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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지는 대한물리의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논문, 종설 및 임상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Ⅱ. 원고투고자격은 모든 저자가 회비를 납부한 정회

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저자는 투고 시 반드시 저자 점검표를 작성 후 

원고와 함께 투고한다. 

- 실험 연구(Clinical trial / Experimental study) :

CONSORT Compliant

http://www.consort-statement.org/ 

- 관찰 연구(Observational study)

(횡단면조사(Cross-sectional study),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 STROBE Compliant

https://www.strobe-statement.org/

- 종설 연구 및 메타 분석(System Review and Meta- 

Analysis) : PRISMA Compliant

http://www.prisma-statement.org/

- 사례 연구(Clinical Case Report) : CARE Compliant

http://www.care-statement.org/

Ⅳ. 본회에 제출된 원고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

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결과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저자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Ⅴ. 원고의 심사 및 게재

1. 투고된 모든 원고는 3인 이상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게재 일자, 권, 호, 순서, 쪽수, 

출판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위원

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일부 

수정을 저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대한물리의학회지는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간행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호, 증간호, 부록 등

을 추가로 간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된 논문의 교신

저자에게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Ⅵ. 원고의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제출된 모든 원고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다.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3인

(심사위원 2인, 편집위원 1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사(peer review)를 요청하고, 그 결과

에 근거하여 원고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인에

게 보내는 글은 편집인이 심의하여 채택 여 부를 

결정한다. 편집인의 게재, 게재불가, 또는 원고의 

수정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게 통지된다. 최종 수정된 원고가 본 학술

지의 출판양식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면 게재가 

결정되고 발행시기가 예정된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Ⅶ. 제출된 원고형식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투고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

가 원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대한물리의학회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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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 원고는 MS word를 사용하여 선 및 단락간격 1.5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논문의 전체 페

이지 수는 편집용지 기준으로 13장 이내로 한다. 

편집용지 

- 편집용지 종류 : A4

Ⅷ. 내용편집

1. 논문제목(한글 및 영문), 초록, 본문, 참고문헌 순서

로 줄을 바꾸어 작성하고 글꼴은 맑은고딕, 선 및 

단락간격 1.5로 작성한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MS word의 기본값으로 정한다.

2. 논문제목

- 글꼴 및 문단 모양 : 크기(10pt), 글꼴(굵게), 정렬방

식(가운데), 들여쓰기(0)

- 부제를 함께 서술할 경우, 본제의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부제를 기술한다.

- 영문제목의 글자와 문단모양은 한글제목의 표기

와 동일하며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한다. 단, 

부제를 함께 서술할 경우, 본제의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

는 모두 소문자로 표시한다.

3.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

- 저자명과 저자의 소속기관은 논문에 표시하지 않

고 웹 투고 절차에 따라 직접 입력한다.

- 게재 확정이 되면 논문에 저자명과 저자의 소속기

관을 표기하여(양식에 의거) 최종 논문 파일을 마

지막으로 업로드 한다.

- 웹 투고 입력 시 교신저자 여부에 대해 표시한다

(입력란이 별도로 존재함).

4. 초록

- 한글원고와 영문원고 모두 영문 초록을 작성한다.

- 초록은 총 200-25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① 크기(10 pt), 글꼴(맑은고딕), 글꼴(보통), 정렬

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0)

②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네 항목

을 ｢글꼴(굵게)｣으로 표기하고, 각 항목 끝에 

콜론(:)을 표시한 후 내용은 ｢글꼴(보통)｣으로 

기술한다. 

③ 각 항목은 줄을 바꾸어 작성한다(Enter 친 후 

다음 항목을 작성한다).

④ 초록의 단어 수는 문장을 드래그하면 왼쪽 하

단에 단어 수 확인이 가능하다.

- 영문초록에 Key Words는 3개 이상의 단어를 쉼표

(,)로 구분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

기한다. 

① Key Words는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

(양쪽 맞춤), 들여쓰기(0)로 작성한다.

② 예) Key Words: Stroke, Electrical stimulation, 

Motor recovery, Motor function

- 초록과 Key Words는 웹 투고 시에도 입력해야 

하며 영문초록과 영문 Key Words만 입력한다.

5. 본문 

- 본문은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서론(연구의 목적 포함), 연구방법, 결과, 고찰, 결

론의 순서로 배열한다

- 글자모양, 문단모양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

방식(양쪽정렬), 들여쓰기(첫줄 1글자)

- 본문의 단계별 번호는 I., 1., 1), ⑴, ① 순서로 

표기한다. 

