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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진단검사의학온라인)은 대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 대한진단혈액학회, 대한진단면역학회
및 대한임상화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일 온라인으
로 발행한다.

일반사항
1. 모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한글 용어는 진단검사의학 용어
집(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간. 2010년)을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원고의 종
류는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포토 에세이, 지침이나 관점 등으로
한다.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다른 형태의 원고도 출판할 수 있다. 증례
보고는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동일 검체에서 3회 이상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신은 원저로 쓸 만큼 포괄적이지 않지
만, 간략한 관찰을 보고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그 독창성과 활용도는 의미
가 있어야 하고 독자가 이해할 만큼 기술과 방법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
다. 지침은 LMO가 공식학술지로 지정되어 있는 학회 또는 관련 연구회에서
출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를 승인하며, 저자목록에 학회 또는 연
구회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다음의 8개 분야로 구분되며, 저
자는 자신의 원고에 해당분야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 후 해당 분야
의 책임편집위원이 적절한 해당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분야를 재지정
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야 구분
진단혈액학 (Diagnostic Hematology)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임상미생물학 (Clinical Microbiology)
진단면역학 (Diagnostic Immunology)
수혈의학 (Transfusion Medicine)
진단유전학 (Diagnostic Genetics)
검사정보학 (Laboratory Informatics)
기타 진단검사의학 (Laboratory Medicine General)
2. 저자됨: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한 경우 등의 중복출판은 양측 편집장의 허락을
받고, 중복출판 원고표지에 각주로 표시하는 등, 다음 문헌에 규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원고의 저자는 연구의 출판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했고 출판물
에 책임을 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저자는 게재승
인으로 저작권이 LMO에 이양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해
야 한다.
3.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본문 끝에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저자
들은(저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라
고 표시한다. 게재 승인된 후 제출하는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
한 동의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서명한다.

eISSN 2093-6338

4.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본문 끝,
혹은 이해관계명시 다음, 참고문헌 앞에 작성한다.
5. 성/젠더 보고: 성과 젠더라는 용어는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가이드라인(https://researchintegrityjourna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
s41073-016-0007-6)에 따라 사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생리학적 요소를 보
고할 때)과 젠더(정체성, 정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소를 보고할 때)에 대한 정
확한 사용과 성과 젠더로 구분된 데이터의 보고 및 해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만약 성/젠더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거나 예외적인 연구집단이 포
함된 경우(예, 전립선암 또는 난소암)는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다.

연구출판윤리
회원들의 학술활동 중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
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은 연구 활동 중 정직,
진실, 정확함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모
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연구자의 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
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헬싱
키선언(1964년 발표, 2004년 개정, www.wma.net/e/policy/b3.htm), 대한민
국의 연구관련 규정(GCP)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아래 명시되지 않은 연구출판윤리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KAMJE) 출판윤리지침을 준수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고안,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위조)
(2)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
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
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
(이중 게재)

