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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연구 윤리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하고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

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

인 것처럼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중복 게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

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저자는 표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5.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 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Authors should accurately present their research findings and include an objective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ir findings.

• Data and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need to be presented in sufficient detail in the paper, so that other researchers can

replicate the work.

• Raw data should preferably be publicly deposited by the authors before submission of their manuscript. Authors need to at least

have the raw data readily available for presentation to the referees and the editors of the journal, if requested. Authors need to

ensure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so that raw data is retained in full for a reasonable time after publication.

• Simultaneous submission of manuscripts to more than one journal is not tolerated.

• Republishing content that is not novel is not tolerated (for example, an English translation of a paper that is already published in

another language will not be accepted).

• If errors and inaccuracies are found by the authors after publication of their paper, they need to be promptly communicated to

the editors of this journal so that appropriate actions can be taken. Please refer to our policy regarding publication of publishing

addenda and corrections.

• Your manuscript should not contain any information that has already been published. If you include already published figures or

images, please obtain the necessary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publish under the CC-BY license.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Rights and Permissions page.

• Plagiarism, data fabrication and image manipulation are not tolerated.

(2) 연구에서 동물을 사용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동물실험연구는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합당해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된 처치를 원고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Any experimental work must also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on the use of animals for

research. For further guidance authors should refer to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 Manuscripts containing original descriptions of research conducted in experimental animals must contain details of approval by a

properly constituted research ethics committee.



(3)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동의와 IRB 승인서를 받아, 이 내용을 원고에 기술하고, 승인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타당한 이유를 기술한다.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When reporting on research that involves human subjects, human material, human tissues, or human data, authors must declare

that the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following the rule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of 1975 (https://www.wma.net/what-we-

do/medical-ethics/declaration-of-helsinki/), revised in 2013. According to point 23 of this declaration, an approval from an ethics

committee should have been obtained before undertaking the research.

• A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must be obtained from participating patients who can be identified (including by the

patients themselves). 

 

(4) Conflict of Interest 규정 (이해 충돌 규정)

원고의 출판을 위해 투고할 때 저자는 반드시 연구의 편향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해와 관계있는 재

정 지원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등을 포함한다. 재정지원이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후원자들이 식별되어야 한다. 저자는 금전적 가치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연구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이해 관계가 없음을

Conflict of Interest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재정지원의 출처 명시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 James Baker는 제약회사 A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

When articles ar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authors must indicate all sources of funding for the submitted work

along with any potential financial or other interests that may be perceived to bias the research. This includes departmental,

governmental, public interest, or institutional funds. All sponsors must be identified, even if their support is indirect. Authors are

not required to state the monetary value of their financial interests. All sponsors for the research must be identified. Even if there

are none, this should be stated in a separate Conflict of Interest section. This is a mandatory requirement for all articles.

Some of the examples are showed below:

• James Baker has received research grants from Drug Company A.

• All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conflict of interest.

(5) 저자자격기준

저자는 저자자격기준의 항목을 만족해야 하며, 저자자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로 간주하고 사사 부분에 언급해야 한다.

- 연구의 개념 또는 설계,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해서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 원고를 작성하거나 교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

- 모든 저자는 원고의 투고 버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연구의 정확도나 완결성과 관련된 질문들의 응답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논문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

Each author is expected to have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the creation of new software used in the work; and/or writing or substantively revising the manuscript. In

addition, all authors must have approved the submitted version (and any substantially modified version that involves the author’s

contribution to the study); AND agrees to be personally accountable for the author’s own contributions and for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even those in which the author was not personally involved,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resolved, and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Note that acquisition of funding, collection of data, or

general supervision of the research group do not, by themselves, justify authorship.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work but do not

qualify for authorship should be listed in the acknowledgements.

(6) 저자 정보 표시

저자는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밝혀야 하고,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Authors should indicate authors’ position in the article.

- The university member must indicate the university and the position of faculty membere,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should state their school and student status in articles.

- Minors without affiliation must indicate the final affiliation, position and year of enrollment.

부 칙

1. 이 집필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집필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연구에서 젠더 차이에 대한 투고규정 가이드라인

2019. 2. 25 제정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논문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세포주나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연구 결과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임상연구

-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and/or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and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prostate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부 칙

1. 이 집필규정은 2019년2월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집필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