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확인서
대한응급의학회지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투고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논문을 작성하신 후 아래의 논문투고규정
확인서 사항을 검토하신 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되어 반송되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1. 원고형식
□ 워드 프로세서(한글 97이상 또는 MS Word 2000 이상)를 사용하여, A4용지에 10폰트(10-pitch point)활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인쇄하였는가?
□ 원고는 표지, 초록, 본문, 참고문헌, Table, 그림 및 사진(Figure) 순서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철하였는가?
□ 전자논문 투고시 파일은 표지, 초록, 본문, 참고문헌, Table, 그림 및 사진(Figure) 순서로 각각 작성였는가?

2. 표지
□ 원저, 증례, 종설, 서신임을 표기하였는가?
□ 논문 제목, 모든 저자명(국문 및 영문)을 기재하고,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 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외의 기관은 해당저자명 뒤와 소속기관 앞에 괄호 없는 어깨번호를 붙이고 번호 순으로 기재하였는가?
□ 표지의 하단에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전화, 팩스, E-mail)를 기재하며
기타 연구비 수혜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을 기재하였는가?

3. 영문초록
□ 투고 규정에 맞게 250 단어 이내로 하였는가?
□ 중심단어(key words): 영문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MeSH에 공인된 단어 및 약자를 사용하였는가?

4. 본문
□ 국문으로 표기 가능한 용어는 국문으로 표기하였는가?
□ 인용한 참고문헌은 인용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번호(위첨자)를 붙이고 한쪽괄호로 표기하였는가?

5. 참고문헌(References)
□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며, 인용된 순서대로 투고규정에 맞게 기재하였는가?
□ 참고문헌의 수는 적절(원저: 30개 이내, 증례: 20개 이내)한가?(종설인 경우는 예외)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또는 KoreaMed에 공인된 단어 및 약자를 사용하였는가?
□ 참고문헌은 정확(논문명, 권, 페이지 재확인)한가?

6. 표(Table)와 그림 및 사진(Fig.)
□ Table과 Fig.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으로 하며, 제목은 절로, 설명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기술하였는가?
□ 약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고, 기호는 *,�,�,§,‖,¶,** 순서로 사용하였는가?
□ 그림은 사진인 경우 정확한 규격을 사용하고, 전자논문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 그림(Line drawing)은 원본이어야 하고, 타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저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7. 원고제출
□ 원고의 내용이 수록된 파일(원본 파일, 심사용 파일)및 논문투고 규정 확인서를 첨부 하였는가?
□ 심사용 파일에는 대학명, 병원명, 또는 기타 저자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삭제 하였는가?
□ 투고료 60,000원을 입금하였는가?
확인 책임저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