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학회 논문투고 체크리스트
다음 사항을 투고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각 사항을 그대로 하신경우에는 체크(√)하여 투고하여 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정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며, 연회비를 납부하였습니까?
회원가입 및 연회비 문의 : 최령 총무위원장(choir33@naver.com / 010-2813-3301) [국민은행 122101-04-218214 보건의료산
업 학회]

심사료 8만원을 입금하였습니까?
편집부 계좌[농협 301-0031-5604-81 배성권]

영문제목은 적절하게 입력하셨습니까?
영문은 문장의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제목에 포함되는 모든 명사의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되,
관사와 전치사는 소문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저자 및 소속명(한글, 영문 모두)은 정확한 순으로 입력하셨습니까?
저자명과 소속명을 정확한 순으로 입력하고, 교신저자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표지에 기입하십시오.
필요시 연구비 수혜내용을 함께 기입하십시오.

영문저자는 정확한 순으로 입력하셨습니까?
<예시> Jin-Hee Choi :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하시고, 성은 뒤에 제시하십시오.

표지에 모든 정보 기입하였으며, 본문내용에는 저자정보를 모두 삭제하셨습니까?
표지에 투고자와 교신저자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표지에 기입하십시오. 필요시 연구비 수혜내용을 함께 기입하십시오.

영문초록은 1000자 이내로 작성하셨습니까?
초록(Abstract)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1,000자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하며,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Key Words(중심어)는 4개 내외로 작성하셨습니까?
영문으로 작성하며, 각 단어 첫 자는 대문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한글로 된 중심어를 아래줄에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예)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PM

본문은 1단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본 학회지는 2단으로 편집되어 있지만, 투고자는 반드시 1단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저자는 글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논문을 투고하실 때, 글 [스타일]을 사용하셨으면,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그림과 표는 개체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하였습니까?
그림과 표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표 테두리는 적절하게 처리하였습니까?
표의 세로선 모양은 [선없음], 나머지 가로선은 테두리 모양과 굵기는 기본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 결론의 순으로 기술하셨습니까?
본 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 절, 항 등의 해당번호는 학회투고규정에 일치하게 제시하셨습니까?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 목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표기해 주십시오.

표와 그림은 학회투고규정과 일치하게 제시하셨습니까?
그림과 표는 영문으로 총 5개 이내로 작성하며,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표는 상단 왼쪽에 각각 <Figure 1> 및 <Table 1>로 표기하십시오.

본문 내 <Table>,<Figure> 표시는 투고규정과 일치하게 제시하셨습니까?
본문 내에 표에 대한 표기는 반드시 < >를 이용하셔야 하며, 다른 표기방법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문내 참고문헌의 인용형식은 학회투고규정과 일치합니까?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미주번호를 [1], [2], …의 형식으로 기재 한다.
인용시 반드시 학회의 기준을 따라 작성하십시오. 이어지는 번호일 경우에도 각각 표기[1][2][3][4]한다.
<예시> Hong et al.[1]의 연구에서

참고문헌의 개수는 25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고문헌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25개 이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문헌의 인용, 형식은 학회투고규정과 일치하게 제시하셨습니까?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인용 순서대로 1., 2.,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발행년도), 도서명, 발행기관, 쪽수의 순으로 기술합니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용한 페이지를 표기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한 경우에는 자세한 URL을 명시합니다.
학회지의 경우, “Vol.4(1);37-38” 와 같이 표기할 때, 내용의 사이와 사이에 빈칸을 두시면 안 됩니다.
참고문헌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반드시 양식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 논문지인 경우 : 저자명(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예] Y.K. Shin(2009), The New Trends of Hospital Management, J. of Health Society, Vol.3(2);37-38.
●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쪽수
[예] M. Park(2009), Multi-Hospital Management, Health Pub, pp.4-10.
●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
[예] http://www.hospitalreport.kr/journal/journal03.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