① I.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

춤), 들여쓰기(0)

② 1.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

춤), 들여쓰기(0)

③ 이하 번호 : 크기(10pt), 글꼴(보통), 정렬방식

(양쪽 맞춤), 들여쓰기(0)

- 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전달에 혼

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글단어 끝에 원어를 괄호 

속에 묶어 기술하고(단어와 괄호는 띄우지 않음), 

원어는 본문의 첫째 단어에만 사용하고 이후 본문

의 동일한 단어에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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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에서는 성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되 용어

사용은 명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sex라

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인자를 기술할 때 사용하며, 

gender라는 용어는 신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

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sex라는 용

어와 gender라는 용어를 인간 연구대상자에게 혼용

하거나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sex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sex나 gender라는 용어를 선택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즉, 연구의 제외 기준에 따라서 

한쪽 성에서만 치우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저자

는 왜 이러한 제외 기준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였는

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에를 들어 

전립선 암). 또한, 저자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인종이

나 민족성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함을 밝혀야 한다.

- 연구에 사용된 장비의 설명은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측정장비명[영문], 제조회사[영문], 국

가[영문]) 예) BALANCE PAD (BALANCE PAD, 

AIREX, Switzerland)

- 연구방법에서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동의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동물실험은 제외).

-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6. 표와 그림 

- 표는 반드시 ｢표 삽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에서는 괄호 안

에 표기한다. 예) (Table 1), (Fig. 1), (Table 1, 2), 

(Fig. 1, 2), (Table 1)(Fig. 1)

- 국문 논문인 경우에는 국문 다음 표와 그림 내부

의 서식에서는 영문 약어의 사용이 가능하며 단, 

영문이나 약어에 대한 설명을 표 또는 그림 아래 

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 표와 그림의 제목, 약어 그리고 표의 내용은 크기

(10pt), 글꼴(맑은고딕), 끌꼴(보통), 정렬방식(양

쪽 맞춤), 들여쓰기(0), 선 및 단락간격 1.0으로 

한다.

- 표와 그림의 내용이 본문의 기술내용과 중복 나열

되지 않도록 한다.

- 표와 그림에 사용된 약어서술은 표와 그림의 아래

쪽에 나열한다.

- 그림은 그레이(gray) 색을 기준으로 하고, 색도 그림

을 게재할 경우 추가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그림

의 저장형태는 jpg, tiff, gif 등으로 하며 인쇄 시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표와 그림에 대한 간략한 영어 설명을 추가 할 수 

있다.

7.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 필요한 경우 작성.

8. 참고문헌(reference) 

- 참고문헌 제목에는 단계별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다. 참고문헌의 수는 50개 이하로 제한한다. 

- 참고문헌은 영어로만 작성한다.

- 참고문헌 제목은 크기(10pt), 글꼴(맑은고딕), 글

꼴(굵게), 정렬방식(가운데)로 한다.

-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

여야 한다.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순서는 본문의 

논문인용 순으로 나열한다.

- 참고문헌의 내용은 크기(10pt), 글꼴(맑은고딕), 

글꼴(보통), 정렬방식(양쪽 맞춤), 들여쓰기(첫줄 

1글자)으로 작성한다.

- 학술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표기방법에 따

라 표기하고, Index Medicus에 약어명이 없는 경우 

원래 학술지명(full name)을 그대로 기술한다.

- 참고문헌의 논문제목 또는 도서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

기한다.

- 저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저자와 저자 사이를 ,(쉼표)

로 구분하고 3인 이상일 경우 3인의 이름 다음 ,(쉼

표)를 작성한 후 et al.을 작성한다. 

예) Behrman AK, Lawless-Dixon AR, Davis SB, 

et al.



Appendix | 173

-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학술지 논문일 경우 

①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연도;권(호):인용

첫페이지-마지막페이지. 순으로 작성.

예) [1] Behrman AK, Lawless-Dixon AR, Davis SB, 

et al. Locomotor training progression and 

outcomes after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Phys Ther. 2005;85(12):1356-71.

② 학술지 논문 저자의 수가 3명 이하이면 모두 기술

하고, 4명 이상이면 앞에서부터 3명까지 기술

하고 그 후에 ｢et al.｣로 표기한다.

③ 발행연도;권(호):페이지.로 작성하며 세미콜론

과 콜론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페이지의 경우 

중복된 페이지는 작성하지 않는다. 

