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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점검표

다음은 귀하의 원고가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도록 항목별로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저자 점검표입니다. 

아래 ‘원’은 원저, ‘증’은 증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하가 제출하는 원고의 종류에 따라 해당 원저나 증례가 표시된 항목의 확인란에 각각 V 표시하기 

바랍니다. 

항  목 원고종류 확  인 점검 내용

전  체

원, 증 본 원고의 내용이 다른 학회지에 무단으로 중복게재 되지 않았음.

원, 증
A4 편집용지(210×297 mm)에 상하좌우 3 cm의 여백을 두고, 본문의 글씨 크기는 10(폰트),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한다.

원, 증 표지를 1쪽으로 하여 각 쪽의 우측 하단에 일렬 쪽 번호를 기입

원, 증 표지 이외에 원고 안에는 저자명이나 소속 또는 기관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원
원저는 표지, 내표지,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헌, 그림 또는 사진 설명, 표, 그림 또

는 사진 순서이며, 표지, 영문초록, 서론, 참고문헌, 표 및 그림설명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

증
증례는 표지, 영문초록, 서론, 증례, 고찰, 참고문헌, 그림 또는 사진 설명, 표, 그림 또는 사진 순서이며,  

표지, 영문초록, 서론, 참고문헌 및 그림설명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

원, 증 저자 점검표 작성

원, 증 저자 동의서 작성

원, 증 교신저자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표  지

원, 증 국문은 40자 영문은 20 단어 이내로 하고 표지를 규정대로 작성

원, 증 영문은 영문법에 맞도록 작성

원, 증 영문제목이 한글제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영문성명, 영문소속의 올바른 기재

영문초록

원 Objectives, Methods, Results, 그리고 Conclusions 순으로 분리하여, 250 단어 이내로 작성

증 구분 없이150 단어 이내로 작성 

원 6개 이내 Key Words 작성(Index Medicus의 MeSH 권장 단어로 사용,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증 3개 이내 Key Words 작성(Index Medicus의 MeSH 권장 단어로 사용,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본  문

원 방법란에 연구기관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받은 사실을 명시

원, 증 영문 사용할 때 지명, 인명, 고유명사 등을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기재

원, 증 참고문헌은 인용 순서대로 일렬번호로 기재

원, 증 참고문헌의 어깨번호 기재에서 투고규정 준수

원, 증 영어단어 약자 사용할 때, 처음에는 원어(약자)를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약자 사용

원, 증 세균명, 라틴어, p 값 등은 이탤릭체로 기술

원 방법과 결과는 소제목으로 구분하여 기술

원 결론이 필요한 경우에 고찰 말미에 결론 내용을 기술(단, 요약 중에는 결론 부분이 존재함)

원, 증 단위는 투고규정에 맞도록 기재(%, ̊ C를 제외하고는 한 칸씩 띈다)

원, 증 숫자 표시할 때 천 단위 간격으로 ‘쉼표(,)’ 표시(예: 123,456,800)

원, 증 환자의 동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동의 사항을 기재

원, 증 사용된 모든 통계방법의 정확한 기술

참고문헌

원, 증 참고문헌 수(원저 45편, 증례 10편 이내)

원, 증 원고에서 인용한 부분과 참고문헌 번호의 일치

원, 증 저자가 7명 이상인 경우, 3명만 기입하고 나머지는 ‘, et al.’로 기재

원, 증 학술지명은 인용학술지의 공인 약어(Index Medicus)를 사용하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원, 증 참고문헌의 연도;권: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표시 정확성 여부

원, 증
페이지의 표시에서 끝 페이지의 숫자가 시작 페이지와 같은 숫자인 경우 끝 페이지에서 공통되는 숫자는 생략, 

마지막에 마침표 기재 

원, 증 단행본의 기재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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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 증 제목에서 약자 사용 금지

원, 증 표 속에 사용된 약자는 표 하단에 설명 기재

원, 증 표 및 그림 속에서 어깨부호 작성할 때 투고규정에 맞는 어깨부호로 기재

그림 및

사진

원, 증 흑백으로 게재를 원할 때는 흑백으로, 컬러로 게재를 원할 때는 컬러로 작성

원, 증
Figure의 제목은 따로 legend로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 표식 뒤에 한 칸 띄고 인용 순서대로 

숫자를 사용

원, 증 제목은 그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완전한 영문 문장으로 작성

원, 증 그림은 선명한 것으로, 그림의 순서 번호와 상하좌우 표시를 뒷면에 기재

원, 증 조직소견인 경우, 염색법과 현미경 배율 및 그림 내 척도 표시

원, 증 통계 표시가 필요한 경우 그림 속에 통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