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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제목, 종류, 저자, 교신저자, 주요어, 공시사항, 편집자 참고사항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제목: 한글, 영문 제목을 기재한다.

3) 논문의 종류: 종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개념분석, 방법론적 연구, 메타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4) 저자: 제1저자부터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직장)을 한글과 영문 모두 기재한다. 

            *영문으로 기재 시 소속의 도시와 나라명도 기재를 하며, 나라명이 중복될시에는 마지막 저자에만 나라명을 기재한다.

5) 교신저자: 성명, 우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기재한다.

6) 주요어: 한글로 5개 이내로 기술하며, 가능한 한 영문 주요어(MeSH에 등재된 용어)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7) 공시사항: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기재하며,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한다.  

① 학위논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1.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와 모두 같은 경우)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from  University.

2.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의 일부인 경우)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from  University.

3.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This manuscript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from  University.

4.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 master’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from  University.

     ②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단, 지원 기관의 표기양식이 없을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본 연구는 **연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 fund in ** . (No.:                             )

8) 편집자 참고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여부 확인

논문 심사에 앞서 심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로이 기술하며,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한다. . 

① 동일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②  유사한 주제, 대상자, 동일한 data set에 근거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번호 논문제목 저자 발표학술지명 발표년도 발표권호 발표 또는 투고

 *해당논문을 논문 투고와 동시에 JKAN 출판부 이메일(kaneditor@kan.or.kr)로 제출한다.  

겉표지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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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RB 승인: 승인 번호와 함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논문파일에는 소속기관 이니셜을 임시로 생략하여 기재한다.  

겉 표 지: ~ K기관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OR 2014)을 받았다.

논문파일: ~ *기관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4)을 받은 후 ~

④  도구사용 승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승인여부를 명시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 중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거나 공개되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측정도구를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는 

원개발자 혹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구매하였음을 밝힙니다. 측정도구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문

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신저자 이름                               서명 

   

⑤  심사전검토에서 반려 후 재투고 (1차에 한해 재투고 가능)

반려되어 재투고 한 논문인 경우, 직전 투고와의 차이점과 사유를 기재한다.

9) 편집자 참고사항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여도

논문 심사에 앞서 심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기술한다.

①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② 본 연구 결과의 기여도

10) 편집자 참고사항 3: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보고 점검표 작성

①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인 경우, 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점

검표를 작성한다. 

②  비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Nonrandomized design)의 경우, TREND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 점검표를 작성한다. 

③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의 경우,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점검

표를 작성한다. 

11) 영문 교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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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