www.labmedonline.org i



연구출판윤리 실행 방안
(1)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
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 LMO학술지의 논문게재 시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및 제재에
관한 문구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을 삽입한다.
(3) 학회는 연구출판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 신고접수 및 조사할 수
있는 연구출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논문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A4용지에 이중간
격으로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보편적인 글자체를 사용하되, 원저인 경우
글자크기 12 point 기준으로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A4용지 20매 이내
를 원칙으로 한다.
증례보고의 경우는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편지는 A4용지 10매 이내
로 한다.
단신은 전체 단어 수가 1,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문에서 방법, 결
과, 고찰 등의 소제목을 달지 말고 한꺼번에 기술하여야 한다. 단신의 경우
에 표 각주나 그림 설명에서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지 말고 이를 본문 방
법 부분에 기술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은 타 원고와 마찬가지로 쓰되 제목
은 달지 말아야 한다. 표와 그림의 수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번역원고는 편집인이 ‘Clinical Chemistry’의 논문 중에서 선택하여 청탁
으로 번역을 의뢰한다.
2. 논문은 다음 항목 순으로 작성한다.
1) 투고자의 편지(Cover letter): 원고의 종류, 분야 구분, 제목, 저자의 소
속과 이름 및 최종학위, 저자 전원의 성명, 교신저자의 성명과 연락처(우
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록한다. 단, 저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년
도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를 때는 영문
및 한글 저자명과 소속 뒤에 등의 어깨번호로 명기한다. 단, 제1저자의
소속은 어깨번호 1번이 된다. 예를 들어 저자들의 소속이 총 3가지 소속
인 경우에는 ‘1, 2, 3’으로 구분한다. 공동 제1저자 또는 공동 책임저자의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명시한다. 영문 제목이 50자가 넘을 때에는(자간
간격 포함) 각 면에 기재할 영문 요약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한다. 또
한 초록의 총 단어 수를 표시한다. 투고자의 편지에는 투고하는 논문의
중요성을 간단히 기술한다.
2) 논문표지: 원저, 증례보고, 단신, 편지, 종설 등 원고의 종류를 명시하고,
분야 구분, 제목, 요약제목(50자 이내 영문)을 작성하며, 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술하지 않는다.
3) 초록: 원저, 증례보고, 단신 및 종설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편지는 첨
부하지 않는다. 원저의 영문초록은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의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25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N Engl J Med
1997;336:309-15). 종설, 증례보고 및 단신은 4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중심단어(Key Words)는 영문
단어 3-10개를 선정하여 초록하단에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Medical Subject Heading (MeSH)을 참조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
한다(http://www.nlm. nih.gov/mesh/MBrowser.html). 영문초록이나
한글요약에는 기기나 시약의 제조사, 도시, 국가 등을 모두 기술하지 않
고, 간단히 제조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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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론: 연구 배경이나 목적 등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5)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선정, 연구 방법, 장치나 기구, 실험 방법, 통계
분석 방법, 기관심의위원회(IRB) 승인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다.
6) 결과: Table이나 Fig.를 포함하여, 중요한 관찰 소견을 기술한다. 가능하
면 자료의 절대 값과 상대 값(백분율)을 제시한다.
* 증례보고인 경우 4-6)항 대신 증례로 대체한다.
7) 고찰: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기술하되, 서
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주요 관찰 결
과를 요약하여 그 의미를 기술하며, 유사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
한다. 또한 연구의 제한점도 설명한다.
8) 요약: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중심단어는 기재하
지 않는다.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인 경우에도 한글로 요약을 작성한다.
9) 이해관계: 연구에 관계된 금전적 또는 기타 지원, 자문료, 주식 등 재정
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기술한다.
10) 감사의 글: 연구비 수혜내용, 연구 보조 등에 대해 기술한다.
11) 참고문헌: 본문의 인용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본문에는 [괄호] 속에
번호를 기재한다. 꼭 필요한 문헌을 빠짐없이 인용하되, 30개 이내를 인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신이나 증례보고의 경우에 그 수가 2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12) Table 및 Figure: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Table과 Figure의 내용
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하고, 흑백인쇄 시에
는 흑백사진을, 칼라인쇄 시에는 칼라사진을 각각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림파일은 JPEG files, Tagged Image File Format (TIFF) 등
을 사용할 수 있으나 처음에 온라인 투고 시에는 JPG 또는 GIF 파일로만
올리고, 추후에 게재 허가가 되는 경우에 TIFF 또는 BMP 파일로 올릴
수 있다. 인쇄해상도는 적어도 300 dpi 이상이어야 한다. 본문 중에
Table과 Figure의 내용을 인용 시 Table 1, Fig. 1과 같이 표시한다. Figure
에 그림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A), (B), (C), … 등과 같이 영문알파벳으
로 표시하고 각각에 설명(legends)이 들어가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
래 제5항을 참조한다. Supplementary table은 허용하지 않는다.
13) 위 항목 순으로 일련 쪽수를 하단에 표시한다.
14) 편지(letter)의 경우, 초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고내용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써야 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행 ‘진단
검사의학 용어집’(2010), ‘진단검사의학 용어’(2008,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발행 ‘필수의학용어집’(2005)을 사용하되 여기
에 없는 경우에 ‘의학용어집’(제5집, 2009) (http://kamje.or.kr/term)에
수록된 것을 사용한다. 혈액종양 진단명(WHO 분류, 2008)은 혈액학(제
2판, 범문에듀케이션, 2011)의 부록을 참조한다. 일반적인 용어는 연세
한국어사전 등을 참조한다.
번역이 곤란한 특수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영문으로 쓸 수 있
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 또는 한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
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단, 새로운 번역인 경우에는 논문수정 시 본 학회 용
어소위원회의 추천 용어를 따른다.
2)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각각
사용한다. 도량형은 meter법으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단
위)를 사용함을 권장한다. Liter는 대문자 L로 표시한다.
3) 미생물 명칭은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처음 표기 시에는 전
체 이름을 풀어서 표기하고(예: Eschericia coli), 그 이후부터는 genus 이
름을 약(略)하여 표시한다(예: E. coli). 단, genus 이름을 약하여 표기 시
다른 균명과 혼동이 있으면 약하지 않는다. 학명은 항상 이탤릭체(기울임
꼴)로 표시한다. 그러나 학명이 아닌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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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경우: E. coli, Papovaviridae, Hepadnavirus
(예2)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streptococci,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Epstein-Barr virus, hepatitis B virus, herpes simplex virus
4) 유전자의 명칭은 이탤릭체(기울임꼴)로 표시한다. (예) BCR-ABL mutations, HER2 gene. 해당 유전자의 단백질인 경우에는 기울임꼴을 사용
하지 않는다. (예) BCR-ABL kinase domain, HER2-positive
5) 영문 또는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영문초록, 본문, 한글요약 각 항에서
첫 번째 사용 시에 전 단어를 표기하고, 약자를 제시한다. 단, 제목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본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적
인 약어 모음”에 게시된 단어는 전 단어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약어를
사용한다.
6)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
는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쓴다.
단,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대괄호[ ]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쓴다.
(예)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thrombosis (HITT)의 비구조
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이란

