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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ference, bibliography)은 학술 논문이나 도서

의 본문에서 참고했거나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저서, 논

문, 기사 등의 목록을 말한다. 저자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인

용한 선행 연구 문헌들은 다각적으로 저자의 연구를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는 관련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

여 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입장에서도 게재된 논문들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정

확성은 학술지 심사와 편집의 수준과 전문성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술지들이 투고규정에 

참고문헌의 인용과 표기 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저자들이 그에 맞추어 정확하게 참고문헌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참고

문헌과 관련한 오류가 적지 않다. 2009년 한 해 동안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에 투고되었던 논문들의 참

고문헌 중 많이 나타난 오류는 크게 인용한 문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와 투고규정에 정해진 참고문헌 기재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용한 문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를 보면, 

PubMed나 KoreaMed와 같은 대표적인 의학 분야 서지데이

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아 검색이 어려운 문헌을 인용한 경

우가 많았다. 물론 논문 심사와 편집과정에서 인용된 문헌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을 하지

만, 색인되지 않은 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

tion 투고규정에는 PubMed나 KoreaMed에 색인되지 않은 

문헌을 인용할 때는 편집위원회에 인용한 논문의 원문파일

(pdf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고자가 유념하여

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투고규정에 정해진 참고문헌 기재 형식을 맞추어 투고하지 

않은 경우로, 첫째, 저자명이나 논문명, 도서명 기재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저자명은 저자의 성을 쓴 후 한 칸을 띄고 이름의 

머리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e.g., Lee YM), 이

를 지키지 않고 저자명을 풀어서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았다. 

저자명을 잘못 적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모든 저자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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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논문명이나 도서

명을 적을 때는 저자명과 마찬가지로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하

고 대소문자 규정을 잘 지켜 기재하여야 한다.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서는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

자로 하되 고유명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목을 적으면서 각 

단어마다 대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또한, 영어 제목이 없이 한글로만 된 

논문은 한글 서명을 로마자 표기 규정에 따라 적어 주어야 한

다. 간혹 한글로 작성된 참고문헌이 있는데 이는 투고규정에 

어긋난 형식이다. 학술지명이나 도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 

논문들도 있는데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은 

참고문헌의 학술지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학술지 약어명은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Index Medicus 약어 사용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규정대로 정해진 약

어명이 있는데도 그에 따라 적어 주지 않고 풀어 쓰거나 임의

로 줄인 약어명을 사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 Index Medicus

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라면 학술지에서 정한 공식 약어명

을 기재하거나 제목 전체를 적어 주면 되는데, 가급적 약어 사

용 규정에 따라 제목의 단어별로 약어를 찾아 기재해 주는 것

이 좋다.

  끝으로, 인용한 자료의 유형별로 그에 맞는 참고문헌 기재 

양식을 지키지 않고 투고한 논문이 많았다. 도서는 전체를 인

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페이지를 인용하는 것인지에 따

라 기재 양식이 달라진다. 또한 도서를 인용할 때는 해당 자료

의 정확한 제목과 판차를 확인하여야 하고, 출판도시와 국가, 

출판사, 출판 연도를 적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혹 출판 

연도와 판차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출판도시를 적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도서의 일부 페이지를 인용할 때는 서지

사항 마지막에 해당 페이지를 기재해 준다. 학위 논문의 경우

는 학위에 따라 논문 제목 다음에 각괄호로 [dissertation] 혹

은 [master’s thesis]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도록 한다. 많이 

인용되지만 기재 형식에 오류가 잦은 자료 유형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회의자료(proceedings), 발행 전 자료가 있다. 인터

넷 사이트를 인용할 때는 ‘Author. Title [Internet].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Date of publication [Date of 

update; Date of citation]. Available from: URL.’과 같은 

형식을 지켜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할 때는 사이트의 링크 주

소가 정확한지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회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Editors. Book title. Conference title; 

Date of conference; Place of conference. Place of publi-

cation: Publisher; Date of publication. Pagination.’의 형

식을 따르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다. 이때, 날짜는 

‘2009 Mar 5-9’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발행 전 자료는 아직 

발행 연도, 권, 호, 페이지 등의 서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

므로 학술지명만 기재한 후 ‘Forthcoming’이라고 적어 준다. 

이 외 다른 유형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NLM의 style 

guide에 따르면 된다[1]. NLM style guide는 최근 많은 의학 

학술지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자료 유형

별로 기재 양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참고문헌과 

관련한 투고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정확하게 참고문헌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인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EndNote나 

RefWorks와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

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논

문 작성 시 참고문헌 정리를 용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참고문

헌의 중복이나 누락을 없앨 수 있고, 투고하는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정확히 맞추어 참고문헌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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