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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Element of Style and Format in a 
Journal  

제 4 장 /학술지 스타일 및 형식의 각 요소

학술지 편집의 핸드북인 Scientific Style and Format: The CSE Manual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 (7th ed.) 제 27 장에 보면 학술지의 

스타일과 형식의 각 요소를 잘 기술하였다.1 이러한 스타일과 형식이 학술지 

편집의 줄기가 되는 것이므로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및 

국제학술지에서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을 중점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위 교

과서에 있는 내용 중 현재 쓰지 않아 빠진 CODEN 등도 있고 또한 새로 들

어와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를 위하여 

학술지 각 부분에 반드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는 크게 앞부분, 기사(article), 뒷부분으로 나눈다. 앞부분은 표지, 

판권란, 목차, 광고 등과 같이 논문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내용이고 기사는 개

개 논문이나 기사가 실리는 부분이다. 뒷부분은 논문이 실리고 난 뒤에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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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저자점검표, 색인 기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싣는다. 

학술지에서 앞부분은 front cover, verso page (책 표지 뒷면으로 책표지 

넘기면 왼쪽에 보이는 페이지) 또는 recto page (오른쪽 페이지), 편집위원, 발

행기관의 임원이 나온다. 이 중에서 verso page (왼쪽에 광고가 있으면 오른

쪽인 recto page), 편집위원, 발행기관의 임원이 나오는 부분을 합쳐서 판권란

(masthead)이라고 한다. 책등(book spine)은 우리가 책꽂이에 학술지 꽂으

면 보이는 부분이다. 목차 및 광고까지가 앞부분이다. 기사 부분은 각 논문

이 실린다. 뒷부분은 투고규정, 저자점검표, 저작권이양동의서, 이해관계 공개, 

색인, 학술지 뒷장 등이다. 

각 부분의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학술지마다 학술지 자체(in-

house) 스타일로 다양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여기에 기술한 것은 최소한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학 학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임상에 

대한 내용이 해당 안 되는 과학 학술지는 그런 부분을 생략하여도 좋다. 

1. 앞부분 

1) 표지 Front cover

pISSN 

eISSN

Official title

Design 

Homepage UR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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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2) 판권란 Masthead

pISSN

eISSN

Journal title

Aims and scope

Official title

Official abbreviated title by ISO/PubMed

Year of launching of journal

Frequency

Circulation number of journal print copies

Availability of the full text in the web

Indexed/Covered/Cited by

Any fund supports

Subscription information

Copyright statement

Creative Commons License statement

Publisher 

Printing company

 C 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FAX, email, URL 

address of homepage

Permanence of paper/Acid fre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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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itorial board: Editor, Associate editor(s), Statistical editor, 

Editorial board members, Manuscript editor

Board members of the society

3) 책등 Book spine 

Journal title

Year

Month

Volume

Issue

Page

Publisher

4) 목차 Table of content

pISSN

eISSN

Journal title

 S ubheading for publication type: Editorial, Opinion, Review, 

Original article, Brief note, Case report, Teaching material/

CME, Book review, Letter to editor, Errata/Revision/Retraction,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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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Paper title

Copyright statement

2. 기사 Article 부분

1) 제목 부분 Title page

Bibliographic infomation

DOI

Title/Authors/Affiliation

Abstract/Keywords

Date of received and accepted

Corresponding author’s address

Copyright statement

pISSN, eISSN

Other notes: present address, presentation place and date

2) 본문 Main tex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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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Discussion

Tables

Figures

3) 기사뒷부분 Article back matters

Notes

Conflict of interest

Acknowledgments

References

Appendixes

Additional materials such as raw data, audiovideo materials etc.

3. 뒷부분

1) 투고규정 Information for authors

 I 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Registration to the clinical study registration site

Conflict-of-interes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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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Peer review process

NLM’s Citing Medicine for reference citation

Citation, acknowledgement, table, figure & reference are in English

Keywords according to MeSH

Manuscript management system

SI unit

2) 기타 뒷부분

Author check list 

 A uthor’s agreement of originality and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Back cover

이런 각 요소는 간단히, 빠지지 않게 기술하면 충분하다. 여러 사정으로 기

술할 수 없는 항목은 그대로 두나, 가능하다면 모든 항목을 채우는 것이 필

요하다.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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