(2) 도서
(편)저자가 복수일 때는 2인까지 쓴다.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면수.
(예) Rifai N, Horvath AR, et al. eds. Tietz textbook of clinical chemistry and molecular diagnostics. 6th ed. St. Louis, MO: Elsevier,
2018:266-326.
(편)저자명. 제목. In: 저자명, ed(s).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
면수.
(예) Weindel M and Bluth MH. Establishing a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In: McPherson RA and Pincus MR, eds. Henry’s
clinical diagnosis and management by laboratory methods.
23rd ed. St. Louis, MO: Elsevier, 2017:1360-76.
(3) 웹 자료
저자. 인터넷주소 이름. URL (자료가 업데이트된 시점).
업데이트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최근 접속 시점을 쓴다.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rapid testing for influenza diagnosis. https://www.who.int/in-

7)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 (주), 국적을 기
입한다. 시약의 경우 일반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명과 함께 상품
명을 쓰고 싶을 때에는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쓸 경우에는 제조회
사, 도시, (주), 국적을 괄호( ) 안에 쓴다. 상품명을 뜻하는 TM 등은 꼭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다시 표기하는 경우 제조회사만을 괄
호 안에 기입한다. 단, 영문초록 및 한글초록에는 제조회사와 국가만을
표시한다.
(예) Coulter STKS (Coulter Electronics Inc., Hialeah, FL, USA),
vancomyc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8) 신뢰도를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대문자로 쓴다.
9) 1,000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천 단위로 쉼표를 사용
한다(예, 5,431). 단, 연도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2013년).

fluenza/resources/documents/rapid_testing/en/ (Updated on
Jul 2005).
(예) Epitope Diagnostics, Inc.. Quantitative fecal calprotectin ELISA
kit ttp://www.epitopediagnostics.com/kt849 (Last accessed on
May 2019).
(4) 기관 발행물
기관명. 제목. 문서번호. 발행지: 발행처, 연도.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Interpretive criteria
for identification of bacteria and fungi by targeted DNA sequencing. 2nd ed. CLSI guideline MM18.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Performance standards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8th ed. CLSI supplement M100.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8.
(예)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echnical guidanc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G-82-2018.
Ulsa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8.
(예)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Guidance for
industry. Docket no. FDA-2013-D-1020. Silver Spring, MD: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2013.
(5) 법률
법률명. 제정(개정)번호, 제정(개정)시점. URL.
(예)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 drugs. Act no. 15939, Feb. 2,
20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83#0000.

4.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참고문헌의 제목
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부사항 및 예시
(1) 학술지
저자가 6인 이하면 전원을, 7인 이상이면 6인만을 기록하고 et al.을 첨
부한다. 저자가 2인일 경우는 ‘and’로 연결하며, 이때 comma(,)를 사
용하지 않는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
용하며, 이는 PubMed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
journals)의 Journal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지의 부록(supplementary volume)인 경우에는 15(S) 등으로 표시한다.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발행년;권수:면수.
(예) Choi I-S, Choi AJ, Jang JS, Park G, Jeong SH, Kim C-M, et al. Distribution of adeG, adeB, adeE, adeY, abeM, and adeJ efflux pump
genes in clinical isolates of Acinetobacter species from Korea. Lab
Med Online 2019;9:201-9.
(예) Castro-Castro MJ, Candás-Estébanez B, Esteban-Salán M, Calmarza P, Arrobas-Velilla T, Romero-Román C, et al. Removing lipemia in serum/plasma samples: a multicenter study. Ann Lab Med
2018;38:518-23.
(예) Cho SY and Hur M. Hepcidin and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as a biomarker for acute kidney injury linked iron
metabolism. Ann Lab Med 2020;40:97-8.

