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사회지 투고 및 집필규정

제정 2015. 10. 30.

개정 2017. 09. 04.

개정 2020. 08. 19.

제1조(목적) 병원약사회지는 병원약사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병원약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시기적절한 의미 있는 내용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자격) 투고원고의 저자(다수인 경우 1명 이상)는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이어  

야 한다. 단, 본회 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제3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병원약사회에 속하며, 게재된 자료 및 데이터

는 한국병원약사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논문저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저작권 

동의서(Letter of Consent on Copyright and Publication Ethics)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

제4조(논문의 종류 및 체제) 병원약사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09.04)

① 원보(Original Articles) : 독창적인 연구에 의해 새로운 지견을 얻은 논문으로 한다.

논문의 길이에는 제한이 없고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감사의 말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의 순서로 기재한다. (개정 17.09.04)

② 사례보고(Case Reports) : 드문 질환이나 새로운 약물치료에 대한 특정 환자의 사례

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론, 증례, 고찰, 결론, 감사의 말씀(필요한 경우), 참고문헌의 

순서로 기재한다. (개정 17.09.04)

③ 종설(Review Articles) : 특정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

는 것으로, 서술식 기술을 이용한 고찰과 객관적, 분석적 방법을 이용한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을 모두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7.09.04, 20.08.19)

④ (삭제 17.09.04)

⑤ (삭제 17.09.04)

⑥ (삭제 17.09.04)

제4조의1(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연구 및 출판윤리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조속히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논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생명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 또는 심의를 면제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을 논

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연구 및 출판윤리 세부규정은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https://publicationethics.org/reso

urces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을 따른다. (개정 20.08.19)

제5조(논문의 원고 투고) ⓛ 투고논문의 내용은 국내외의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되어 있

거나 투고되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설 17.09.04)

② 모든 원고의 접수는 병원약사회지 논문 접수 및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 www.jkshp.or.kr

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후의 모든 심사와 편집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된다. 논문투고 및 심

사요령과 이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 하에서 논문투고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만이 할 수 있다. (신설 

17.09.04, 20.08.19)

③ 온라인 투고 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

고한다. (신설 20.08.19)

재5조의1(저자 체크리스트) 논문저자는 투고 시 원고 접수 및 투고 및 집필규정에 맞게 작

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저자 체크리스트를 거쳐야 한다.

제6조(원고 작성요령) 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용어와 순서로 작성한다.

① 용어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 작성시 학술

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② 표지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교신저자를 순서대로 국문으로 작성한다. 이어서 제목, 저자

명, 소속기관 및 주소, 교신저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계정을 영문으로 작성

한다. 주소작성 시 우리나라의 영문 국가명은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한다.

1. 제목(Title)

1) 논문내용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한다. “…에 관한 연

구” 등의 표현은 되도록 생략한다.

2) 방사선원소 표지화합물 이외에는 분자식이나 약자를 제목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 학명을 쓸 경우, 명명자의 이름은 생략한다.

3) 영문 제목의 각 단어는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접속사, 관사는 소문

자로 표기한다. 예) Drug Use Evaluation of Ertapenem

2. 저자명(Author)

1)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저자들의 소속 및 주소가 서로 다를 때는 저자명         

및 주소 우측 상단에 영문 소문자「a」, 「b」, 「c」 … 등을 붙여 구분한다.

2) 저자명을 영문으로 표시할 때는 성명 각 음절의 첫자만 대문자로 표시한다.

저자명 뒤엔 “ , ”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앞에는 “and"를 넣는다.

단, 저자가 2명일 때는 사이에 “and”만 넣는다.



3. 소속 및 주소(Address)

1) 소속 기관의 명칭과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2)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들의 소속 및 주소가 서로 다르면 저자명에 맞추어 소속 

및 주소 우측 상단에 영문 소문자「a」, 「b」, 「c」… 등의 표시에 맞추어 저자

에 따른 다른 소속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 당시의 소속 및 현주소가 

다른 경우, 연구 당시의 소속 및 주소를 표시한 다음 한 칸 내려서 현주소를 표시

한다.

