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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하고 ✔표시를 하십시오.

저자들은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대한금연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다.
□ 인간대상 연구인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과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서를 받았고 본문에 이를 명시하였다.
□ 작성한 논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고, COI form을 제출하였다.
□ 연구비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과 연구비 번호를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영문), 저자명(국문&영문), 저자소속 기관명(국문&영문), 지위, 학위, orcid number, 국문&영문 수
정책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와 E-mail 주소), 국문 원고의 자수(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 제외) 또는 영문 원고의 
단어 수, 영문요약의 단어 수, 표와 그림의 개수를 밝혔다.

□ 원고는 투고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 원저의 영문요약은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영문 요약은 총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으며, 3개 이상 5개 이하의 영문 중심단어를 제시하였고 Index Medicus의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에 수록된 어휘를 사용하였다.
□ 원고는 참고문헌, 표, 그림설명문을 포함한 전체를 2행 간격으로 A4 크기로 작성하였다.
□ 원고의 길이는 표지, 표, 그림, 참고문헌을 제외한 양이 국문의 경우 12,000자를 넘지 않았고, 영문의 경우 4000단어를 넘지 않았

으며, 표와 그림을 합친 개수가 7개를 넘지 않았다.
□ 참고문헌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 원저의 경우 참고문헌이 30개를 넘지 않는다. 
□ 모든 표, 그림과 그림 설명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 각 제목, 표, 그림은 면을 바꾸어 작성하였다.
□ 따로 제공하는 그림이나 사진의 해상도는 300 dpi 이상이다.

본 논문의 저자(들)는 이상의 점검을 마쳤으며 본 논문이 대한금연학회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 본 논문의 저자(들)는 본 논문이 다른 논문의 저작권 침해, 비방, 혹은 사적 침해 등을 내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상의 문제
로 대한금연학회가 어떠한 피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저자(들)는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했고,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대한금연학회지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가 원고
를 제출하면서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게재된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때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에 따라 상업 목적이 아닌 한 원저를 
밝히면서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이상 내용에 대해 모든 저자가 인지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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