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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점 검 표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논 문 제 목

저 자

:

: 

논문 제출 전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고 □에 ∨로 표기하십시오.

 
 1. 대한임상검사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 □

 2. 위조, 변조, 표절, 삭제, 자기기만, 중복투고, 중복출판, 논문분할,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 □

 3.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인계동의서[필수], 논문유사도 결과확인서[필수]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하였음 □

 4.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하였음 □

 5. 제목, 저자, 소속은 영문 및 국문으로 하였음 □

 6. 단축제목, 초록, 중심단어, 교신저자 주소 및 연락처, 표, 그림, 참고문헌, 사사, 이해관계는 영문으로 작성하였음 □

 7. 논문원고(Manuscript)는 겉표지, 원본, 그림 파일로 나누어 작성하였음 □

   (1) “겉표지파일(Cover file)”은 원고종류, 연구분야, 영문제목, 단축제목, 영문저자, 영문소속, 국문제목, 국문저자, 국문소속, 

교신저자연락처, 사사(저자기여도),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 “원본파일(Original file)”은 저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학위논문 여부, 논문유사도 결과, 초록 단어수, 영문제목, 단축제목, 

국문제목, 초록, 중심단어,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표(Table), 그림설명(Figure legend)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8. 그림 파일은 그림번호, 그림내용(사진 등)으로 작성하였음 □

 9. 원고분량의 경우 원저는 12페이지, 증례보고는 8페이지, 종설은 16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였음 □

 10. 영문제목은 2줄 이내로 작성하였음(부득이하게 초과한 경우 예외 인정) □

 11. 초록은 원저나 종설의 경우 200단어(180∼200), 증례보고는 150단어(140∼150)에서 작성하였음 □

 12. 국문제목은 영문제목에 일치, 요약은 초록에 일치시켜 작성하였음 □

 13. Keywords는 MeSH를 참고하여 3∼5개 단어 사이에서 작성하였음 □

 14. 논문의 순서는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서론, 증례, 고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요약의 순으로 작성하였음 □

 15. 참고문헌의 번호를 인용 순서대로 각괄호 [ ]속에 표기하고, 권만 표기, DOI 번호가 부여된 논문은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

 16. 참고문헌의 경우 원저는 10∼30개, 증례보고는 5∼15개, 종설은 40∼60개 사이에서 작성하였음 □

 17. 학술지는 Index Medicus를 참고하여 공인된 약어로 작성하였음 □

 18. 저자수가 7인 이상 학술지는 최초 6인까지 나열하고 “et al”로 생략하여 작성하였음 □

 19. 저자수가 3인 이상 서적은 최초 2인까지 나열하고 “et al”로 생략하여 작성하였음 □

 20. 표와 그림을 합하여 1-10개 사이에서 작성하였음(부득이하게 초과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상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교신저자: (성명) (날짜) (서명)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회

(028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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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eck List

To: Editor-in-Chief of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Title of Manuscript

Authors

:

: 

Please check below items as ∨ mark before submission of the manuscript.

1. Research ethics 

□ This manuscript is not duplicate submission and it observes the Research ethic guidelines.

2. Manuscript preparation 

□ Original article is maximum 12, Case report is maximum 8, Review article is maximum 16 pages.

□ Manuscript types, research areas, title, authors, affiliation, abstract, key words, corresponding author's contacts, 

tables, figures, references, acknowledgements, conflict of interest : all in English

□ The title should not exceed 2 lines in English. A running title should be added if used "heads" in publication.

3. English abstract 

□ Original article is 180 to 200, Case report is 140 to 150, Review article is 180 to 200 words.

□ Unstructured abstract should be written in single paragraph. 

□ Key words should be 3 to 5 words. Use terms from the MeSH.

4. Main text

□ Main text should consist of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introduction, case, and 

discussion or introduction, main issue, and conclusions).

□ Serially number the references in the order of citation in the main body with Arabic numerals in brackets.

5. References 

□ Original article is 10 to 30, Case report is 5 to 15, Review article is 40 to 60.

□ Journal name are to be abbrev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yle of Index Medicus.

□ Use "et al" instead of list all authors (Journals list the first 6 and add et al; Books list the first 2 and add et al).

6. Tables and Figures 

□ Tables and Figures are 1 to 10.

The submitted manuscript may be returned if the above regulations are not observed.

Corresponding author:                                       (Name)                               (Date)                                         (Signature)

Editorial Committe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5 FL,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Building, 41, Jongam-ro, Seongbuk-gu, Seoul 02811,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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