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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점검사항

논문 투고 시,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 후 양식에 표기하여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에서도 표기한 후 논문을 탑재하기 바랍니다.
▢ 이 논문은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한국성인간호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함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총 저자의 1/2이상이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원임
▢ 저자점검사항(e-mail로 보냄)
▢ A4, 10 point
▢ 줄간격 200%
▢ 원저
▢ 학위논문 아님
▢ 심사료(5만원) 송금

▢ 저작권 이양동의서(e-mail로 보냄)
▢ 여백규정 준수
▢ 쪽번호
▢ IRB 승인번호:
(필요시, 사본 제출 요청 가능)
▢ 학위논문: 석사( ), 박사( )

※ 원고의 구성
전체 페이지

▢ 20쪽 이내 (영문초록, 표, 그림, 사진 등 각 1장씩)

겉표지

▢ 겉표지 (제목, 전체 저자명, 소속, 직위,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구분
▢ 저자의 최종학위(예, Ph.D, MSN)와 Credential(예, RN, APN, APRN–ACNP 등)
영문 작성 (필요시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요청 가능)
▢ 저자 소속, 직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
▢ 제1저자와 교신저자의 구분
▢ 교신저자 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
▢ 연구방법
▢ 참고문헌 수(학위논문 인용 수)
▢ 영문초록 단어 수
▢ 국문 주요 용어
▢ 연구비 지원 :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
▢ 학위논문인 경우, 이를 겉표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
▢ 이해상충의 관계(conflict of interest):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

영문초록

▢ 200 단어 이내
▢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성
▢ 주요 용어는 MeSH에 등재된 단어로 5개 이내

참고문헌

▢ 투고 규정 준수
▢ 30개 이내(학위논문은 3개 이하)
▢ 별도의 페이지 시작

표

▢ 표와 그림은 총 5개 이내(페이지 당 1개씩 기재)
▢ 표 또는 그림 1개가 A4 한 면을 초과하지 않았음
▢ 약자 설명은 도표 밑에 기술
▢ 숫자 사용 시 단위를 표기
▢ 수치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오자가 없음

이상과 같은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의 반송을 허락합니다.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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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회지

Checklist for Original Article

Please check below items before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 Manuscript contained one original manuscript, author checklist,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 The ethical regulation of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was obeyed.
□ Manuscript is typed in Sinmyungjo or Times New Romans with a space of 30 mm from upper, 25 mm from lower,
left and right margin, 10.0 point in font size and line space of 200%.
□ Text consisted of title page (Title,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phone numbers, e-mail addresses), abstract, text,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in separate pages.
□ Total page including abstract and tables was equal to or less than 20 pages.

1. Abstract and Keywords
□ Word count of the abstract was equal to or less than 200.
□ Keywords of the abstract were described using MeSH terms in Medline, and the number of keywords should be 5
or less.

2. Main text
□ The order of the subtitle was described according to the author guidelines.
□ References in the main text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author guidelines.
□ Every references in the manuscript was cited in the main text.
□ Conclusions were not redundant compared to the descriptions of results.

3. References
□ Total number of references was 30 or less.
□ All references were written in English.
□ All reference style was followed by the NLM style.

4. Tables and Figures
□ The titles and content of tables and figures were written in English.
□ Total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were 5 or less.
□ All abbreviations were described under tables or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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