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하장애학회
투고규정
1. 원고종류
본 학회지는 원저(original article), 임상연구(clinical analysis),
증례 보고(case report), 종설(collective or current review),
질의답변 (brief communication or correspondence) 등으로
하며 위에 속하지 않은 기타 원고는 간행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2. 원고의 성격 및 심사

5. 고유명사, 숫자, 측정단위, 기자재, 시약
인명, 지명 그 밖에 고유명사는 그 원자(原字)를 사용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길이, 높이, 질량, 부피 등의 측정
단위는 모두 미터법 단위(미터, 그램, 리터 등)의 십배수로
사용한다. 온도는 ℃ 로, 혈압은 mmHg 을 사용한다. 혈액학적
수치와 임상검사상 의 검사 외에는 통상적인 단위나 국제단위를
사용한다. 기자재나 시약의 경우 상품명(제조사, 도시명, ㈜ 국가)
형식으로 표기한다.

6. 원고의 제출형식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예정인 논문이나 타지에 발표
된 유사한 내용은 게재를 불허하며 윤리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
구 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가이드라인(http://www.kamje.or.kr/publishing_ethics
.html)을 따른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http://www.wma.net/en/20activities/10ethics/10helsinki
/index.html) 모든 실험 대상자로부터 충분한 설명 뒤의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를 얻어야 하며, 공인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IRB 승인 서류 혹은 사전
동의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 학회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표절 검증 절차가 심사 과정에 포함된다.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명시된 연규윤리규정에 따라 심사 및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모든 저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윤리규정 및
논문투고규정을 숙지하고 연구 윤리 문제 발생시 따르는
후속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모든 원고는
본 학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저작권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대한연하장애학회로 귀속되며
논 문의 저자는 원고 게재 신청서 상의 투고규정에 동의한다고
서명하 여야 한다. 저자가 원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연하장애 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언어 및 용어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모든 원고의
초록과 참 고 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논문 작성 시
학술용어는
교육부
발행
과학기술용어집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 최 신판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단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괄호 안에 원어나 한자를 첨부할
수 있다. 약품명은 특정 상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명으로 표기한다.

① 원고의 작성 시 MS Word(.doc)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A4 용지를 사용하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한다.
③ 원고는 사방 2.5cm 의 여백을 두고, 행간은 두 칸(MS word
프로그램의 줄 간격 double space (2.0))으로 하고 원고의
본문 글자 크기는 12 으로 한다.
④

원고는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일련번호와
줄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저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원고의 작성
모든 원고는 표지→ 초록 → 본문 → 참고문헌 → 도표 → 그림/사
진의 순으로 독립되게 구성한다.

1) 표 지
<구 성>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공지사항 등을 표기한다.
<논문제목>
한글 논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제목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제목 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제목은 부제목을 포함하여
한글의 경우 50 자 이내, 영문의 경우 100 자 이내로 한다. 이 때
편집상 필요한 ‘간추린 제목’을 병기하며 이는 간행위원회에서
보완/변경할 수 있다.
<저자>
저자명기는 논문작성의 기여도 순으로 배열하며 대표저자(제 1 저
자)를 처음에 기재하고 이후 각 저자의 소속을 자세히 기재한다.
저 자명 사이는 쉼표로 분리하여 나열하며 영문이름은 full
name 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제 1 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각 저자
이름 뒤에 어깨표시로 하고 표지하단에 어깨표시에 맞춰 각 저자가
소속된 대표적 인 기관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별도로 기록하되 성명, 소속, 주소, 전화, 이메일을
국문과 영문으로 자세하게 표기한다.
<공지사항>
연구비 수혜논문 여부, 연구지원 관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초 록
<형식>
모든 원고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내용>
초록에는 원고의 제목, 저자, 소속을 표시하지 않고 원고의 목적,
연 구대상 및 방법, 결과와 결론의 순서로 구문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원고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증례보고인 경우에는 서론, 증례 및 결론 순으로
한다.
<분량>
원저나 임상연구 논문은 영문 250 단어 이내로 하고 증례보고,
종설 등은 영문 200 단어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심단어>
초록의 끝부분에 5 단어 이내의 중심단어(key word)를 부여한다.
가 능하면 해당 중심 단어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dical
Subject Heading(MeSH)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과 고찰에서 정리
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이때 결과부분에서 언급된
연구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도록 하며 논문에서 얻은 저자의
주장을 포함시킨다.

