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원고 편집(Manuscript Editing)

정희경 (인포루미)

학습 목표 : 원고 편집 실무 지침서를 작성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
하고 개별 학술지의 지침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원고 편
집 능력을 향상시킨다.
구체 목표
1) 담당한 학술지의 편집 원칙을 이해하고, 원고 편집 실무 지침서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제 원고 편집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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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술지 원고 편집 업무는 논문의 구성 요소별로 상세한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관성 있는 학술지 편집을 위해서는 학
술지별로 편집 원칙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원고 편집 실무 지침서
가 필요하다. 원고 편집 실무 지침서는 투고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상세
하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권한다. 학술지별로 각 항목에 따라 해당 편집
원칙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작성하도록 한다.

원고 편집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1. 논문 표제지
- 한글 표기
1) 논문제목
제목에 사용하지 않는 문구
부제목의 표기 원칙
2) 저자명, 소속기관명
저자 간 구분 기호 및 위치
소속기관별 구분 번호(기호) 사용 원칙
소속기관명 통일 원칙
- 영어 표기
1) 논문제목
대소문자 표기 원칙
2) 저자명, 소속기관명
저자명, 학위명 표기 원칙
저자 간 구분 기호 및 위치
마지막 저자 앞에 and 사용 여부
책임저자 표시 여부
소속기관별 번호(기호)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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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에 도시, 국가 표시 여부
기관명과 기관명 구분 표시(, ; 등)
- 교신저자 연락처
1) 표기 언어
2)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표기 원칙

2. 초록, 중심단어
- 문헌 유형별 초록 형식
1) Original article
Structured abstract의 항목명
항목별 줄바꾸기
2) Review, Case report
Unstructured abstract
3) 초록 길이 제한
- 중심단어
1) MeSH 사용 여부
2) 한글 중심단어 사용 여부
3) 대소문자 표기 원칙, 글자체
4) 중심단어 간 구분 기호
5) 배열 순서
6) 개수

3. 본문
- 구성
1) 문헌 유형별 본문 항목 순서
2) 항목별 제목의 표기 원칙, 번호 사용 원칙
문단의 시작
3) 본문 내 참고문헌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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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 글자체
연속 번호의 처리
저자명을 인용할 경우의 표기 원칙 (2인 이하인 경우, et al.의 표기법 등 )
4) 본문 내 표와 그림의 표기
표기법
여러 개를 함께 인용할 경우의 원칙
5) 용어
약어 사용 원칙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세균명, 유전자명 등의 원칙
6) 단위 사용
SI 사용
시간 단위 (약어 사용 원칙)
범위 (-, ~)
통계 관련 (p, t, chi-square, OR, CI 등의 사용 원칙)
7) 띄어쓰기
공통 원칙
단위별 띄어쓰기
산술기호별 띄어쓰기

4. 참고문헌
- 문헌 유형별 참고문헌의 개수
- 참고문헌 번호 표기
- 인용 문헌별 참고문헌 표기
1) Journal article (supplement 및 abstract 인용 원칙, in press 논문 인용
원칙)
2) Book / Book chapter
3) Conference proceeding
4) Dissertation
5) Interne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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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문헌

- 저자명 표기
1) 저자의 수
2) 단체 저자 표기 원칙
- 중복 페이지 표기법

5. 표
- 제목
1) 사용 언어
2) 제목의 정렬 위치
3) 대소문자 표기 원칙
4) 구두점

- 항목
1) 대소문자 표기 원칙

- 내용
1) 대소문자 표기 원칙
2) 데이터 정렬 기준

- 설명
1) 기술 순서 (약어, 기호)
2) 기호 사용 원칙
기호의 순서
기호 간 구분 기호
3) 약어 설명
대소문자 표기 원칙
약어 간 구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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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 그림
1) 그림 내의 기호 사용
2) 대소문자 표기 원칙

- 설명
1) 그림 제목의 표기
2) 설명의 표기
3) 약어의 표기
4) 염색법, 배율 등의 표기

7. 주요 용어 및 약어 정리

8. 자주 인용되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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