나 그림을 올바른 위치(본문 내, 논문 끝, 별도 파일)에 삽입했는가?



참고문헌의 서식을 지켰는가?



그림 파일의 형식(.jpg, .png, .pdf, .ppt)이 올바르게 돼 있는가?



상반되는 의견들을 모두 기술했는가?



공동 작성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들로부터 투고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가?

Tips! 저널에 따라 투고자들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템플릿 서식 파일과 함께 문헌 관리 소
프트웨어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0.

Cover Letter

커버레터가 흔히 투고과정에서 소흘히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널의 에디터들은 모든
원고를 읽을 시간이 없어서 필터링의 수단으로 커버레터를 이용합니다. 저널의 내용과 범위에 맞지
않을때에는 바로 거절하여 저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해당 논문이 흥미로운 주제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커버레터를 많이 봅니다. 또한 나의 주제분야가 넓다면 에디터는 나의
주제분야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커버레터를 이용하여 배경정보를 제공하여 나의 논문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Be personal
투고하려는 Editor-in-Chief 의 이름이 뭔지 알아보고 명시를 하도록 합니다. 구직활동에서 쓰는
커버레터 처럼 해당 저널에 맞춤 커버레터를 만들면 좋습니다. 어느 저널에나 통용될 수 있을 것

21

같은 커버레터는 흥미롭지 못합니다. 왜 해당 저널의 독자들이 그 연구에 관심이 있을런지에 관해
잘 소개해봅니다.



Tell them what you want to publish
저자는 때때로 논문의 제목과 어떤형태의 논문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레터의 가장 처음문단에 표시되어 에디터가 바로 흥미로운
주제인지, 현재 호에 해당 타입의 논문이 실릴 자리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Summarize the highlights
커버레터에 논문의 타이틀을 포함하는 것 만으로는 에디터에게 내 논문을 어필 할 수 없습니다.
연구의 간략한 요약내용을 넣고 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계나
많은 자료를 포함하지는 말고 에디터가 관심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Sell yourself
커버레터는 저널의 에디터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왜 내 논문이 다른 논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실제적용사례나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는 안되지만 내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주세요.



Don’t forget your ‘must have’ statements
에디터는 내 논문이 다른 곳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것 혹은 다른 저널에서 고려중이라는 것 등의
제출사실내용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관련된 conflict of interest 정보도 확인하기 원하죠. 따라서,
커버레터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포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단즈 웹사이트의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샘플 free cover letter template 을 참조하거나
에단즈 유투브의 커버레터 쓰기 동영상 강좌를 참조하세요!

저널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커버 레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발견 사항, 연구에 대한 설명, 희망 피어리뷰어
추천)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이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Please find enclosed our manuscript, “[manuscript title]” by [first author's name] et al., which we
would like to submit for publication as a [publication type] in [name of the journal].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showing…



We believe our findings would appeal to the readership of [journal name].



Please address all correspondence to: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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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커버 레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We confirm that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and is not under consideration
by another journal.



All authors have approved the manuscript and agree with its submission to [insert the name of the
target journal].

Cover Letter CheckList
커버레터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필요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봅니다.



목표 저널의 정확한 저널명



목표저널의 내용 범위와 목적 – 일치하는지



에디터 이름: 일부 저널은 같은 저널이라도 연구영역에 따라 다른 에디터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에디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디터가 없다면 the Editor-in-Chief 라고 기재합니다.



원고 타이틀



출판물 형태



연구와 관련된 배경정보 – 해당주제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사항



연구 이유 – 왜 연구를 진행했는지?



연구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



추천가능한 리뷰어들의 이름과 연락정보



펀딩 정보



연락저자의 연락처

11.

투고 전에 확인할 사항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논문의 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떤 점을 고치면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이 투고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파일 형식과 이미지의 해상도 및 크기가 올바른가



철자법이나 문법적 오류가 없는가



모든 저자들의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가



투고 저널의 웹사이트에서 투고를 위한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었는가



커버 레터를 설득력 있게 작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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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eer Review

Peer review 는 긍정적인 절차입니다.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심사는 해당 연구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필
수적인 절차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들여 조언을 해
주는 전문가들이며, 투고자들은 무료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 절차를 거치며 논문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보다 탄탄한 연구가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 실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할 것입니다.



논문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들은 해당 부분을
다시 쓰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응용도가 높아집니다: 심사위원들은 다른 분야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투고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 외에도 심사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수준 높은 논문을 출판하기 위
한 것입니다.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논문들을 출판하면, 명성도 낮아지고 독자들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
다.

Peer Reviewer 찾기

원고를 출판하는 동안 몇명의 피어리뷰어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은 출판에 신뢰를 더해주는 중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널의 에디터들은 최종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리뷰어들의 코멘트와 추천을 기반
으로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리뷰어들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막중한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리뷰어들을 선택하고 컨텍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리뷰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으니 더 힘
들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과정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가능한 리뷰어들을 추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런데 이들 리뷰어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내가 읽은 참고문헌을 참고하세요.

가능성 있는 리뷰어를 찾는 가장 좋은 시작은 내가 언급한 레퍼런스의 아티클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저자들은 내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매우 지식이 있을 뿐아니라 원고의 여러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좋
은 배경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일 것입니다.


네트워크

컨퍼런스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해당분야의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니 해당분야의 최근의 지식을 가
지고 있을 것이므로 원고를 리뷰하기에 훌륭한 후보자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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젋은 혹은 중간레벨의 연구자들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의 장이나 레벨이 높은 교수님들은 내 원고를 검토하기에 이상적인 분들이겠지만 너무 바쁘십니다. 현
재 경험을 쌓고 있는 좀 더 젊은 과학자가 피어리뷰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했으면 하는 리뷰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제를 원하는 리뷰어들을 말해도 좋습니다. 예컨테
conflict of interest 관련 이슈가 있거나 최근에 같이 연구를 한 동료연구자들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디터에게 배제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 공평하지 못한 리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추천이 심사과정을 앞당길수도 있지만 누구를 리뷰어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해
에디터는 언제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13.

