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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은 가정의학의 전문성과 진료에 도움이 되는
근거바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의학회에서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일) 발행하는 상호심사 학술지입니다. 가정의학은 일차진료 관련 기초연구, 임상 연구, 역
학 연구,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의료제도 연구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립니다. 이 규정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와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을 기초로 연구윤리 규정과 참고문헌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1. 윤리적 검토사항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을 따른다.
1) 윤리적 검토사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1975년 헬싱키 선언(2004년 개정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연구윤리심의위원
회(IRB)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본문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사진 등 설명
자료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2) 이중 게재/이중 투고 금지
다른 잡지에 이미 실렸거나 다른 잡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와 과거 본지에 실렸던 같
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잡지나 본지에 이미 게
재되었던 경우에는 해당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한가정의학회 간행위
원회에서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또 본지에 실린
원고를 임의로 다른 잡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http://www.icmje.org)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3)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
과 해석에 공헌,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저자 기준에
맞지 않는 그룹 구성원은 그 구성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 '감사의 글'난에 나열한다.
4) 이해관계 명시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내용은 표지 하단에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모든 저자는 연구에
관계된 자문료, 주식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투고 시 밝혀야 하며, 이를 원고의 모
든 저자에게 명시했음을 자필서명과 함께 증명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 증례보고, 특별기고, 종설, 서신, Brief communication 등으로 한다.
3. 보고권장 지침의 준수
저자는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연구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원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작위 대조연구는 CONSORT, 진단연구는 STARD, 관찰연구는
STROBE, 체계적 고찰은 QUOROM과 MOOSE를 참고한다.
약어
연구 디자인
웹주소
CONSORT
무작위 대조연구
http://www.consort-statement.org
STARD
진단 정확도 연구
http://www.consort-statement.org/stardstatement.htm
QUOROM
체계적 고찰
http://www.consort-statement.org/Initiatives/MOOSE/moose.pdf
STROBE
관찰 연구
http://www.strobe-statement.org
MOOSE
관찰 연구의 메타분석
http://www.consort-statement.org/Initiatives/MOOSE/moose.pdf

4. 원고의 심의 및 채택
투고된 모든 원고는 2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
여 원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5. 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가정의학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
명하여야 한다. 가정의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6. 언어 및 용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용어는 교육부 발행 과학기술용어
집이나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 제4집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병기할 수 있고 그 번역이 곤란할 때에만 영문을 사용한다. 약품명은 특
정상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명으로 표기한다.
7. 약어 사용
무분별한 약어 사용을 금하며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홈페이지에 인용된 표준화된 약어만을 사용할 수 있고, 제목이나 요약에 쓰지 않는다. 측정
단위를 빼고는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에 약어를 명기하고 이후부터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8. 고유 명사, 숫자, 측정단위
인명, 지명, 고유 명사는 원자(原字)를 사용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길이,
높이, 질량, 부피 등의 측정단위는 모두 미터법 단위(미터, 킬로그램, 리터 등)의 십 배수로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 단위를, 혈압은 mmHg를 사용한다. 혈액학적 수치와 임상 검사상의
검사치는 통상적인 단위나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SI)를 사용한다.
9. 원고 작성
원고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로 글자 포인트 10을 기준으로 작성하
되, A4크기(212×297 mm)로 상하좌우 25 mm이상의 여백을 둔다. 표지, 요약, 본문, 감사
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모두에 걸쳐 행 사이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한다. 표지
를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일련번호를 붙인 후 파일을 첨부한다.
10. 원저(첨부 파일)의 작성순서
첨부 파일의 내용은 1) 제목만 있는 표지, 2) 영문요약과 중심단어, 3) 서론, 4) 방법, 5)
결과, 6) 고찰, 7) 감사의 글(필요시), 8) 한글요약과 중심단어, 9) 참고문헌, 10) 표, 11)
그림설명문, 12) 그림의 순서로 각각 면을 바꿔서 작성한다. 원고의 길이는 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을 제외한 양이 10,000자(공백포함)를 넘을 수 없고 표와 그림을 합친 개수가 7을
넘을 수 없다.
11. 저자의 표기
저자의 표기는 인터넷 접수 시에 홈페이지 상에서 표기(작성)하며, 논문파일을 첨부할 때
는 넣지 않는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의 순서에 따라
그 소속을 쉼표로 분리하여 나열한다.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
1’
, ‘
2’
, ‘
3’등