4.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별도로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하며, 전화번호 기재 시에는 전화번호

는 국가 및 지역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③ 초록(Abstract)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종합한 요점을 300 단어 이내에 영문으로 작성하고, 네 문단으

로 구분하여 기술하되 각 문단의 제목은 예와 같이 한다. 예)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 단 증례와 고찰논문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하단에 

연구의 내용상 중요한 중심단어(Keywords)를 3에서 5개까지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

이 모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초록은 제목 다음에 첨부한다. 예)[Key

words] Drug, ADR(Adverse Drug Reaction), Terminology

④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련된 기본 업적을 쓰되 방대한 종설형은 피한다. 서론이라는 

표제는 붙이지 않는다.

⑤ 조사방법 또는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은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기준이 명기되어야 하며, 결과의 통계

적 검정방법도 표기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추시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

며, 이미 발표된 방법은 원래 논문의 출처를 밝힌다. 단, 증례의 경우는 ‘조사방법 또

는 연구방법’ 대신 ‘증례’라는 표제를 사용하며, 해당 증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⑥ 결과

연구목적에 합당한 결과만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표나 그림(사진)에 표기된 내용이 

본문에 중복 서술되지 않도록 하며 중요한 경향과 요점을 기술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는 같은 결과를 그림 및 표 양쪽에 표시하지 않는다. 단, 증례의 경우는 ‘결과’

항목을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고찰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한

다.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한다. 결

과에서 기재된 내용을 중복하지 않으며 본 연구와 무관한 교과서 식 사실들을 나열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와 합쳐도 무방하다.

⑧ 결론

결과와 고찰로부터 유도되고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한눈에 

결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결론은 고찰의 뒷부분에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⑨ 감사의 말씀

필요시에만 작성하며 결론 뒤에 3줄 정도의 여백을 두고 [감사의 말씀]이라 쓰고 연

속하여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⑩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영문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번역(translation)이 불가한 경우는 로마자 표

음표기(transliteration)로 기재한다. 본문 중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문

자의 마지막 부분에 위첨자로 기재하고 반괄호를 친다. 쉼표나 마침표가 있을 경우에

는 쉼표나 마침표의 뒤에 위첨자로 기재한다. 동시에 여러 문헌을 참고한 경우는 1),

2) 혹은 1)-2)와 같이 표기한다. 같은 문헌을 2회 이상 인용할 때는 최초의 번호를 사

용한다. 저자가 3인 이하 일때는 저자를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일 경우 3인의 저자

명을 기재한 후 et al. 또는 등으로 표기한다.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문

서의 제목, 인터넷사이트 URL주소, 검색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08.19)

기술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1.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출판년도; 권수(호): 첫페이지-끝페이지 

1) Mannino R, Zuelzer W, McDaniel C et al. Advance directives and

resuscitation issues in the care of patients in orthopaedic surgery. J Bone

Joint Surg Am. 2008;90(9):2037-42.

2) Kocher MS, Kim YJ, Millis MB. Hip arthroscop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Pediatr Orthop. 2005;25(5):680-6.

2.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논문

Kaul S, Diamond GA. Good enough; a primer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noninferiority trials. Ann Intern Med [Internet]. 2006[cited 2007 Jan 4];145:62-9.

Available from: http:// www.annals.org/cgi/reprint/145/1/62/pdf

3. 단행본

서적 저자명. 서적명. 판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출판년도: 인용 첫페이지-끝페이지

Townsend CM, Beauchamp RD, Evers BM, Mattox K.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17th ed. Philadelphia: Saunders; 2004:114-8.

4. 단행본내의 한 장(chapter)

Chapter 저자명. chapter 제목. In: 서적저자명. 서적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출판년

도: 인용 첫페이지-끝페이지

Ann KW, Edith AN. Thrombosis. In: Mary AK, Lloyd YY, Brian KA et al.

