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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지 원고투고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아래의 논문투고규정 확인서 사항 
을 검토하시 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되어 반송되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I. 총평 

D 다른 학술지에 동일한 원고나 내용이 심사 제출 및 보고된 적이 없는가 
D 본 논문투고에 대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 
D  원고는 표지-영문초록-본문(서론-대상과방법-결과-고찰)-참고문헌-표-그림및사진의 순으로 작성 

되었는가 
D 원고 표지에 원저임을 표기하였는가 

D 논문 기술과 연구 방법, 결과 기술 및 결론 도출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II. 본문 

A. 제목과 영문초록 

D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D 영문초록은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구조화된 문장으로 기술했는가 
D 영문초록은 250자 이내로 축약하여 기술하였는가 
D 영문초록의 Methods에 연구디자인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D 중심단어 작성 시 MeSH keyword 를 검색하였는가 

B. 서론 

D 본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배경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D 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과 가설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C. 대상과 방법 

1. 임상연구등록 

D IRB 승인 여부 및 승인 번호가 기술되어 있는가 
D 전향적 임상 연구의 경우 임상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 
D 전체 연구 프로토콜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D 연구기금이나 약품 기자재 보조, 연구기금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논문투고규정 확인서 



2. 연구 대상 
 

D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한 설명(포함 및 제외기준, 자료수집시기, 장소, 참여자 모집 방법, 자료 추출과 
정 등)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결과 측정 
 

D  연구 결과의 일차 결과(primary outcome) 및 이차 결과(secondary outcome)의 정의와 기술이 있는 
가 

4. 표본수 추출 

D 표본수 추출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가 

5. 무작위/맹검화 

D 무작위 및 맹검 여부에 대한 설명과 참여 환자에게 적용된 처치가 기술되어 있는가 

6. 검사방법 

D 검사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참고문헌이나 제조사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D 검사 결과의 단위와 역치값, 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7. 통계 방법 

D 각 군간의 비교를 위한 통계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D 모수적/비모수적 검정 적용 여부와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D 하위그룹 분석(subgroup analysis) 시행 시에는 이에 대한 추가 기술이 있는가 
D 정확도 계산 비교와 측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D 이용한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D. 결과 

1. 참여자/순서도 
 

D  연구 대상자 중 포함 기준, 제외 기준에 대한 대상자 수와, 각 군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순서도로 
작성되어 있는가 

2. 기본 데이터 

D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이 설명되어 있거나 표로 작성되어 있는가 

3. 결과 평가 

D 중요한 결과를 표나 그림으로 작성하였는가 

D 각 군의 결과(outcome)에 대한 기술과 분석이 기술되어 있는가 



4. 부가적인 평가 

D 하위그룹 분석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D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또는 KoreaMed에 공인된 단어 및 약자를 사용하였는가? 

D 참고문헌은 정확(논문명, 권, 페이지 재확인)한가? 

E. 고찰 

1. 기술 간결화 

D 서론과 중복되는 내용 기술이 없는가 
D  기존 연구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 아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기존 연구와의 비교가 기술되었 

는가 

2. 연구 의의 

D 연구 결과의 적용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한 고찰이 기술되어 있는가 

3. 이상치 설명 

D 서로 다른 결과나 명확하지 않은 검사치 및 제외된 결과 등의 처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4. 부작용/유해반응 

D 연구과정 동안 생긴 부작용과 유해반응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5. 제한점 

D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가능한 비뚤림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F. 결론 

D 결과를 비약적으로 해석하거나 목적과 상관없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는가 

 
III. 참고문헌 

D 30개 이내로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본문과 참고문헌에 기술하였는가 
D 본문 인용 순서대로 인용하고 있는가 

D 대한응급의학회지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하였는가 

 
IV. 표와 그림 

D 표와 그림 작성에 대한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D 각 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표나 그림으로 작성하였는가 

D 원본이 아닌 사진이나 그림인 경우 인용 출처 표기와 함께 저자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가 



D 연구 참여에 대한 CONSORT 지침에 준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였는가 

 
V. 제출 전 확인 사항 

D 본문은 저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 등을 삭제했는가 
D 모든 저자가 본 논문의 원고를 읽고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였는가 

D 논문 투고료를 입금하였는가 

 
 

확인 책임저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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