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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esthetics (약칭 Aesthet)은 2004년에 설립된 대한레이저피부모발
학회(KALDAT)의 공식 학술지이다. 이 학술지는 2020년에 영문으로 창간
되며, 4월 30일, 10월 30일에 발행된다.
본 학술지의 목적은 중요한 원고를 게재하고, 회원과 관련 의료 제공자 간의 
정보 교환을 장려하며, 환자와 공중 보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지는 의학 및 생물학에서 레이저의 사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동료 검토가 
이루어진 고품질의 연구 및 임상 원고를 게재한다. 임상시험, 새로운 치료기
법 또는 계기, 레이저 생물물리학 및 생명공학, 광생물학과 광화학, 예후 연
구, 비용-효과 및 기타 바이오메디신 측면에 관한 기여는 환영할 만하다.
이 학술지는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배포되며, 레이저의 국제 응용의 특성을 
반영한다.
학술지 편집 정책은 협회의 정책과 무관하다.

CATEGORIES OF PUBLICATIONS (출판분류)

원고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학술지는 원고를 6개월마다(4월 30일과 
10월 30일) 출판한다. 원고 유형은 종설, 원저(공학, 기본 과학 및 임상 문
제), 증례, 멀티미디어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저자는 온라인 제출시 분야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편집인이 다시 분류 할 수 있다.

1. 의료용 레이저 관련 기본 연구
2. 레이저의 임상 응용
3. 의료용 레이저 공학

종설은 일반적으로 편집장에게 요청되며 의료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간결한 검토를 기술한다.
원저 논문은 기본 및 임상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논문으로, 비판 독자가 수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증례와 단신은 의료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멀티미디어 원고는 비디오 클립으로 제출하여 저널 웹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출판을 위해 제출된 비디오 파일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형식이어야 하
며 가능하면 높은 해상도이어야 한다. 비디오 편집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출물이 전자도서관 또는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될 수 있도록 원
고와 비디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증례 요구사항(제목 페이지, 초록
과 핵심단어, 서론, 방법 또는 절차, 토론, 감사의 말), 참고문헌, 그리고 공개 
양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원고 제출시 최대 5개의 비디오 클립을 제출할 
수 있다. 용량이 500MB를 초과하지 않고 재생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 모
든 종류의 비디오 파일을 허용하지만, Windows Media Player (*.WMV), 
MPEG (*.MPG, *.MPEG, *.MP4), Audio Video Interleave (*.AVI) 및 
Quicktime (*.MOV) 파일을 권장한다. 비디오 파일은 Windows 기반 컴퓨
터에서 재생 가능해야 한다. 영어로 된 음성 나레이션이 비디오에 포함되어
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주석은 권장하지만 음악 사운드 트랙이나 화
려한 영상 전환은 권장하지 않는다. 게재가 허용된 원고의 비디오는 디지털
화되어 YouTube의 'The Aesthetics' 카테고리에 영구적으로 보관된다.

EDITORIAL POLICIES (편집정책)

편집인은 원고에 기재된 모든 저자가 원고 제출에 관한 대한레이저피부모발

학회 학술지(The Aesthetics) 정책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상된 2차 
출판물을 제외하고, 학술지에 제출 된 원고는 사전에 출판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출판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사자의 신
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 후 새로운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저자가 
저자의 변경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저자의 책임임
을 밝힌다. The Aesthetics는 그러한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원고에 대해 최소 페이지 비용 및 별책에 대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인쇄 비용은 저자에게 청구된다. 출판된 모든 원고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의 영구 재산이 되며 서면 허가 없이는 다른 곳에서 
출판 할 수 없다.

ETHICAL CONSIDERATIONS (윤리적 고찰)

연구 윤리
모든 논문은 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www.councilscience 
editors.org/)의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org/) 및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http://www.wame.org/)가 권장하는 연구 및 출판 윤
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인간 피험자 또는 인간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연구는 책임 있는 I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검
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인간 자료와 관련된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헬싱키 선
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index.
html)에 구현된 원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물 실험은 또한 동물 관리 및 사
용에 대한 적절한 위원회(IACUC)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높은 수준
의 생체 안전성이 필요한 병원체에 대한 연구는 관련 위원회(IBC)의 검토
를 통과해야 한다. The Aesthetics의 편집자는 임상 연구 또는 IRB 승인 
문서에서 인간 피험자로부터 사전 동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The Aesthetics는 부정 행위의 해결을 위해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의 지침을 따른다.