아라비아 숫자를 위첨자로 저자명의 뒤, 소속 기관명의 앞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제출된 논문의 수정책임자를 교신 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명 뒤에 ‘
*’
를 위첨자로 표기한다.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교신 저
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간행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영문저자명은
‘
이름 성’
의 순서로 쓴다.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서 쓰는 경우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
로 쓴다. 저자의 학위 표시는 최고 학위를 이름 맨 뒤에 쉼표로 이름과 분리하여 적는다.
MD와 PhD 등 표기에서 마침표를 넣지 않는다.
인터넷 접수시 모든 저자의 ORCID 번호를 제시한다.
12. 논문제목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 무엇에
대한 연구' 또는 ` 무엇에 대한 고찰'이란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한다.
13. 영문요약과 중심단어
영문 요약문은 1) Background, 2) Methods, 3) Results, 4) Conclusion의 순으로 우리
말 요약문에 준하여 작성하되 총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하단에 영문 중심단어
를 첨부하는데 가능하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에 수
록된 어휘를 사용한다(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14. 서론
논문의 목적을 기술하고 이 논문의 중요한 이유를 기술한다. 연구의 배경과 원리를 요약
하고 참고 문헌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제한한다. 관련된 주제를 광범위하게 재론하거나 나
열하지 말고, 발표할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15. 방법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환자, 대조군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 방
법에 따라 동일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다. 특히 대상 질병을 확인한 방법과
관찰자의 주관을 통제한 방법을 설명한다. 기자재나 시약의 경우 이름과 괄호 안의 제작회
사, 도시, 국가를 명기한다. 아직 생소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참고문헌과 함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논문 작성 시 생물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성별(Sex or Gender)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한 성별만을 포함한 연구에 해당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한다.
16. 통계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학적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
다. 가능하면 연구 소견을 정량화하고 측정 오차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예를 들면 신뢰 구
간 등)를 표시하는 지표를 같이 제시한다. P값(P-value)만 제시하는 경우와 같이 통계학적
가설 검정 결과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정량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연
구 자료가 표본일 경우 일반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계적 검증절차를 거치며 전수조사이거
나 사례연구일 경우 검정을 할 필요는 없다. 본문 중 연구 성적에 관한 서술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평균, 비율, 또는 상관계수 값을 표현하여 집단 간의 차이나 변수들의 관련성

크기, 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무작위”, “정상”
, “
유의한”, “상관성”
, “
표본”과 같은
기술적 전문 통계용어를 비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분석과정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
을 명시한다.
17. 결과
관찰결과를 논리적 순서로 기술하며 본문과 맞추어 표와 그림을 사용하는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과 경향을 기술한다.
18. 고찰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
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나 해석상
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또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고,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
때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도 삼가야 한다. 얻은 자료로 주장 가
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19.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
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
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 한글요약과 중심단어
한글요약은 연구배경, 방법, 결과, 결론의 네 항목의 순서로 논문의 대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1,000자가 넘지 않도록 한다. 요약의 하단에는 3개 이상 10개 이내의 중
심단어를 첨부한다.
21.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기재하고 본문에는 그 번호를 위 첨자(어깨번호)로
표시한다.
본문에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문 중에 나오는 내용의 참고문헌은 위 첨자로 참고문헌 목록 중의 번호를 쓰고 그 뒤
에 우측괄호` )'를 표시한다.
- 동시에 여러 개의 번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번호와 번호사이를 ‘
,’
로 분리하고 최종 번호
뒤에만 우측괄호를 한다.
- 여러 개의 연속된 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 번호와 마지막 번호 사이를 ‘
-’
표로 약할
수 있다.
- 첨자의 위치는 저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뒤로하며,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
는 관련 내용의 마지막 단어 뒤로한다.
- 조사는 첨자 뒤에 따라오도록 하며, 쉼표와 마침표는 인용번호 첨자 앞에 온다. 저자가 3

명 이상인 경우에는 ‘
등’
으로 약하고 이것까지를 저자로 보아 첨자는 그 뒤에 붙인다.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 한다.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쓴 다음에 모두 'et al'로 약한다. 한글로 된 참고문헌의 경우, 문헌
에 나타난 영문으로 작성한다. 공식 영문 서지사항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면 인용하지 않는
다.

만약

불가피하게

인용해야

하는

경우는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http://www.

hangeul.or.kr/24.htm)을 따라 표기하거나, 2)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후에 적절한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각괄호 안에 첨부할 수 있다. 영문 학술지의 이름은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db=journals)에서 사용하
는 약어로 하고, 국문 학술지의 이름은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http://journals.koreamed.org)에서 사용하는 약어로 표기함을 기준으로 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쓸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초록만 인용했음을 밝혀
야 한다.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
in
press” 또는 “
forthcoming”
이라고 명기한다.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
은 원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
unpublished observation”이라고 명기
하고 저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종설을 제외한 원저의 참고문헌은 개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한다.
1) 학술잡지에 기재된 문헌을 참고했을 때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 권: 시작면-종료면.
-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Seo HK, Ji SH, Jhun HJ. Smoking prevalence and habits of physicians in Korea: a
mail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n 2000. J Korean Acad Fam Med 2007; 28:
599-603.
De Faerranti SD, Loannidis JP, Lau J, Anninger WV, Barza M. Are amoxicillin and
folate

inhibitors

as

effective

as

other

antibiotics

for

acute

sinusitis?