탈락의 주된 이유

투고를 했다가 탈락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연구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 빠진 경우



연구 내용 중에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전혀 없는 경우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최신 참고문헌이 제대로 인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구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나 개념, 결론이 데이터 및 연구 내용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을 되풀이해 볼 수 있을 만큼, 재료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설에 대한 검증 / 실험 설계 / 샘플의 특징과 통계 분석 결과 대한 명확한 기술이나 설명이 빠진
경우



실험 설계에 대한 기술이 불충분한 경우, 통계 분석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언어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14.

Response Letter & Revision



편집자와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논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답변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험이나 분석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추가 실험이나 분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과학적인 반론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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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자신의 답변이 문서 안에서 한 눈에 구별되도록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에서 수정한 부분은 글자의 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음영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 둡니다. 아니면 Microsoft Word 프로그램에 있는 ‘변경 내용 추적(Track Changes
feature)’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 수정본과 답변서를 통보 받은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심사평: “In your analysis of the data you have chosen to use a somewhat obscure fitting function
(regression). In my opinion, a simple Gaussian function would have sufficed. Moreover, the results would be
more instructive and easier to compare to previous results.”
심사평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변: “We agree with the reviewer’s assessment of the analysis. Our tailored
function does make it impossible to fully interpret the data in terms of the prevailing theories. In addition, in
its current form, we agree it would be difficult to tell that this measurement constitute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previously reported values. We have therefore re-analyzed the data using a Gaussian
fitting function.”
심사평에 반대하는 내용의 답변: “We agree with the reviewer that a simple Gaussian fit would facilitate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other studies. However, our tailored function allows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in terms of the Smith model [Smith et al, 1998]. We have added two sentences to the paper (page 3,
paragraph 2) to explain the use of this function and Smith’s model.”
지적 사항에 대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손한 태도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답변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적 혹은 질문이 있었다
는 점을 논문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 중에는 저명한 학자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자신의 글에 불분명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어서 논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
다.
15.

다른 저널로의 투고

논문 투고를 위해서는 끈질긴 의지가 필요합니다. 처음 투고했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더라도, 답변서에
반론을 잘 펼쳐서 심사위원과 편집자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면 재심에서 게재 허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저널에 투고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자로부터 논문의 주제가 저널과 맞지 않다는 평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편집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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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사위원들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여전히 게재를 거부당한 경우, 혹은 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적인 답변이 온 경우



출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 절차가 보통 저널들보다 훨씬 오래 걸리며 심사위원들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논문을 다른 저널에 투고하기 전에 편집자에게
반드시 투고 철회를 철회하겠다고 알려야 함)

출판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투고할 때에는 게재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편집자와 심사위원들
을 설득할 전략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자 심사단계(Editorial Review)와 동료 연구자들에 의
한 심사 단계(Peer Review)에서 각각 한 번씩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재를 거부당할 경우에는 최후의 선택으로 다른 저널에의 투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16.

임상연구 게재를 위한 Checklist (Clinical Research Acceptance Checklist)

임상연구자로서 연구를 출판할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1 차문헌리뷰와 systematic reviews/meta-analyses 를 기반으로 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연구질문들
확인합니다.

-

항상 실험참가들로 부터 informed consent 를 받아야 하겠고 시작전 임상실험을 모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전문가와 상의합니다.

-

논문에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 하기 위해 reporting guidelines (www.equatornetwork.org)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중요한 연구성과와 연구의 임상관련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커버레터를 씁니다.

-

만일 목표저널이 요구한다면 리포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양식 (예를 들면, CONSORT,
STROBE 등), conflicts of interest, authorship, 그리고/혹은 informed consent 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17.


논문완성 Checklist
초록에는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나 자료들이 쌩뚱맞게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논문을

완전하게 요약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초록에는 정의되지 않은 축약어가 들어가서도 안되며 레퍼런스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쓰여져야 합니다.



Introduction 은 주제와 관련해 무엇이 알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다른 연구에 대한 인용으로 해당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연구에 대한 새로운 측면에 관한 설명은 Introduction 에 되어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Introduction 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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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섹션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을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표준기술이 사용되었다면 Method 섹션에서 적절하게 레퍼런스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림과 도표는 꼭 필요하게 중요한 데이터를 보여주어야 하며 본문에서 글로 설명된 부분을
중복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Method 섹션에 상술된 통계분석은 Results 부분에서 정리되어 보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모든 가능한 해석은 Discussion 에서 언급되어야 합니다.



연구의 성과부분은 비슷한 다른 연구와 비교되어 언급되면 좋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Discussion 에서 설명됩니다.



결론은 Discussion 의 마지막에 언급되며 데이터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구성과의 넓은 의미의 해석과 응용관련 내용은 Discussion 에서 언급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모든 레퍼런스들은 레퍼런스 리스트에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18.

Submission Checklist



원고의 모든 부분이 저널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확인합니다.



출판에 들어가는 비용 / 이미지나 페이지 코스트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초록이 흥미로운지, 제한단어수를 충족하는지 적절히 잘 맞춤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저널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에 맞춰서 그림과 도표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적절한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전에 마지막 교정을 봅니다.



가능한 피어리뷰어들을 확인해 봅니다. (만일 저널이 원하거나 제안을 한 경우)



커버레터를 씁니다.



제출을 위해 필요한 양식들을 작성합니다.(저작권양식등)



저널선택이 아직이시라면, 에단즈에서 제공하는 Journal Selector 를 이용해 보세요.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