Applied therapeutics. 9th ed. Applied therapeutics. New York: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8:151-33

5. 웹사이트(website 상의 정보)



Hooper JF. Psychiatry &the Law: Forensic Psychiatric Resource

Page[Internet].Tuscaloosa(AL): University of Alabama,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Neurology; 1999 Jan 1 [updated 2006 Jul 8; cited 2007 Feb23]. Available

from: http;//bama.ua.edu/~ihooper/

6.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것은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의 Citing Medicine

(Patrias, K.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Internet]. 2nd ed. Wendling, DL, technical editor. Bethesda (MD):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S); 2007 [updated 2009 March 5]. Available from: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에 따른다.

⑪ Table, Figure

1. 본문에 Table, Figure 설명을 삽입하는 경우 각각 (Table 번호), (Fig. 번호)의 형태  

로 마침표 안쪽에 표기한다. 예) ~이었다(Table 1). ~결과를 보였다(Fig. 1).

2. Table은 맨 뒤에 첨부하고 두 줄을 그은 가로선 상단에 “Table 1, 2, 3”과 같이 일

련번호를 붙이고, 제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 안에는 가로줄은 한 줄로 하고, 세

로줄은 표기하지 않는다. 약자를 사용할때는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며, 기호는 위첨

자로 *, †, ‡, §, ∥, ¶, ** 순서로 사용한다. 또한 흑백으로 인쇄되므로 그림 표시

에 주의한다.

3. Figure는  맨 뒤에 첨부하고 Figure 하부에 Fig. 1, 2, 3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목은 하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 폭(7.5cm)으로 축소 

인쇄되므로 글자, 숫자 및 기호의 크기는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흑

백으로 인쇄되므로 그림 표시에 주의한다.

4. Figure는 사진인 경우 300만 화소 이상, 2 Mbyte 크기 이하의 그림파일(ppt.,

jpg, gif, tif)을 사용한다. 파일명은 Figure 번호를 따른다. 그림(line drawing)은    

원본이어야 하며, 타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 저자의 동의를 얻

도록 한다.

5. Table 및 figure 제목은 절과 구의 형태로 기술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시작한다.

Table 내에서도 각 항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6. 동일 번호에서 여러 장의 사진 또는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A,

B, C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 1A --, Fig. 1B --

⑫ 기타 주의사항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1. (삭제)

2.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나, 고유명사, 지명, 인명, 약품명, 단위 등은 영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영문약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처음 사용할 때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자를 기

입하고 그 이후에 이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SI) 단위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cm, kg, ml, mmHg, sec. 등

5. 숫자와 단위 사이는 띄어서 기재한다. 예) 52 mg/ml, 48 kg 등 

6. 장비, 시약 및 약품은 괄호 안에 제조회사, 도시 및 국적을 명기한다.

7. 원고는 워드프로세스(한글 또는 MS워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폰트 활자, 2열 

간격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17.09.04)

제7조(논문 원고의 채택)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의 채택여부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1. 원고대로 채택함.

2. 지적사항을 수정받아 채택함.

3.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투고하면 재심사함.

4. 게재불가

② 편집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원고 또는 일부 수정을 요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서 투고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환한다.

③ 편집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동의하에 논문의 세부 체  

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교정) ① 저자는 논문의 교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원고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면 안 된다. 부득이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  

여야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이에 의해 생기는 경비증가는 투

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저자의 교정이 지정된 기일에서 늦어지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교정만으로 인쇄에 들어가거나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교정을 거친 후 게재된다.

제8조의1(재투고) 심사에 의하여 수정하도록 반환된 원고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후에는 새로운 원고로 간주하여 다시 심사한다.

제8조의2(게재료, 원고료 및 인쇄비) 모든 논문은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지 않으며, 편집

위원회에서 의뢰한 원고의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저자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인쇄비는 

받지 않으나, 저자가 추가 인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정오정정) ① 논문내용에 관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저자는 회  

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정오표는 다음호에 실려 정정된다.



부  칙 (2015. 10.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9. 0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