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출판윤리
 윤리규정 및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치위생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에 연구윤

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

드 및 국제표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s://publicationethics.org/

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

editors-and-authors)을 적용한다.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논문처리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의한 flowcharts에 따른다(https://

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

1. 윤리적 고려 및 사전동의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1975년 헬싱키 선언의 윤리 기준에 부

합해야 하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IRB 승인을 받은 피험자의 동의서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를 원고에 명시하며, 심의기관의 이름은 기술

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 또는 논문심사자는 IRB 승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피험자의 성명, 머리글자, 신원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일부 신원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

다.

3) 동물실험 연구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여부를 논문에 명시할 

것을 권장하며,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이해 관계
 교신 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논문제출시 밝혀야 하며,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의 예

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양

식은 ICMJE가 제시한 이해관계선언서 양식(Uniform Disclosure Form)을 

따른다(https://www.icmje.org/coi_disclosure.pdf). 

3. 독창성 및 표절/이중투고 및 게재
1) 제출된 모든 원고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 및 과거 본 학술지에 게재되

었던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2) 한국치위생학회지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고의 중복

게재 여부를 심의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본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승인없이 타 학술지에 임의로 게재할 수 없

다.

4. 저자권
1) 저자로 포함되는 모든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저자는 연구

에 충분히 참여하고 논문내용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의 자격은 (1) 연구의 개념과 연구설계 및 자료의 수집 및 해석에 기

여, (2) 논문초고 작성 및 비판적으로 수정하는데 기여, (3) 최종게재 

승인원고 발행, (4) 논문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연구결과

물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 및 저자 간의 의견교환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2) 주저자(책임저자)는 제1저자가 책임저자를 겸할 수 있으며 연구진행

에 명백한 기여도가 인정될 때 공동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3) 한국치위생학회지에서는 논문당 한명의 교신저자가 편집위원회와 교

신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시 모든 저자는 ORCID를 제출하며 해당 ID는 https://

orcid.org/에서 만들 수 있다.

5. 저작권 양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모든 원고의 저작권

은 한국치위생학회지로 양도되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CC BY-NC 4.0)를 따른다. 저작권 이양서에 모든 저

자들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기본사항
 한국치위생학회지는 한국치위생학회의 공식 간행물로 여기에

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Th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s://www.

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에서 의학학술지 원고 작성으로 

권장하는 ‘생의학학술지 추고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자격
    한국치위생학회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제1저

자 또는 교신저자는 반드시 회원이어야 한다. 단, 한국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고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치위생학,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보건과 

관련이 있는 원저, 임상 또는 증례보고, 종설, 학회소식 및 각종 책 소개 등으

로 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3. 원고제출 및 점검
1) 원고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

jksdh.or.kr:8080/admin/login_new.php)을 이용하여 교신저자가 

투고하여야 한다.교신저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있는 저자점검표, 저작권 이양동의서,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석,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학위논문의 제

1저자는 학위수여자이어야 한다.

한국치위생학회지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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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치위생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유사도 검사(https://

app.ithenticate.com/en_us/login)를 실시하여 기존 출판된 문헌

들과의 중복성을 점검한다(https://www.crossref.org/services/

similarity-check/).

4. 논문심사(Peer Review Process)
1) 투고된 원고는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게재여부를 판단한 후, 교신

저자에게 통지하면서 수정, 보완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수정 원고는 1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최종 

수정된 원고가 학술지의 출판양식과 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편집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논문구성의 일관성을 위하여 심사가 최종 종

료된 원고에 대해,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

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지 않은 논문일 경우라도 최종 판

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5. 학술지발간 및 원고마감
 투고원고는 연중 항시 접수하며, 연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게재결정마감은 각 호 발행 30

일전을 원칙으로 하나, 학회지 편집 사정에 의해 차기 호 이후로 게재가 연기

될 수 있다.

6. 게재료
1) 투고규정준수가 확인되어 본 심사에 회부하기로 확정되면 편집위원

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게재 및 사진 분해 등에 필요한 실비는 교신저자에게 청구하며, 기본 

10쪽까지는 250,000원으로 하고, 초과면당 50,000원으로 한다. 별

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권당 3,000원의 실비로 제공한다.

7. 젠더혁신정책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는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하여야 하고,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

함하여 연구 진행 및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임상연구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

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

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작성 세부사항

1. 원고작성 및 편집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논문 투고양식에 맞게 한글과 MS 워드로 

작성하여 A4용지에 1단으로 편집한다. 서체는 신명조체로 하며 글자

크기는 10 point로 하고, 줄 간격 200%로 하되, 이탤릭체를 제외한 

글자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양은 원저의 경우에는 13쪽, 증례보고 등 기타원고는 7쪽 전

후로 하며,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표기한다.

3) 원고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겉표지와 본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

출한다. 본문의 배열은 논문제목, 영문초록, 색인, 서론, 연구방법, 연

구결과, 총괄 및 고안, 결론, 참고문헌의 순으로 세분하고, 저자 및 소

속을 표기하지 않는다. 원저 이외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하며 특

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논문의 번호표기방식은 다음의 예를 준수한다.