저자의 자격 및 책임
모든 저자는 1) 연구의 기본개념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
석에 상당한 기여하고,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하고, 3) 최종원고의 내용 및 양식에 최종 
승인하고,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동의하는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 이후 저자의 변경(저자추
가, 삭제, 순서 재배열 등)은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
다. 저작권 양도에는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한다.
책임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직접 연락
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정보 제공, 윤리위원회 승인, 이해관계 명시서 취
합 등 편집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
조해야 한다.
대규모 다기관 그룹이 작업을 수행한 경우 그룹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
임을 인정하는 개인을 식별해야 한다. 그룹이 작성한 원고를 제출할 때는 해
당 작성자가 선호하는 인용문을 명확히 기재하고, 그룹명뿐 아니라 모든 개
별 작성자를 식별해야 한다. 학술지는 일반적으로 승인에 그룹의 다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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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나열한다. 연구그룹의 자금조달, 자료수집, 총괄감독만으로는 저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The Aesthetics는 2013년 ICMJE (http://www.icmje.org/icmje-
recommendations.pdf) 및 의학 저널 2판(한국어)에 대한 우수 출판 실무 
지침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권장 사항을 따른다.

이해관계 명시
원고의 해당 저자는 데이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
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자가 자신의 판단이 원고 준비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표지
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은 재정 지원 또는 제약 회사와의 사적인 연
결,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또는 학업적 문제일 수 있다. 공개 양식은 잠재
적 이해 상충에 대한 ICMJE 통일 공개 양식(http://www.icmje.org/coi_
disclosure.pdf)과 동일해야 한다. 편집인은 분쟁에 관한 정보가 출판된 논
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중복 출판 및 표절 
중복 출판물은 "원본 출처의 귀속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한 번 이
상 보고(출판 또는 출판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
고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최소한 한 명의 저자는 모든 보고서에 공통
적이어야 한다(공통적인 저자가 없는 경우 중복 출판보다 표절 가능성이 높
음)" (b) "피험자 또는 연구 집단은 종종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c)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d) "결과와 그 해석은 일반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원고를 제출할 때, 저자는 이미 출판된 다른 자료나 자료와의 중복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리는 서한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The Aesthetics에 제출한 
원고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 이 다른 재료에서. 환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에 보고된 경우, 이는 적절한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재료 및 
방법에 언급되어야 한다..

임상 시험 등록 의무 
"의료 개입과 건강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 대상을 
중재 및 비교 그룹에 전향적으로 할당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로 정의
된 임상 시험은 사전 공개를 위해 기본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한다. The 
Aesthetics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Portal (http://www.
who.int/ictrp/en/), NIH ClinicalTrials.gov (http://www.Clinictrials.
gov/), ISRCTN Resister (www.ISRCTN.org), University Hospital 
Medical Information Network (www.umin.ac.jp/ctr/index/htm) 또
는 Netherlands Trial Register (http://www.trialregister.nl/trialreg/
index.asp)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등록 기관의 등록을 수락한다. 임상시험 
등록번호는 초록의 끝에 공표되어야 한다.

MANUSCRIPT PREPARATION (원고 준비)

일반
1. 형식 : Microsoft (MS) Word에서 만든 전자 파일로 준비한다. 한 페이지

(21×28 cm)에 200% 줄간격을 두고 영어로 쓰고 최소 3 cm의 여백과 
표준 12p 글꼴을 사용한다. 

2. 측정 단위: 저자는 본문 전체에 괄호로 주어진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SI 단위)로 모든 단위를 기존 단위로 표현해야 
한다. 

3. 약어 : 측정 단위를 제외하고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측정 단

위를 제외하고, 처음 사용될 때 원어를 풀어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연구 데이터를 포함하는 원고는 일반적으로 표제지, 초록 및 키워
드, 본문,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설명, 그림의 순서대로 구성한다. 
새 페이지 맨 위에서 각 섹션을 시작한다. 

제목 페이지
여기에는 원고 제목, 저자의 전체 이름 및 기관 소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
러 저자 및 기관이 나열되어 있으면 각 저자가 소속된 부서 및 기관과 명확
하게 어깨번호(1, 2, …)로 표시해야 한다. 별도의 단락에서 해당 저자의 이
름, 학위, 주소(기관 소속, 도시, 우편번호 및 국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메
일)를 포함한 책임저자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책임저자는 원고와 관련한 모
든 서신과 증거 페이지 및 별책 인쇄 요청을 받는다. 또한 서류가 제시된 곳
을 표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기타 지원에 대한 간략한 감사의 글
을 제공한다. 요약 제목은 공백을 포함하여 50자 이하로 하고, 선언적이거나 
의문적인 문장이 아니어야 한다. 

초록과 핵심단어
초록은 (1) 배경 및 목표, (2) 재료(제목) 및 방법, (3) 결과 및 (4) 결론에 따
라 구성 및 형식화되어야 한다. 초록 길이는 영어 300단어 이하로 한다. 키
워드는 초록 맨 아래에 최대 5개의 키워드를 나열해야 한다.
키워드를 선택하려면 Index Medicus의 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참조한다. 최근에 도입된 용어에 적합한 MeSH 용어를 아직 사
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본문
본문은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섹션으
로 나뉜다. 텍스트와 각 표 및 그림에서 처음 언급할 때 약어를 정의한다. 브
랜드명이 인용된 경우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시/주/국가)를 입력한다. 원
고의 최대 길이는 영어로 3,500 단어(제목 페이지 및 초록 제외), 30개 이하
의 참고문헌 및 총 10개 이하의 이미지로 한다. 

