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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양도계약서 fax 02-474-9027 (보냄) 

2. 모델 교과서 

Schwartz / 구입할 것 

그 외 여러 교과서 참고 할 수 있음 

3. 독자: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므로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너무 기초적이지도 않도록  

4. 저술분야 

 분류 각론 

 제목 소아외과 

 소제목 biliary atresia, choledochal cyst 

 분량  교과서 12페이지 (A4 용지 29페이지에 저술지침에 명시된 대로 작성) 

  그림 5개는 교과서 1페이지, 도표는 교과서 1페이지로 계산 

온담관낭 (20091115 원고제출: 

5. 핵심내용정리 

 원고의 핵심적 내용 정리 A4 반 페이지 분량 

 색인 첨부 

6. 보낼 내용 

 1) 프린트한 내용 1부 

 2) 사진, 도표, 원고 파일 (CD 혹은 디스켓) 

 3) 간사의 e 메일로 보내도 됨 

7. 용어:  

필수의학용어집 

대한의사협회편저, 2005.5.12 

http://term.kma.org/medical_dic_/medical_dic_essentiality.aspx 

 

8. 한글 작성 원칙 

9.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영어를 병기, 이후는 번역어 사용: 외전(abduction) 

10. 번역어가 없는 경우 영어 사용 

11.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영어 사용 



12. 유전자 이름은 이탤릭체 

13. 영문약자의 경우 처음 사용 시 풀어서 병기 후 괄호 안에 약자 기입, 이후는 약자만 사

용;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 

14. 참고문헌: 원고 말미 참고문헌 란에 가나다 순, ABC 순의 종합 reference를 작성 한다. 

15. 내용 안에 표, 그림을 표시하는 경우 설명과 일치하는 위치에 괄호 처리하여 표 번호를 

표기 한 후 마침표를 찍는다. ; ~ 이다 (표 1-1),  ~이다 (그림 1-1) 

16. 전체 내용의 체제 

 

 제 1장, 제 2장 

  I, II,  III 

   1. 2. 3. 

    (1) (2) (3) 

     1) 2) 3) 

      가, 나,  다 

17. 집필 내용의 요약 

핵심 내용을 A4 용지 반페이지 분량으로 요약 정리한다. 

 

18. 참고문헌 

 1) 순서: 국내논문, 국내저서, 영문논문, 영문저서(가나다, 알파벳) 

 2) 국내에서 발표 된 논문 가급적 많이 인용 

 3) 학술지명의 표기: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자 

 4) 국내논문 표기방법 

저자이름 (제 3저자까지 기입하고, “등” 삽입), 논문제목, 학회지 발표연도; 

권수: 페이지 

(예: 손기탁, 권우형, 서보양 등. 장골 동맥 폐색 및 협착증에 대한 중재적 

치료와 -----비교. 대한외과학회지 2007;73:424-429) 

 5) 국외논문 표기방법 

저자이름 (제 3저자까지 기입하고 “et al” 삽입). 논문제목. 학회지 발표연

도; 권수: 페이지 

(예: Escourrou J, Shehab H, Buscail L, et al. Peroral 

trangastric/transduodenal necrosectomy  ---- necrosis. Ann Surg 

2008;248:1074-1080) 

 6) 단행본 표시방법: 저자이름,책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예: Bland KI, Copeland EM, eds. The breast: comprehensive 

management of benign and malignant disorders. 3
rd
 ed. Philadelphia. 

W.B Saunder Company, 2003) 



 

19. 도표 

 1) 표는 다음과 같이 표기: [표 1-1] [표 1-2] 

 2) 표는 내용에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단다. 

 3) 꼭 필요한 내용만을 표로 만들 것 

 4) 분문을 보지 않아도 이해하게 만들 것 

 5) 표 제목은 가능한 한글로 

6) 표에서 약자나 주를 사용할 때는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기호는 *. 등등 순서

로 사용한다. 예) Rad=radiation; CTx=chemotherapy. *P<0.001 

20. 그림 혹은 사진설명 

1) 별도의 용지에 [그림 1-1], [그림 1-2] 순으로 설명을 기술하며, 제목은 절로, 

설명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2) 그림이나 사진은 각각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단다. [그림 1-1], [그

림 1-2] 

3) 파일로 제출시에는 EPS 파일을 제출한다 (해상도 최소 500 이상) 

4)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JPG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

며, 해상도를 낮추지 말고 보낸다. 

5) 사진을 제출시에는 3.4인치 (7.5 x 10.0 cm), 또는 5.7 인치 (12.5 x 17.5 cm) 

크기의 인화지를 사용하고, 사진 뒷면에 번호, 상하, 좌우를 연필로 표시한 후 별도

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다. 

6) 동일번호에 여러 장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로 나누어 표

시한다. 

7) 현미경 사진은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8) 그림은 상태에 따라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므로 자료 원고는 원서를 복사하거나 

스캔을 받아서 파일을 보낸다. 

9)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은 자세한 그림 설명을 첨부한다. 

10) 그림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을 첨부한다. 

21. 색인 

 1) 작성된 원고에서 색인어를 추출하여 “가나다”, “ABC”순으로 기록한다. 

 2) 색인의 수는 교과서 1 페이지 당 7-10개 (A4 용지 1장당 2-4개)를 기록한다. 

21. 작성 된 원고를 보낼 곳. 



 

[외과학교과서 편찬위원회] 

우편번호: 138-736 

서울시 송파구 아산병원길 86 서울아산병원 외과 

김진천 (외과학 교과서 편찬위원장) 

전화번호: 02-3010-3489 

e-mail: jckim@amc.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