Ex)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임상실험 연구대상

(1) 초등학생

2. 약어 및 용어
1) 제목이나 소제목에는 약어사용을 금한다. 다만, 약어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 제목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독자에게 약어가 친숙한 경우에

는 사용할 수 있다. 약어 사용은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괄호 속에 

약어를 기입하고 그 이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 사용은 표준 약

어만을 사용하며, 가급적 사용을 삼가한다.

2)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

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명을 괄호 안에 기록한다.

3) 인명, 지명, 국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온도는 섭씨(°C)를 사용한다.

5)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를 토대로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mmHg, °C와 % 이외에는 띄어 쓴다.

6) 괄호( ) 사용 시 영문이나 숫자 다음에는 띄어 쓰고, 한글이 올 때는 붙

여 쓴다.

7) 의학용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영-한, 한-영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https://www.kmle.co.kr). 

3. 원저
1) 겉표지
·  겉표지에는 (1) 논문 제목, (2) 상부표제(running title), (3) 저자 이름, 

직위 및 기관(소속기관 및 주소), ORCID, (4) 교신저자의 이름 및 주

소, ORCID,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5) 연구비 지원 출처, 

이해관계, 저자기여항목 등을 포함한 공시사항 등을 기재한다. 

·  국문 논문 제목은 15단어 이내로 표기하고, 상부표제(Running title)

는 한글은 25단어, 영어는 40단어 이내로 한다.

2) 초록 및 색인
·  원고의 전체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내용을 200단어 이내

로 간결하게 Objectives-Methods-Results-Conclusions 순으로 줄

을 바꾸지 않고 연결하여 작성한다.

·  색인어(Key Words)는 6개 이내로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매우 구체

적인 키워드를 선택하고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주제명 표목(MeSH) 

키워드(https://www.nlm.nih.gov/mesh/mesh home.html)를 사용

한다.

· 색인어(Key Words) 작성시, 국문 색인은 영문 Key Words와 순서를 

일치시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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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  서론에는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본 연

구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논문의 수는 반드시 필요한 

논문만으로 최소화한다.

·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및 표본의 크기 산출 근거, 윤리적 고려사항,연

구 도구, 데이터 수집절차,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윤리적 고려사항 

부분에서 연구 계획서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No. ##-##-###)

에서 IRB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IRB에서 피험자 사전 동의를 

승인(또는 면제)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연구결과는 필수적이고 명확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간결하게 설명하

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도해, 사진 등을 삽입할 수 있다. 

·  총괄 및 고안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되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의 적용 및 이를 통한 치위생 실무와 지식 

발전에의 기여,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해 기술한다. 

·  결론에는 연구목적, 대상, 재료, 방법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연

구목적과 관련하여 최종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권장내용을 기술

한다.

·  이해관계는 저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의 

재정적, 개인적 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한다. 

·  Acknowledgements는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

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시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

을 넣을 수 있다.

· 본문에서 영문 작성 시 표기는 제목의 소문자/대문자 표기를 따라야 

한다. 

4) 표/그림/사진
·  표/그림의 제목과 내용은 모두 영어로 작성하고, 5개 이내를 원칙으

로 한다. 

·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양쪽정렬,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가운데 

정렬하여 위치시키고, 첫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 Table 1.’ ‘Fig. 1’과 

같이 표시한다. 

·  본문에서 인용 시에는 꺽은 괄호에 넣어서 기록한다.  

Ex) <Table 1>에 의하면---, <Fig. 5>에서와 같이

·  표는 가로 및 세로선을 생략하고, 표 안의 숫자는 가운데정렬, 그 이외

에는 좌측정렬을 원칙으로 하여 기록한다. 

·  p 값은 이탤릭체 소문자로 표기하며 실제 p값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p값이 0.000 또는 1.000인 경우에는 각각 p<0.001 및 

p>0.999로 제시한다. 소수점을 기재하는 경우, p값과  검정통계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수점 2자리까지, 백분

율은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한다. 

Ex) p=0.001, 3.32±0.75, 47.6%

·  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로 나타내며, 윗첨자로 기록한다. 표에 

사용된 비표준약어는 모두 표 하단의 주기사항에서 설명한다. 주기 

사항은 특수문자( *, **, ***, †, ‡, ¶)로 구분한다.

·  이미지 파일은 JPG, JPGE 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컬러사진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  이미 출판된 그림이나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림 및 사진 밑에 표기하여야 한다. 

· 표 제목 작성시 표에 사용된 약어는 풀네임으로 기재하거나 footnote

에 약어 풀이를 기재해야만 한다.

· 범위 기호 작성시 물결표 표기를 지양한다.

5) 본문 내 참고문헌 인용 표기
·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표기는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Kim과 Lee” 

와 같이 모두 명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만을 표시하고 나머

지는 “Kim 등”으로 표시한다.

