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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투고하시기 전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에   표기)

일반 사항

□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JKAN 윤리규정을 준수함

□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임

□ 도구 사용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구 개발자(원저자)의 승인을 받았음

□ 학위논문이 아님(학위논문인 경우, 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이며, 학위논문임을 명시함)

□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임

□ 논문 파일명 또는 내용에 저자의 인적사항 삭제함

□ 전체 원고의 투고규정 준수함

공시사항

□ 학위논문: 겉표지 작성요령 양식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반드시 기재

□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의 사사표기 양식으로 기재

편집자 참고사항 1
□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 투고한 논문과 유사한 주제, 대상자 혹은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data set에 근거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 심사 전 검토 결과 반려되어 재 투고 한 논문인 경우, 직전 투고와의 차이점과 사유를 기술

□ IRB 승인: 겉표지 작성요령 양식에 따라 승인 번호와 함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

□ 도구사용 승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승인여부를 명시한다. 

  *도구사용은 원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구사용에 대한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편집자 참고사항 2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 결과의 기여도

영문 교정 확인서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일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영문 교정 확인서를 겉표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파일로 삽입하여 제시                     

(한글일 경우, 제외로 간주하고 체크)

원고 작성

□ A4, 10 point       □ 양쪽 정렬       □ 줄간격 200%       □ 여백 규정 준수       □ 하단에 쪽 번호 표시

□ 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순서로 배치

□ 원고분량 한글 원고의 경우 본문만(초록, 참고문헌, 표, 그림 제외) 15 페이지, 영문원고의 경우 본문만 6000 단어 이내

□ 참고문헌은 논문파일에 포함시키며,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

□ 표와 그림은 총 5개 이내이며,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

영문 초록 
□ 250 단어 이내

□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소제목 하에 줄 바꿈없이 이어서 작성

□ 영문 주요어와 동일한 용어로 초록 작성

자가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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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MeSH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하며 5개 이내로 입력

□ 국문과 영문 주요어를 동일하게 기재

본문

□ 문헌 인용 및 약어 표기를 규정에 맞게 기재

□ 본문의 수치값이 표의 내용과 일치하며, 오류가 없음

□ 통계값은 소수점 이하 2자리로 모두 통일(제외: p-세 자리, %-한 자리)

결론 
□ 연구 목적과 연관하여 최종 결론만을 간략히 기술

□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를 반복 기술하지 않음

이해관계

□ 해당논문에 대한 이해관계를 영문으로 명시

감사의 글(필요 시)
□ 공동저자 이외의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

참고문헌

□ 총 30개이내  □ 학위논문은 전체 10% 이내

□ 잡지명을 full name으로 기술  □ doi가 있는 경우에는 URL 방식으로 반드시 기재

□ 영문명이 명확하지 않은 문헌을 인용하지 않음

표와 그림

□ 페이지 당 하나씩 배치

□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고 간략히 표현

□ 항목명 Heading을 반드시 기입: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등

□ 항목에 단위를 기입

□ 통계값은 소수점 이하 2자리로 모두 통일(제외: p-세 자리, %-한 자리)

□ 통계값에 대한 통계 기호를 반드시 삽입: n (%), M±SD 등

□ 수치 값 정렬

□ 첫 단어와 고유명사, 콜론(:) 다음의 이니셜은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통일

□ 약어에 대한 설명을 하단에 각주로 기재

□ 그림과 선이 뚜렷한 선명도로 표현되어 있음

□ 모두 영문으로 표기

부록

□ 투고 논문이 도구 개발 연구일 때에는 원고 외에 부록으로 삽입

□ 개발한 한글도구를 첨부하고,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고찰인 경우에는 부록에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의 리스트를 첨부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