A

meta-analysis. BMJ 1998; 317: 632-7.
- 저자가 7명 이상일 때
Kim MJ, Shin HC, Kim CH, Choi YS, Lee H, Choi AK, et al. The current
educational measurement of family practice residents. J Korean Acad Fam Med
2007; 28: 616-25.
Green BB, Cook AJ, Ralston JD, Fishman PA, Catz SL, Carlson J, et al.
Effectiveness

of

home

blood

pressure

monitoring,

web

communication,

and

pharmacist care on hypertension contro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8;
299: 2857-67.
- 저자가 단체일 때
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Hypertension, insulin, and proinsulin
in participants with impaired glucose tolerance. Hypertension 2002; 40: 679-86.

- 권(volume)에 부록(supplement)이 있는 경우
Geraud G, Spierings EL, Keywood C. Tolerability and safety of frovatriptan with
short- and long-term use for treatment of migraine and in comparison with
sumatriptan. Headache 2002; 42 Suppl 2: S93-9.
- 호(issue)에 부록이 있는 경우
Glauser TA. Integrating clinical trial data into clinical practice. Neurology 2002;
58(12 Suppl 7): S6-12.
- 저자가 미상일 때
21st century heart solution may have a sting in the tail. BMJ 2002; 325: 184.
- 논문 형태를 표시해야 할 경우
Enzensberger W, Fischer PA. Metronome in Parkinson's disease [letter]. Lancet
1996; 347: 1337.
Clement J, De Bock R. Hematological complications of hantavirus nephropathy
(HVN) [abstract]. Kidney Int 1992; 42: 1285.
- 인쇄본으로 출간되기 전에 웹으로 출간된 경우
Yu WM, Hawley TS, Hawley RG, Qu CK. Immortalization of yolk sac-derived
precursor cells. Blood 2002; 100: 3828-31. Epub 2002 Jul 5.
- 인쇄 중인 경우
Leshner AI. Molecular mechanisms of cocaine addiction. N Engl J Med. In press
2008.
2) 단행본을 참고한 경우
저자명. 서명:(부서명). 판차.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p. 시작면-종료면.)
- 개인저자일 때
Ringsven MK, Bond D. Gerontology and leadership skills for nurses. 2nd ed.
Albany (NY): Delmar Publishers; 1996.
- 편저 중의 한 장을 이용할 때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gh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Raven Press; 1995. p. 465-78.
3) 학술대회 회보
저자명. 논문명. 학술대회 회보명(별도의 명칭이 없는 경우 학술대회명); 학회 개최 년월
일; 학회개최지.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

Kimura J, Shibasaki H, editors. Recent advances in clinical neurophysiology.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EMG

and

Clinical

Neurophysiology; 1995 Oct 15-19; Kyoto, Japan. Amsterdam: Elsevier; 1996.
4) 학위논문을 인용할 때
저자명. 학위논문명 [dissertation]. 학위수여 대학이 속한 도시: 학위수여 대학; 연도.
언어.
Song YM.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erum cholesterol level and cancer
mortality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 1997. Korean.
Kaplan SJ. Post-hospital home health care: the elderly's access and utilization
[dissertation]. St. Louis (MO): Washington Univ.; 1995.
5) 신문 기사
저자명.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년월일(; 게재면). 언어.
Jung SY. Bimaneun mansungjilbyeong? Toechi campaign. Hankyoreh. 2002 Feb 27;
Sect. 8. Korean.
혹은
Jung SY. Bimaneun mansungjilbyeong? Toechi campaign [Is obesity chronic
disease? Campaign to combat obesity]. Hankyoreh. 2002 Feb 27; Sect. 8. Korean.
Tchernobyl,

20 ans apres:

le

vrai

impact

en

France.

Le

Monde

(France

Metropolitan). 2006 Apr 25; Sect.1(col. 5). French.
Harris G. FDA orders recall of intravenous pumps. New York Times (Washington
Final). 2005 Jun 22; Sect. A:12 (col. 1).
6) 사전 및 유사 참고문헌
Stedman's medical dictionary. 26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5.
Apraxia; p. 119-20.
7) 전자 매체 자료
- Internet-based Journal Article (e-Journal)
Kaul S, Diamond GA. Good enough: a primer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noninferiority trials. Ann Intern Med [Internet]. 2006; 145: 62-9 [cited 2008 Jan 4].
Available from: http://www.annals.org/cgi/reprint/145/1/62.pdf.
- Internet-based Book (e-Book)
Higgins JP, Green S, editor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Internet]. Version
4.2.6.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2006 [updated 2006 Sep]. Chapter

3, Guide to the contents of a protocol and review; [cited 2006 Nov 17]; p. 37-57.
Available from: http://www.cochrane.org/resources/handbook/handbook.pdf.
- 웹페이지/홈페이지를 참조했을 경우
AMA:

helping

Association;

doctors

help

c1995-2007.

patients
[cited

[Internet].
2008

Feb

Chicago:
22].

