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제목:

저자 점검표

영남의대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논문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점검 사항을 검토하고 각

항목마다 [ ]안에 √표시하여 투고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 ] 초록을 제외하고는 이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

[ ] MS-word 사용 A4 용지 각 변에 25 mm 이상의 여백, 글자 크기는 11 point, 두 줄 간격 작성.

[ ] 원저는 표지, 초록, 본문(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감사의 글, 이해관계), 참고문헌, 그림설명,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

[ ] 증례 보고는 표지, 초록, 본문(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참고문헌, 그림설명, 표, 그림 순 작성.

[ ] 페이지 일련번호는 표지부터 하단 중앙에 기재.

[ ] 저작권 이양 동의서(저자 전원 자필서명), 저자 점검표 제출.

2. 표지

[ ] 논문의 제목, 전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

[ ] 10 단어 이내의 약칭제목(Running Title).

[ ] 교신저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3. 초록

[ ] 250단어 이내의 영문.

[ ] 증례는 한 문단, 원저는 배경(Background), 방법(Methods), 결과(Results) 및 결론(Conclusion)으로 구분.

[ ] Keywords 5개 이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영문초록 하단에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에

   수록된 어휘를 사용하여 작성.

4. 참고문헌

[ ]  인용문헌이 1개인 경우: ~이다[1].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이다[1,2,4-7].

    인용문헌 1개(영문): ~heart failure [1].     ▸인용문헌 여러 개(영문): ~heart failure [1,2,4-7].

[ ]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 기재하고, “et al.” 또는 “등”(영문이 없는 문헌인 경우) 표기

[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에 수록된 약어 사용

[ ]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영남의대학술지 투고규정 준수(예: Ann Intern Med 1996;124:980-3.)

5. 표 및 그림

[ ] 제목 및 가로, 세로축의 범례(legend)의 첫 글자는 대문자 사용.

[ ] 표는 3줄의 가로 실선 사용, 수직선은 긋지 않음.

[ ] 모든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문으로 작성.

[ ] 표의 footnote에 그룹 및 약자에 대한 설명, 통계적 유의수준(예: a)p<0.05, b)p<0.01) 표시

[ ] 그림의 크기는 15×20 cm 이하, 해상도는 300 dpi 이상(권장: 600 dpi)으로 하며, 파일명은 

   "저자명 Fig1"(예: 홍길동Fig1)으로 표시. 논문 마지막페이지에 그림을 삽입하고, "jpg" 또는 "tif" 

   형식의 파일도 별도 제출.

[ ] 동일 번호에 2개 이상의 그림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영문 대문자를 기입하여 구분하고

   (예: Fig. 1A, Fig. 1B), 그림의 설명(figure legend)은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으로 기술.

                                                              교신저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