예) 456-458은 456-8로 작성.

- 참고문헌이 단행본(책)인 경우. 저자명, 도서명 (출

판수 위첨자 사용/초판은 표시하지 않음),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한다.

예) [2] Kitchen S. Electrotherapy: Evidence-based 

practice (11th e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2002.

- 참고문헌이 단행본(책)의 장(chapter)인 경우.

예) [3] Mark S, Williams T. Review of physical 

therapy. In: Johnson HS, Exercise and Physiology: 

Incidence of disease.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96.

- 참고문헌이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위, 

소속, 연도 순으로 작성한다. 학위가 석사일 경우 

Master’s Degree로 박사일 경우 Doctor’s Degree로 

작성한다.

예) [4] Hwang HS. The effects of visual feedback 

training on balance and balance confidence in 

patients with stroke. Doctor’s Degree. Gachon 

University. 2014. 

- 특허: 발명자, 특허명칭. 특허등록(또는 출원) 국

가, 번호, 연도.

예) [5] Lee HS, Park SW, Kim JH : Neck exercise 

device, Korea Patent, KR 10-0002118, 2017.

- 인터넷자료 : 저자, 제목, 서지사항, 자료출처, 자

료검색일. 저자와 서지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생략할 수 있다.

예) [6] Cammeron JK : Tiatanic, 1998. Qvailable 

at http://www.titatnic.com.Accessed January 1, 

2008.

9. 증례 보고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증례 보고는 A4용지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단순한 치료법의 기술에 대한 기록은 증례 보고가 

될 수 없으며, 다음 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이어야 한다.

① 희귀한 질환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질환

② 증상이 기존과 현저히 다른 경우

③ 새로운 평가 또는 치료법을 실시한 경우

④ 국내 최초의 보고

⑤ 그 외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 초록: 증례 보고의 초록은 원저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 본문: 증례 보고의 본문은 원저의 형식을 따라 구성

하되 필요에 따라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0. 종설 논문 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종설 논문은 물리치료 분야의 특정 주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며, 편집위원회의 의뢰 혹은 

위촉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다.

- 초록: 종설 논문의 초록은 소항목은 원저와 같은 

형식으로 하되, 주제에 따라서,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본문: 원저의 형식을 따라 본문을 구성하되 주제에 

따라 항목 배열 순서는 저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

- 투고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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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투고 규정의 심사 시 인용된 문헌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저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Ⅸ. 투고 방법

- 대한물리의학회 사이트 게시판 자료실 ｢대한 물

리의학회 투고안내｣에 따라 논문을 투고한다.

- 주소 : http://www.kspm.or.kr/files/kspdata/20150

312/1426151285_0.pdf

Ⅹ.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고 편집위원회의 허락없이 다

른 곳에 게재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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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1일 제정

2016년 7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물리의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

다)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4조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ㆍ변조ㆍ
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

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 이거나 일

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각

주에 “김OO의 학위논문 축약본 또는 발췌논문”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

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①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

연구 

②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③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④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를 말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편집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

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대한물리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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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6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

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

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

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

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출판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 받

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

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 

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

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

(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8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저자는 국내,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표시)

저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

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

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

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

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

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인간 피험자 연구 윤리)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음의 보호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권장 한다.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

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

하여야 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가 

피험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과 그들의 인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피험자는 연

구 참가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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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

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

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 때에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의뢰를 배제하고 심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

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

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

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

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

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

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

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

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윤리위원회) 

본 학회 소속의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 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검증 결과의 회보 등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전문위원을 포함

하여 총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또는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윤리

위원회 외부 위원은 회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

장이 추가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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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윤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투고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장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절차 및 조치) 

①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연구

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심사

를 아니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의혹처리 절차

제19조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

ㆍ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

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예비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윤리위원회

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

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

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 일이 시효기산일로

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①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

를 제출하게 한다.

②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③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

여 그 결과를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본 조사의 방법) 

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

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 조사는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

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등을 조사한다. 

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

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



186 | J Korean Soc Phys Med  Vol. 14, No. 1

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

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심사위원

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

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

을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제보자와 해당 연

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5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2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

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

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

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

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제2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

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25조 (피조사자에게 통고) 

학회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게 통지한다. 

제26조 (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피조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

정한다. 

제27조(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

기를 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 

심의해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29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

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통고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

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

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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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기 타

제3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

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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