eISSN 2093-6338

3)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 중’(in press)로 명기한
다. 이 경우 저자는 그 논문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논문 인용 허
가 서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
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미발간 결과’(unpublished
data)라고 명기하고 저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인
통신’(personal communication)이라는 형식은 인용하지 않는다. 인용된
문헌을 편집위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게재 허가된 논문
이 라 할지라도 참고문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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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작성의 예)
Table 2. Distribution of serum FLC and kappa/lambda ratio in patients with renal dysfunction
Groups

Kappa FLC (mg/L)

Lambda FLC (mg/L)

Total (N = 92)

42.2 (15.9–277.0)*

30.8 (12.8–202.0)*

1.41 (0.66–2.90)*

G2 (mild kidney dysfunction) (N = 25)

24.0 (15.9–108.0)*

18.0 (12.8–164.0)*

1.32 (0.66–1.93)*

G3 (moderate kidney dysfunction) (N = 44)

42.4 (22.3–94.2)*

30.2 (14.1–73.3)*

1.40 (0.73–2.90)*

G4 (severe kidney dysfunction) (N = 14)

84.7 (36.5–165.9)*

51.3 (30.9–77.0)*

1.77 (0.91–2.46)*

119.7 (63.3–277.0)*

58.5 (39.9–202.0)*

1.86 (1.21–2.55)*

3.3–19.4 †

5.7–26.3 †

0.59 (0.26–1.65)*

43.8 (3.0-251.0)*

38.0 (1.0-251.0)*

1.1 (0.37–3.1)*

G5 (kidney failure) (N = 9)
Reference interval (Katzmann et al. [10])
Renal reference interval (Hutchison et al. [9])

Kappa/lambda ratio

†

*Data are medians (min-max); Data are central 95% intervals.
Abbreviation: FLC, free light chain.

5. Table과 Figure는 다음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1) Table과 Figure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며, Table
의 제목은 상단에, Figure의 설명(legends)은 하단에 표시한다. Table의

2.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먼저 편집사무원이 형식을 검토한다.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투고자에게 접수 후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수정 후 재접수를 요청한
다. 형식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원고가 책임편집위원에게 전달되며, 저자에

제목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고, Figure의 설명에는 마침표를 쓴다.
2) Table과 Figure의 제목 및 내용은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쓴다.
3) Table에는 불필요한 종선을 긋지 않으며, 횡선도 가급적 억제한다. Table
의 제1열 은 왼쪽 정렬을 시키며, 문자의 경우 제2열부터는 가운데 정렬
을 원칙으로 한다. 숫자는 동일 단위(unit)인 경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
고 구간(range)을 표시하는 이음줄(-), ±, × 등의 기호가 있을 때는 기호
를 기준으로 한다. 숫자가 서로 다른 단위인 경우에는 모두 오른쪽 정렬
을 한다. 괄호( )가 있을 때는 괄호의 시작 부분과 괄호 앞의 마지막 글자
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4) Table에서 증례를 나타내는 숫자에는 괄호( )나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
고 숫자만 쓴다. 증례(case)를 나타내는 heading은 Case No.로 하고, 증
례 수를 나타내는 heading은 N으로 한다.
5) 하단의 설명은 어깨글자 설명, 약어설명의 순으로 하며, 어깨글자 설명
과 약어설명 사이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어 쓴다.
6) 어깨글자의 위치는 단어의 우측에 하며, 다음의 기호를 순서대로 사용
한다. ‘*, †, ‡, §,∥, ¶,**, ††, ‡‡ etc’. 여러 어깨글자의 설명은 다음 예와 같은 형식(어
깨글자 설명; 어깨글자 설명.)을 따른다.
(예) * not tested; †P <0.05.
7)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는 모두 하단에 설명을 첨부한다. 약어설명은 다
음 예와 같은 형식(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을 따른다.
(예) Abbreviations: NT, not tested; SAA, severe aplastic anemia.
8) Figure가 현미경 사진일 경우에는 염색방법과 배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9) Figure가 두 개 이상의 그림으로 구성될 때는 ‘(A) 설명. (B) 설명.’과 같이
각각 설명하거나 한꺼번에 설명하고 괄호( ) 속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게 논문 접수 사실이 통보된다. 책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 본문파일을 해
당 전문분야 3명의 심사위원에게 각각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송한다.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게재
1. Lab Med Online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
www.labmedonline.or.kr/submission/Login.html)을 통해서 접수해야 한
다. 누구든 계정을 만들 수 있으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ID는 본
인의 email주소로 해야 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자의 편지(cover letter)’ 파일과 논문속표지(첫 페이지) 이하의 본문 파일의 두 가지로 작성해
야 한다. 논문 접수방법은 온라인상에서 투고자로 로그인해서 두 가지 논
문 파일을 업로드 한 후에 논문제목과 저자정보를 입력하고, ‘저자점검사
항(author’s checklist)’을 확인한다.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
의서’는 게재 승인된 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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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동료에 의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친다. 심사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출판 이전에
원고 내용을 누출시키면 안 되고, 직접 저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원고 내
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심사 거부를 알려야 한
다. 심사의견서는 2주 이내 제출하며, 원고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4.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현황과 심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수정의뢰 및 수정본 접수도 온라인상에서 시행된다.
5. 책임편집위원이나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통계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통계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저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승인되면 그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참고문헌 교
정, 영문교정 및 최종교정 과정을 거친다.
7. 다음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려 저자에게 통보한다.
1) 연구의 독창성이나 과학적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구출판윤리가 심각히 훼손된 경우
8.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책임편집위원이 결정하
되, 공식적 게재 승인 및 논문 게재 순서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9. 처음 원고를 투고한 후에 저자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저자 전원의 자필서명
을 받아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는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인쇄본으로
제출하여 Erratum에 게재한다.
11.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Chemistry (AACC)와의 계약에 의해
‘Clinical Chemistry’에 실린 원고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임상화학 책
임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번역 원고를 결정하여 AACC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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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인을 받으면, 논문 투고 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를 승인할 수 있다.

