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점검 사항
논문번호: KJHAICP논문제목:

일반사항
□ 1. 이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개재가 안되었으며, 게재 예정도 없다.
□ 2. 원고는 A4용지에 이중간격으로 작성하였다.
□ 3. 원고의 양은 Table과 Figure를 제외하고 15매(증례는 10매) 이내이다.
□ 4. 원고는 표지편지, 논문표지, 영문초록,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감사의글, 참고문헌,
Table, Figure의 순서로 작성되었다.
□ 5. 일련 쪽수를 하단에 기재하였다.
표지
□ 1. 논문 교정 책임자(교신저자)의 연락처(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주소)를 명기하였다.
□ 2. 국문 제목이 30자를 넘는 경우(영문 제목은 40자) 요약제목을 적었다.
□ 3. 교신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었다.
영문초록(원저의 경우)
□ 1. 4항목으로 나눈 규정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 2.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 3. 각 항목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 4. MeSH 색인단어를 이용하여 3-5개의 영문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영문초록(증례보고의 경우)
□ 1. 한 단락으로 작성하였다.
□ 2. 200단어 이내로 작성하였다.
□ 3. MeSH 색인단어를 이용하여 3-5개의 영문중심단어를 기재하였다.
본문
□ 1. 참고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괄호[ ]속에 기재하였다.
□ 2. 국문초록을 영문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1. 투고규정을 준수하였다.
□ 2. 저자가 7일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였다.
□ 3.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하였다.
Table과 Figure
□ 1. Table과 Figure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
□ 2. Table과 Figure를 투고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였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른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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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서명)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
논문번호: KJHAICP논문제목:
1.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이 다른 논문의 저작권 침해, 혹은 사적
침해 등을 내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상의 문제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초록의 형태 외에는
출판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게재 거부가 되기 전까지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중복출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논문이 의료관련감
염관리에 게재될 경우, 이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대한의료
관련감염관리학회에 위임합니다.
2. 이해관계 명시(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이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 내
용, 연구와 관련된 자문료, 주식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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