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고(Case Report): 제목 및 초록 작성 가이드라인
아래 가이드라인 및 샘플은 의료 사례 보고서의 제목 및 초록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겟 저널 포맷팅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대부분의 의학 저널에 투고하는 사례 보고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각 저널은 “Instructions for authors”, “Author guidelines” 또는 “Preparing
your manuscript”에 각자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저널 포맷팅을 잘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의학 사례 보고서를 읽어 특정 저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포맷팅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보고 저널

사례 보고서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저명한 저널이 있으며, 그 중 많은 저널이 오픈
액세스 출판물입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Journal of Medical Case Reports,
Oxford Medical Case Reports, BJR Case Re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

사례 보고 제목

독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제목은 정보를 요약하고 주제와 관련성이 있으며 간결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원 및 다른 저널 독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에

포함할

유용한 용어:

•

사례 관련 용어: presentation, unusual case, rare case, challenges, complications,
symptoms, causes, diagnosis, treatment

•

환자 관련 용어: patient, adult, child, infant, adolescent, elderly, man/woman

사례 연구 및 사례 보고와 같은 용어는 이미 내포되어 독자의 흥미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보고 초록

초록은 간결하고 독자가 논문의 본문을 읽기 전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초록 구성
1.

배경 (1-2 문장)— 이 사건이 보고된 이유와 이 사례 보고가 새로운 이유 또는 임상적인 관련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포함할 배경 정보
상태/시술/
치료

예시
“Inferior glenohumeral joint dislocations are rare. Due to severe swelling and overlapping
of bones on an x-ray of the wrist and hand, dislocations are missed.”

“The objective of this clinical case report is to highlight this unusual injury to avoid incorrect
diagnosis.”

해당 사례의 중요성

2.

사례 발표 (3-6 문장)— 환자의 의학적 및 인구 통계학적 내용, 진단 내용 및 중재 또는 합병증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결과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포함할 사례 정보
환자

인구

통계

국적 등)

(연령,

예시
성별,

“A 35-year-old man”; “a 1-month-old infant”; “a 12-year-old Somali girl,” etc.

증상

“Demonstrated typical signs and symptoms of Huntington’s Disease”; “presented to the
hospital with severe chest pain”; ”experienced a burning sensation due to swollen leg
muscles”

과거 병력/증상

“Reported a long history of asthma”; “had a family history of colon cancer on the maternal
side”; “reported that inflammation had begun one year prior”

진단

“Based on the characteristic appearance of the cutaneous lesions, a diagnosis of granuloma
annulare was made”; “a clinical diagnosis of chronic respiratory disease was made”;
“intestinal legions were consistent with severe Crohn’s Disease”

치료법

“The patient was immediately intubated and antitubercular therapy was initiated”;
“treatment was initiated with low-dose corticosteroids, anticoagulants, and vasodilators”

시술

“Following kidney biopsy, renal cysts were excised laparoscopically”; “the patient
underwent three skin grafts”; “an emergency arteriogram showed smooth segmental
narrowing and bilateral vasospasm”

합병증/문제점

“Additional history revealed that he had been ingesting ergotamine preparations for a
number of years to relieve chronic muscle pain”; “laparoscopic access to the duodenum was
inhibited by intra-abdominal fat”

결과

“patient was asymptomatic on subsequent visits,” “although scapular swelling subsided, she
continued to report severe back pain for the following month,” “…resulting in significant
improvement within 4 hours and resolution of symptoms within 48 hours”

3.

고찰/결론 (1-2 문장)— 해당 사례에서 임상적 영향 및/또는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합니다. 해당 사례가 어떻게 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향후 연구되어야 할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시: “This case illustrates the potential for severe vascular ischemia and the importance of a thorough medical history”;
“Recognition of this disease is critical for institution of appropriate therapy and prevention of cutaneous necrosis”; “This case

demonstrates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potential for internal tissue trauma due to laparoscopic procedures.”

포함할 내용

예시

전반적인 임상적 영향 및 결과

“Each of these tests has a high negative predictive value but a poor positive predictive
value”; “Identifying and reporting anomalous enzymes is an important service the clinical
lab technician can provide a clinician”

제안/고려사항

“Even when strict protocol is followed, clinicians must remain alert to the potential for
medical errors related to misinterpretation of laboratory test results based on similar
samples”; “SRED should be considered a possible complication of sedative hypnotics”

해당 사례의 특이 결과

“An atypical isoenzyme test may result from a macroenzyme, the presence of which can
complicate interpretation of the test result and may lead to further unnecessary
procedures”; “Antiviral therapy may significantly reduce mortality for patients who have risk
factors identified”

의료 사례 보고서 초록 템플릿
샘플 #1: 상해 사례
We herein report a case of a [환자 연령 및 성별] with an unusual case of [부상]. The [부상] consisted of features typical of
[부상/질병/장애의 공통적인 특징], with additional [해당 사례의 기타 특징 (해당된다면)], signifying a [진단내용/합병증].
Features of this case are discussed together with its implications, including [해당 사례의 결과]. [추가 조치—치료/수술/등.] was
undertaken due to [조치에 해당하는 이유].
샘플 #2: 질병/장애 사례
[질병/장애] is a rare condition characterized by [증상]. Its presentation is usually [sporadic/chronic/acute]. Usually seen in patients
who are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 [질병] presentation in [환자의 특정 범주] is rare. Symptoms at presentation depend on
[신체의 부위/환자의 환경]. Patients with [질병/장애] may present with [주요 증상]. We herein report a rare presentation of
[질병/장애] in a [환자 특징—연령/성별/인종/등.] who suffered from [해당 증상 또는 동반된 질병]. [진단/테스트] revealed
[테스트 결과/합병증]. The patient underwent [수술/치료법] and was given [약물/삽관/등.]. Recovery was [경과에 대한 설명].
In spite of a wide range of therapeutic options for the management of [질병/장애] described in the literature, the efficacy of those
available therapies is [unknown/not well established/open/etc.].

학술 논문 작성법과 저널 투고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에세이리뷰의 Resource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URL

https://essayreview.co.kr/academyacadem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