Introduction (서론)
간단한 배경, 일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 적절한 논문에 
대한 언급 및 다른 사람들의 관련 연구결과가 설명된다. 저자의 특정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설명해야 한다.

Materials (Subjects) and Methods (재료(대상) 및 방법)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유자격 조사관이 간결하고 반복하기에 충분해
야 한다. 이전에 공개된 절차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공개된 절차의 새롭거나 중요한 수정에는 전체 설명이 필요하다. 특수 화학
물질 또는 조제원료는 소재지(회사, 도시 및 주, 국가 이름)와 함께 제공되어
야 한다. 통계 분석 방법과 유의 수준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사례보고서에서 
사례 내역 또는 사례 설명은 재료 및 방법 섹션과 결과 섹션을 대체한다.

Results (결과)
이 부분은 텍스트, 표 및 그림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표나 
그림 내용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결과의 끝에 중요한 관찰
만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Discussion (토론)
결과 섹션에 이미 제시된 자료를 반복하지 않고 데이터를 간결하게 해석해야 
한다. 추측은 허용되지만 제시된 저자의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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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세워져야 한다. 

Acknowledgments (감사의 말)
실질적으로 기여했지만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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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Table (표)
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인용해야 한다. 
표의 범례에는 관련 메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표에 사용된 모든 약어 및 머리
글자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부분으로 제출된 테이블의 번호가 다
시 매겨진다. 결과의 중요성은 적절한 통계 분석으로 표시해야 한다. 
각주에는 *, †, ‡, §, ||, ¶, **, ††, ‡‡ 기호를 사용한다. 모든 측정 및 
농도 단위를 지정해야 한다. 다른 공개 또는 공개되지 않은 소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권한을 확보하고 완전히 인정한다. 

Figure (그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그림을 인용해야 한
다. 그림 범례는 참고문헌 뒤에 별도의 섹션으로 문서 내에 나타나야 한다. 
그림 범례는 모든 원고 유형에 필요하며 원고에서 이중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림 부분 레이블, 각주, 약어, 머리글자, 화살표 및 삽입된 확대 수준을 포
함하여 실제 그림과 관련이 없는 모든 관련 및 설명정보는 범례 텍스트에 정
의해야 한다. 그림에 여러 부분(예: A, B, C, D)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은 허용
된 총 수에서 별도의 이미지로 계산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진을 제출한다. 그림은 JPEG, TIFF, GIF, EPS 또는 PPT 형식으로 저장
된 별도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Microsoft Word 원고 파일에 그림을 포함
하지 않는다). 회색조 및 컬러 이미지의 경우 그림 해상도는 600dpi 이상이
어야 하고 최종 크기의 선 그림의 경우 1,200dpi 여야 한다. 컬러 이미지는 
CMYK 모드(RGB 모드 아님)로 저장해야 한다. 

Case report (증례)
제출물은 최대 5페이지 이하여야 한다. 초록의 최대 길이는 150 단어, 15개 
이하의 참고문헌 및 총 4명 이하의 저자이어야 한다.
텍스트는 서론, 사례,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외 요구사항은 2008 년 10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자위원회, 생의학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에 따른다. 

MANUSCRIPT SUBMISSION (원고 제출)

1. 저자는 제출 서비스 웹 사이트(http://www.theaesthetics.org/
submission)를 통해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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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처분 통지는 결정일에 해당 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된다.

2. 편집 및 동료 검토 프로세스 및 수락 : 전자 메일로 제출된 원고는 제출 당
일에 접수되어 2명 이상의 검토자에게 할당된다. 원고의 수락은 심사자의 
거부와 수락에 따라 결정된다.

3. 수정 된 원고 및 제출 : "수정 후 검토"에 대한 세 가지 반복된 결정은 "거
부"로 간주된다.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도록 요구된 경우, 해당 지침에 따
라 투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검토한 원고는 해당 저자에
게 의견 및 권장 수정본과 함께 반환된다. 검토자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편집장에게 보내는 커버레터를 첨부한다. 

COPYRIGHT AND PAYMENT INFORMATION (저작권 및 지
불 정보)

저작권
원고를 수락하면 저자는 저작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가장 광
범위한 정보의 배포를 보장한다. 원고의 접수를 확인하는 서한이 해당 저자
에게 발송된다. 저작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양식이 제공된다. 다른 저작권

이 있는 저작물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허가를 얻어 원고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는 게재 승인된 모든 원고를 독점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보유한다. 해당 저자는 모든 저자가 서명한 저작권 양도 페이지를 
업로드해야 한다.

2. 학술지의 하드카피는 흑백으로 인쇄된다. 컬러 이미지 및 컬러 다이어그
램은 온라인 버전에서만 컬러 이미지 및 컬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난다. 
작성자가 인쇄된 버전에서 컬러 이미지와 컬러 다이어그램을 컬러로 표시
하려면 해당 요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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