American

Medical

Available

from:

http://www.ama-assn.org.
familydoctor.org [Internet]. Leawood (KS):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c2007 [cited 2008 Feb 20]. Available from: http://familydoctor.org.
- 웹페이지 내의 책 혹은 유사한 참고문헌
Fact sheet: AIDS information resources [Internet]. Bethesda (MD):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 2003. May 2 [updated 2007 Feb 20; cited 2007 Mar 26].
Available from: http://www.nlm.nih.gov/pubs/factsheets/aidsinfs.html.
22. 표
표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표의 기본 형식은 학회 홈페이지의 ‘
표 작성 사
례’
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표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각주에 알려야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작성하며, 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렬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
로 ‘
Table’
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
침표를 찍는다.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표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쓰며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며, 표에 내부 가
로줄이나 세로줄을 넣지 않는다. 열의 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열을 표시한
첫 행은 위쪽에 굵은 실선을, 아래쪽에 실선을 그어 구분한다. 열의 제목이 2행 이상이고
이것을 행 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선을 사용한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단 주석에 기재한다. 설명이 필요
한 부분의 우측에 알파벳 소문자(a, b, c)를 위 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당 기
호의 내용을 각단 정렬로 기록한다. 이때 각 주석별로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
한다. P-value의 P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단
위를 표시하는 기호에는 불필요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표 작성 시에는 평균,
표준편차, 대상수 등을 제시하고 표의 주석부분에 적용한 통계기법을 적으며, 비율에 대해
서는 반응 수와 비율을,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상관계수값을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Table을 ‘
Table’
로 표기한다.
23. 그림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각주
에 알려야 한다. 그림과 사진에 대한 설명은 다른 용지에 따로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 설
명문은 단순한 제목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번호는
‘
Figure’
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제목의 배열은 중앙정렬로 한다. 그림 작성
시에는 평균이나 비율을 막대나 꺾은선으로, 표준편차 혹은 표준오차의 크기를 이용하여 표
시하고 P값을 반드시 제시한다. 그림의 주석부분에 적용한 통계검정 방법을 적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Figure을 ‘
Figure’
로 표기한다.
24. 내용의 수정
필요한 경우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25. 게재 결정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수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원고의 게재여부
는 소정의 전문가심사과정을 거친 후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간행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접
수 한다.
26. 임상시험등록 및 데이터 공유 정책
임상시험(Clinical trial)에 해당되는 연구는 국가기관, 세계보건기구 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공인한 임상시험등록 사이트에서 임상시험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clinica
l-trial-registration.html).
가정의학(KJFP)은 임상데이터 공유에 대한 ICMJE의 권고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시 데이터 공유 여부를 언급하는 것을 장려한다.
27. 원저 이외의 원고 작성 시 유의사항
일반적인 원고작성은 원저의 투고규정에 준한다.
1) 종설 및 특별기고
가. 원고의 작성 순서
1) 제목만 있는 표지, 2) 영문요약과 중심단어, 3) 서론, 4) 본론, 5) 결론, 6) 감사의 글
(필요 시), 7) 참고문헌, 8) 표, 9) 그림설명문, 10) 그림의 순서로 각각 면을 바꿔서 작성한
다.
2) 증례보고
가. 원고의 작성 순서
1) 제목만 있는 표지, 2) 영문요약과 중심단어, 3) 서론, 4) 증례, 5) 고찰, 6) 감사의 글
(필요 시), 7) 한글요약과 중심단어, 8) 참고문헌, 9) 표, 10) 그림 설명문, 11) 그림의 순서

로 한다.
나. 증례보고의 요건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것이라야 한다. 흔히 다루고 있
는 질병이나 술기 등은 적절치 않으나 경우에 따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3) 기타(편집장에게 보내는 글, 서신, Brief communication 등)
Brief communication이란 임상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견해 혹은 커다란
진전을 나타내는 짧은 논문으로 원저의 형식을 따르되 원고 길이는 5,000자 이내로 하며,
표나 그림은 모두 포함해 2개를 넘을 수 없다. 이외에도 최근 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과 관련하여 독창적인 비평이나 특정한 학술주제에 대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28. 부칙
본 투고규정은 2015년 6월 5권 2호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