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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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I. 총평 

o  다른 학술지에 동일한 원고나 내용이 심사 제출 및 보고된 적이 없는가 
o  본 논문 투고에 대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가 
o  원고는 표지-영문초록-본문(서론-증례-고찰)-참고문헌-표-그림및사진의 순으로 작성되었는가 
o  원고 표지에 증례(case report)임을 표기하였는가 
o  국내외적으로 희귀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증례인가 
o  논문 기술과 증례의 임상적 중요성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II. 본문 

A. 제목과 영문초록 

o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o  영문초록은 구조화된 문장으로 환자 증례에 대한 경과와 임상적 중요성을 기술하였는가 
o  영문초록은 200자 이내로 축약하여 기술하였는가 
o  중심단어 작성 시 MeSH keyword 를 검색하였는가 

B. 서론 

o  본 증례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C. 증례 

1. 임상연구등록 

o  IRB 승인 여부 및 승인 번호가 기술되어 있는가 

2. 진단 및 검사 결과 

o  진단방법이나 사용된 약제에 대한 설명, 참고문헌이나 제조사가 제시되어 있는가 

논문투고규정 확인서



o  검사치의 기술 단위, 정상치 범위 및 결과 해석이 기술되어 있는가 
o  임상경과에 따른 결과를 적절한 표나 그래프로 간결하게 작성하였는가 

D. 고찰 

1. 기술 간결화 

o  서론과 중복되는 내용 기술이 없는가 
o  기존 연구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 아닌 본 증례에 대한 분석과 기존 증례와의 비교가 기술되었는가 

2. 증례의 의의 

o  진단적 혹은 치료적 관점에서 본 증례보고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는가 

3. 부작용/유해반응 

o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빌생한 부작용과 유해반응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4. 제한점 

o  연구에 대한 제한점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III. 참고문헌 

o  20개 이내로 논문 투고 규정에 맞게 본문과 참고문헌에 기술하였는가 
o  본문 인용 순서대로 인용하고 있는가 
o  대한응급의학회지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하였는가 

IV. 표와 그림 

o  표와 그림 작성에 대한 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o  사진이나 그림인 경우 환자와 병원 정보가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는가 
o  원본이 아닌 사진이나 그림인 경우 인용 출처 표기와 함께 저자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가 

V. 제출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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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책임저자 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