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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에 대한 점검표
본 점검 사항은 논문 접수부터 게재 판정까지의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항목이 충실히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에 ∨로
표시한 뒤 원고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나 당뇨병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

⊙ 논문 투고 시 최종 점검사항

2) 증례

☐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책, 논문, 창작물 등을 본문, 그림,

☐ 초록은 영문 200 단어 이내로, 항목의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기술하였습니까?

표에 인용할 경우, 저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

 고문헌의 수는 20개 이하입니까?
☐참

다. 저작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IRB 승인 및 필요한 경
우 피험자 동의에 관한 내용을 연구 방법에서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실험과정이 연구 기관
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종설
☐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참고문헌은 150개 이하입니까?

⊙ 투고 논문에 대한 세부 점검사항
☐ 국문으로 표기 가능한 용어를 불필요하게 영문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영어 약자의 경우 처음 기술되는 부분에서 풀어 썼습니까?
예) 다낭성 난소증후군(polycystic ovary syndrome, PCOS)

⊙ 투고 논문에 대한 형식에 대한 점검사항

☐ 국문단어와 괄호 사이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없습니까?
예) 세포자연사(apoptosis)를 관찰하였다(Fig. 1).

☐ 원고를 A4 용지에 10호 글자 크기, 2줄 간격으로 작성하였습니
까?
☐ 학술용어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정한 당뇨병학 용어집
(제3판)에 실린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까?
1) 윈저
☐ 논문의 순서는 ① 표지(Title page), ② 영문초록 및 중심단어
(Keywords), ③ 본문(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④ 참고
문헌, ⑤ Funding, ⑥ 감사의 글, ⑦ 표 및 ⑧ 그림설명(Figure
legend) 및 그림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이 한글 40자, 영문제목은 20단어 이내입니까?
☐제
☐ 영문초록은 영문 250 단어 이내로,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작성하였습니까?
☐ 참고문헌은 50개 이하로 하였습니까?

☐ 영문단어, 숫자, 단위 등과 괄호 사이는 띄어 썼습니까?
예) diabetic ketoacidosis (DKA), 10/20 (50%), 50% (150명)
☐ 수치와 단위 사이는 띄어 썼습니까?
예) 공복혈당 92 mg/dL, 체중 52 kg
☐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검사수치의 단위는 SI 단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사용하였습니까?
☐ 단위에서 liter는 ‘L’로 표시했습니까?
예) mL, dL
☐ 온도(℃), 퍼센트(%), 배율(×)을 나타내는 표시는 붙였습니까?
예) 38.5℃, 7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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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이나 곱하기를 표시하는 표시는 알파벳 x가 아니라,
문자표의 ×로 표시하였습니까?

☐ 표의 제목은 영문으로 기재했습니까?
 제목에서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였습니까?
☐표

☐ ±, <, >, = 등의 표시는 띄어 썼습니까?
예) 57.5 ± 33.3, < 30 kg/m2

 제목 마지막에 마침표 ‘.’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표
표
☐  내에서는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였습니까?

 value는 대문자, 이탤릭체로 표기하였습니까?
☐P
예) P < 0.05

 에 세로선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표
 의 왼쪽 항목은 ‘왼쪽 정렬’, 나머지 항목은 ‘가운데 정렬’을
☐표

1) 표지

 밑에 기입되는 약자를 표에 언급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였으
☐표
며, 줄 바꾸지 않고 연이어 기술하였습니까?

하였습니까?
☐ 국문제목,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 성명을 기재한 후, 영문
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목, 성명, 소속 기관 순서로 기재하였
습니까?
☐ 국문제목에 국문으로 바꿀 수 있는 영어단어는 없습니까?
☐ 영문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작성하였습니
까?

예) BMI, body mass index;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알파벳 소문자 (a, b, c, d, e)를
순서에 따라 해당 단어 뒤에 붙이고, 표 하단에 각 기호마다
줄을 바꾸지 않고 설명하였습니까?

예) Comparison of the Efficacy and Safety
☐ 중심단어(Keywords)는 3~10개(증례의 경우는 3개 이내)
로, Index Medicus의 주제 색인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였

☐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 1’과 같이 영문으로 표시하였습
니까?

으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알파벳 순서로 기재하였습니까?

☐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책, 논문, 창작물 등을 표에 인
용할 경우, 저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출

예) Keywords: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처를 그림 설명에 표기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았으며 출처

Insulin resistance

표기를 하였습니까?

☐ 교신저자를 명기하고, 주소, E-mail 주소 등을 기록하였습
니까?

4) 그림

2) 참고문헌

☐ 그림의 번호를 인용된 순서대로 매겼습니까?
 림 제목은 가장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마침표
☐그

☐ 참고문헌의 인용번호는 본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
순으로 붙였습니까?
예) 알려져 있다[4-7].
☐ 국내문헌의 경우에도 영어로 표시하였습니까?
☐ 잡지의 경우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 권수, 면수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까?
예) Ko SH, Cha BY.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in
type 2 diabetes mellitus in Korea. Diabetes
Metab J 2012;36:6-12.

‘.’를 표시하였습니까?
☐ 삽화(Illustration)의 경우 뚜렷하게 잘 그렸습니까?
 plate에 여러 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모아놓은 경우 번호
☐한
순서를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A, B, C 등의 순서로 표기하
였습니까?
 문에서 인용할 때 ‘Fig. 1’과 같이 영문으로 표시하였습니
☐본
까?
 림에 대한 설명(Figure legends)을 간결하게 영문으로 작
☐그
성하여 별지에 기술하였습니까?

Rife FS, Walton V, et al. Efficacy and metabolic

 림이 여러 장인 경우 그림에 대한 각각의 설명 첫 머리에
☐그
소제목을 달았습니까?

effects of metformin and troglitazone in type II

예) Histology of the resected pancreas. (A) Dysplastic

예) Inzucchi SE, Maggs DG, Spollett GR, Page SL,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1998;338:867-72.

islets are scattered randomly with incremental in

☐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
년. 면수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까?

size and number. (B) An islet was budding from

예) E
 yre HJ, Lange DP, Morris LB. Informed decisions:

 림이 조직소견인 경우 염색방법과 확대 배율을 표기하였습
☐그
니까?

the complete book of cancer diagnosis, treatment,
and recovery. 2nd ed. Atlanta: American Cancer
Society; 2002. p768.

pancreatic duct epithelium.

예) (H&E stain, ×400)
 작권 승인을 받아야하는 책, 논문, 창작물 등을 그림에 인
☐저
용할 경우, 저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출처

3) 표

를 그림 설명에 표기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았으며 출처표기를

☐ 표의 번호를 인용된 순서대로 매겼습니까?
☐ 표는 두 줄 간격으로 한 페이지에 하나씩 나타내었습니까?

하였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