4) 참고문헌
<원칙>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로 작성된 논문도
영문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한다.
<숫자>
인용되는 참고문헌 수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논문분류

참고문헌수

종설

제한 없음

원저

50 개 이내

증례보고

20 개 이내

임상연구

30 개 이내

질의/답변

5 개 이내

3) 본 문
<구성>

<인용번호>

원저/임상연구의 경우에는 서론 → 연구대상 및 방법 → 결과 → 고
찰 → 결론 등의 순서로, 증례보고 등의 경우에는 서론 → 증례보고
→ 고찰의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에는 어깨번호로 일치시킨다. 이때 괄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의 마지막에 인용번호를 넣는 경우 마침표 앞에 넣는다.

<저자인용>

예) 연하장애는 두경부 종양 수술 후 흔히 발생한다 1.
여러 개의 참고문헌이 인용된 경우는 콤마를 이용한다.

본문 중에 참고문헌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외국인은 성(Surname)
만 기술하고, 한국인은 영문 성을 적는다.
예) Laskin 등
Park 등
①서론
논문의 목적과 연구배경 및 원리를 요약하고 참고문헌도 직접 관련
된 것으로 제한한다. 관련된 주제를 광범위하게 재론하거나
종설처럼 나열하지 않고 발표 할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대상 및 방법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환자, 실험동물 또는
대조군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 방법에 따라
동일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다. 특히 대상질병을
확인한 방법과 관찰자의 주관을 통제한 방법을 설명한다.
통계처리를 포함하여 잘 알려진 방법은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아직 생소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참고문헌과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을 함께 제시한다.
연구방법 중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경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 번호를 원고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결과
관찰 결과를 논리적 순서로 기술하며 본문과 맞추어 표와 그림, 사
진을 사용하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요점과 경과를 기술한다.
④고찰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결과의 적용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
활용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또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고 이 연구 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때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간다.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 가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결론

예) 연하장애는 두경부 종양 수술 후 흔히 발생한다 1,3,4.
연속된 3 개 이상의 참고문헌은 - 로 연결한다.
예) 연하장애는 두경부 종양 수술 후 흔히 발생한다 1-5.
<배 열>
인용 순으로 배열한다.
<저자이름>
외국인의 경우 성을 적은 후 이름은 약자로 표기하며 한국인의
경우 도 영문으로 성을 적은 후 이름은 약자로 표기한다.
예) Nelson RL
Park JU, Lee W
<저자숫자>
저자는 6 명까지만 기록하고 7 명 이상인 경우는 ‘et al.’ 로
표시한다.
<기술형식>
i) 정기 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이름(Index
Medicus 에 등재된 약자). 연도;권:시작쪽-끝 쪽(바뀐 숫자만).
(저자명은 성은 첫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름은 약어로
표시한다)
예) Guyomard V, Fulcher RA, Redmayne O, Metcalf AK,
Potter JF, Myint PK. Effect of dysphasia and dysphagia
on inpatient mortality and hospital length of stay: a
database study. J Am Geriatr Soc. 2009;57:2101-6.
ii)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책이름. 판수.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연도.
예) 1. Babbush CA. Implants. 1st ed. Philadelphia:
W.B.Saunders Co., 2001.
iii)단행본에서 인용하는 경우: 장 저자명. 장 제목. In:
편집저자명,editor. 책이름. 판수.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연도;
시작쪽-끝 쪽
예) 1. Byrne BE, Tibbetts LS. Conscious sedation and
agents for the control of anxiety. In: Ciancio SG, ed.
ADA guide to dental therapeutics. 3rd ed. Chicago: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003:17-53.

5) 도표
<원칙>
원고 1 장에 도표 1 개씩 간결하고 명확하게 영문 문장으로
작성한다.
<번호/제목>
i) 도표 번호와 제목은 도표의 상단에 작성하며 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렬한다. 연 번호는 'Table'이라는 표시 뒤에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ii)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주 석>
어깨표시나 약자로 표기한 부분의 설명은 도표의 좌하단에 기술한
다. 기술방법은 괄호 안에 약어: 설명으로 한다.

6) 그림/사진
<원칙>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원고 1 장에 그림/사진 1 개씩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깨끗
하고 선명한 원본 사진이라야 한다. 파일로 제출 시 해상도가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번호/제목/설명>
i) 일련번호는 ‘Fig’라는 표식 뒤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번호를 사용하며 마침표를 찍는다.
본문에서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인용한 경우는 마침표 다음에 빈 칸
없이 괄호를 이용하여 삽입한다.
예) 정상연하의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Fig. 1.)
ii) 제목 및 설명은 영문으로 하고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예) Fig. 1. Normal physiology of swallowing
iii) 여러 개의 사진을 하나의 Fig 안에 설명할 때는 대문자 A, B
등으로 나누고 그림의 설명은 아래와 같이 한다. 어깨표시나 약어는
Table 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예) Fig. 1. A. Diagram of swallowing. B. Anatomy of
swa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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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 학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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