기타
1. 모든 원고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도안료 및 제판비, 그
밖의 특수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DOI/
CrossRef 비용도 저자에게 청구된다.

eISSN 2093-6338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소
유하고,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투고규정은 밴쿠버 양식 제5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투고규정에 없
는 기타 사항은 http://www.icmje.org/news-and-editorials/updated_recommendations_dec2018.html을 참고한다.

www.labmedonline.org v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
논문번호: LMO 논문제목:

1.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이 다른 논문의 저작권 침해, 혹은 사적 침해 등을 내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상의 문제로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 본 논문은 과거에
초록의 형태 외에는 출판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게재 거부가 되기 전까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복 출
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
문에 따른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위임합니다.
2. 이해관계 명시(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본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 내용, 연구에 관련 자문
료, 주식 등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저자순번

날 짜

성 명

서 명

저자가 더 있는 경우에 복사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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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점검 사항
※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일반사항
 1.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본 학회지 게재 거부가 되지 않은 이상 게재 예정도 없다.
 2. 원고는 글자 크기 12 point 기준으로 A4용지에 이중간격으로 작성하였다.
 3. 원고의 양은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20매(증례는 15매,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10매) 이내이다.
 4. 원고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성적), 고찰, 요약, 참고문헌, Table과 Figure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5. 일련 쪽수를 하단에 기재하였다.
 6. 원고는 MS워드파일로 작성하되 표지파일과 심사용 논문파일의 2개로 만들었다.

표지
 1. 원고의 종류(원저, 증례, 종설, 보고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구분을 하였다.
 2. 원고의 분야 구분을 하였다.
 3. 요약제목(running title)은 자간 간격을 포함하여 50자가 넘지 않도록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4. 연구비 및 이해관계의 명시에 대한 사항을 밑에 적었다(해당되는 경우).
 5.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를 적었다.
 6. 속표지만 있는 심사용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때 저자의 이름, 소속 등 본문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적절한 암호로

대처하였고, MS워드의 경우에 “저자시 개인정보 포함 안 함” 기능을 사용하였다.

영문초록(원저의 경우)
 1.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2. 초록의 단어 수를 표시하고,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4.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고,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영문초록(증례보고의 경우)
 1.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2.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3. 3-10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이는 MeSH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문
 1. 참고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괄호[ ]속에 기재하였다.
 2. 국문초록을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다.
 3.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논문을 인용하였다.

참고문헌
 1.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고, 그 이상의 저자는 ‘et al.’로 약하였다.
 2.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였다.

Table과 Figure
 1. Table과 Figue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2. Table과 Figure의 삽입위치를 메모 기능으로 표시하였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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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저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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