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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논문점검사항

임상이비인후과 학술지 투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논문을 작성 후 아래의 점검사항을 검토하여(각 항목마
다
 표시)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 작성

	임상이비인후과 저작권에 대한 저자 동의서를 작성하였는가?
	최초 투고 원고 발송 시 원고 및 사진 4부, 원고 파일, 저자 논문 점검 사항표, 연구 윤리 준수 확약, 저자권
양도에 대한 저자 동의 및 저자 기여도와 함께 발송 준비 하였는가?

원고 내용 및 형식

	A4 용지에 명조체 계통의 12 point 글자 크기로 좌측 정렬 하고, 줄간은 1행의 행간 여백을 두어 작성하였는가?
	초록 이후의 원고 안에 저자명이나 소속 또는 기관명을 미기재 하였는가?
	의학용어는 이비인후과학 용어집 및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하여 작성 하였는가?
	측정치의 단위는 미터법, 온도는 섭씨 단위로 하였고, 숫자와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였고, %와 ℃는 숫자
와 붙여 썼는가?

	원고가 표지, 내표지, 영문초록, 영문 중심단어, 서론, 대상 및 방법(또는 증례), 결과, 고찰, 요약 또는 결론,한
글 중심단어, 참고문헌, 표 및 그림 설명의 순서로 작성하였는가?

	표지, 내표지, 초록, 서론, 참고문헌, 표 및 그림은 각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하도록 작성하였는가?
	내표지에 난외표제를 기재하였는가?
	영문초록은 원저일 경우 250단어 이내로 Background and Objectives,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순으로 작성하였고, 증례일 경우 250단어 이내로 소제목 구분 없이 작성하였는가?

	영문 중심단어는 Index Medicus의 의학 주제용어(MeSH)에 등재된 색인 단어를 선택하였는가?
	참고문헌은 20편 이내로 작성하였는가?
	참고문헌의 기재 방법을 투고 규정대로 준수하였는가?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상일 경우, 6인만 기입하고, et al로 기재하였는가?
	별지에 각각 하나의 표와 Figure로 작성 하였으며, 제목과 내용을 모두 영문으로 기재하였는가?
	표에 사용된 약자의 풀이를 하단에 작성하였고, 기호는 *, †, ‡, §, ∥, ¶, **, ††, ‡‡ 순으로 사용하였는가?
	별지에 각각의 그림의 사본과 영문으로 된 그림 설명을 하였는가?
	사진의 경우 원본의 뒷면에 번호 및 상하 표시를 하고 흑백게재 여부를 기재 하였는가?
	증례 원고의 저자 수가 4인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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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료를 송금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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