·  인용문헌은 저자의 성 뒤에 아라비아 숫자를 대괄호 [  ]로 표시하며, 

인용문헌이 연속된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문헌번호와 마지막 문

헌번호를 “-”로 연결한다. Ex) [1], [2,3], [4-6],[7-9,12,13] 

·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하고 약어로 표기한다. 약어는 Cumulated 

Index Medicus (MEDLINE)의 예를 따르고, 인용이 드믄 희귀한 잡

지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이름을 적는다.

·  원저의 경우 참고문헌의 수는 3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편집위

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참고문헌에 대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서지사항 마지막 부분에 기재한

다.

(1) 학술지 출판논문

· 저자. 논문제목. 저널명 수록연도;권:시작페이지-끝페이지. DOI 

· 저자가 6명 이하인 경우

Ex) Lee EY, Kang MK. Efficacy of self-applied plaque disclosing 

solution in oral care.  J Korean Soc Dent Hyg 2018;18(5):853-

62.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73  

· 저자가 7명 이상인 경우

Ex) Im AJ, Kim  SE, Kim HJ, Park DH, Park MY, Park SY,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Korean research trends in dental fear 

between 2007-2017. J Korean Soc Dent Hyg 2018;18(5):607-

20. https://doi.org/10.13065/jksdh.20180052 

(2) 단행본

·  저자. 서명:부제. 판차. 출판도시: 출판사명; 출판연도: 시작페이지-끝

페이지.

Ex) Geurink KV. Community oral health practice. 2nd ed. 

Philadelphia: Elsevier; 2002: 899-902.

(3) 단행본에서 단원(chapter)

·  해당 단원 저자명. 해당 단원 제목. In: 책제목. 판차. 저자 나열: 출판

도시; 출판사명. 출판연도: 시작페이지-끝페이지.

Ex) Blitt C. Monitoring the anesthseized patient. In: Clinical 

Anesthesia. 3rd ed. Edited by Barash PG, Cullen BF, Stoelting 

RK: Philadelphia: Lippincott- Raven Publishers; 1997: 5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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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된 책

·  번역한 문서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자료(Original 

document)만을 인용할 수 있다.

·  원저자. 번역서명. 판차사항. 역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Ex) Stuart 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9th 

ed. Kim SS, Kim KH, Ko SH, translator. Philadelphia, PA: 

Mosby; 2008: 56.

(5) 이차자료

·  본문에서는 원저자와 인용저자를 함께 기록하고, 참고문헌에는 인용

저자를 기록한다.

Ex) Gordis E. Relapse and craving: A commentary. Alcohol Alert 

1989;6:3. Cited by Mason BJ, Kocsis JH, Ritvo EC, Cutler RB. 

A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desipramine for 

primary alcohol dependence strati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jor depression. JAMA 1996;275:761-7.

(6) 전자문서

· 사이트. 검색순서별 소제목 [Internet]. 학회지명 또는 출판사명[검색 날

짜]. Available from: 최종검색주소.

Ex)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tatistics Korea; 

2011[cited 2012 Jan 16].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

korea/kor_ nw/ 3/index.board?bmode=read&aSeq=252533.

(7) 연구보고서

·  저자명. 보고서 제목. 발행지역: 발행기관(대학); 발행연도: 인용한 시

작페이지-끝페이지.

Ex)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Jang JH.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Daejeon: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2: 25-40.

(8) 학위논문

·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문헌

의 10%를 넘지 않는다.

·  저자명. 학위논문명[박사학위명 또는 석사학위명]. 학위수여 대학 도

시명: 학위수여대학명, 수록연도.

Ex) 박사논문

Kim JS. Genetic polymorphism of tobacco-associated 

xenobiotic-metabolising enzymes in periodontal tissues of 

Korean[Doctoral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0.

Ex) 석사논문

Cho HK. A surve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n 

copyright and copyright education[Master’s thesis]. Changwon:  

Kyungnam University, 2011.

(9) 출판 중인 문헌

·  저자명, 논문제목. 저널명 수록연도[In press].

Ex) Lesher AI. Molecular mechanisms of cocaine addiction. N 

Engl J Med 1996[In press].

4. 원저 이외의 원고
·  원고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원저의 투고규정에 준한다.

1) 증례보고
·  증례보고는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병이나 술식은 적절치 않

으며, 경우에 따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목만 있는 (1) 표지, (2) 영문초록과 색인, (3) 서론, (4) 증례, (5) 총괄 

및 고안, (6) 감사의 글(필요시), (7) 참고문헌, (8) 표, 그림(원저와 동일)

2) 종설 및 특별기고
·  종설의 구성은 (1) 표지, (2) 영문초록 및 색인, (3) 서론, (4) 본론, (5) 

결론, (6) 감사의 글(필요시), (7) 참고문헌(참고문헌 수 제한 없음), (8) 

표와 그림(6개 미만, 원저와 동일)과 같은 절차로 원고를 작성한다.

5.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2권 6호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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