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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구성
■ 일반사항
1. 원고는 겉표지, 논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 순으로 구성한다.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
한다.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전체 페이지는 겉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A4크기 용지에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여백 주기는 위쪽 30 mm, 아래쪽 25 mm, 왼쪽 25 mm, 오른쪽
25 mm로 주며, 서체는 신명조(바탕체),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200%로 작성한다.
3) 자가 점검 사항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whn.medicallove.com)에서 작성한다.
4) 이상의 투고규정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저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2. 겉표지
겉표지는 본문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며, 자세한 작성요령은 <부록 1>과 같다.
<부록 1> 참조
3. 영문초록: 본문의 첫 페이지에 기록한다.
영문제목의 정관사 (The)는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목의 중요한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초록의 구성은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200단어 이내(제목과 저자명을 제외하고)로 기술한다. 초록 내에 번호나 참고문헌은
표시하지 않는다. 원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문 주요어 (Keywords)는 영문초록 다음에 3~5 개로 기재하며, MeSH(http://
www.nlm.nih.gov/mesh/meshhome.html)에 등재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어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기재한다.
4. 영문 요약문
영문초록 다음 장에 영문 요약문을 삽입한다.
영문 요약문은 다음과 같이 소제목에 따라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1) 관련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은 무엇인가?
2) 이 논문이 추가한 내용은 무엇인가?
3) 간호실무, 또는 교육이나 정책에 적용할 내용은 무엇인가?
각 소제목의 내용은 2~3개의 핵심적인 구나 문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핵심 문장은 간결하여야 하며, 위 소제목별 문장은
20~30단어로 구성하고,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약어나 참고문헌은 포함하지 않으며,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용어를 피하는 대신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한다. 특히, 두 번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결과의 나열이 아니라, 투
고 논문이 증가시킨 지식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며, 세 번째 소제목에 대한 내용은 논문결과에 따른 적용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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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Statement 예시문 1)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over 75 years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ain the coming years.
2) What this paper adds?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ffective 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fter scrubbing.
3)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Par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s care in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5. 본문
1) 본문 상단에는 국문 제목과 국문 주요어를 기재한다.
2) 본문의 구성: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3) 서론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4)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중재), 연구도구,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연구방법은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법이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술한다.
5) 연구결과: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
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적는다.
6) 논의: 연구결과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언급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련
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관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기술한다.
7) 결론: 연구목적과 연관하여 최종 결론만을 간략히 기술하며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을 반복 기술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본문 내에서 인용한 것만을 영문으로 작성하며, 30개 이내로 한다.
6.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질적 연구에서 표를 영문으로 작성하면 의미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표와 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한다.
3) 표, 그림, 사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표 작성의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표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예: HR=heart rate; T=temperature.
†, ‡, §, ǁ, ¶, #, ††, ‡‡

(5)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어깨 표시(

)된 부분의 설명은 표의 좌

하단에 한다.
†

예: Survival case,

‡

Dead case

(6) 인적사항에서 연령, 체중, 신장의 평균치와 단위의 크기는 소수점 한자리까지로 한다.
(7)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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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0.26, F=0.92, p<.001, r=.14, R =.61
8)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각주를 달지 않고 값을 그대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예: p=.003. p값이 .000인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9) 표는 흑색으로 선명하게 기재하며, 설명은 별도로 작성한다.
5) 그림과 사진 작성 원칙
(1)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예: Figure 1. Mean responses to questions by student grade categories.
(2) 사진의 크기는 102×152 mm(4×6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203×254 mm (8×10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ure
1-A, Figure 1-B).
(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명,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5)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의 순서로 작성한다.
(6) 표는 흑색으로 선명하게 기재하며, 설명은 별도로 작성한다.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를 참고하여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시간 기준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의 문헌을 인용한다.
2.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문헌인용 순서에 따라 숫자를 괄호 [ ]로 표시한다. 한 참고문헌이 본문에서 계속 인용될 경우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두 개의 문헌을 함께 인용한 경우 숫자 사이에 쉼표를 기재하며, 세 개 이상의 문헌을 함께 인용한 경우에는
문헌번호가 연속되면 번호 사이에 하이폰을 기재하며 문헌번호가 연속되지 않으면 쉼표를 사용한다.
예: 조기진통의 원인[1], 태아애착행위[2], 성적 자기주장연구[1,2,8-10], 월경통[4-7], Kim [1], Kim과 Park [3], 3명
이상 저자: Kim et al. [4]
3. 저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상의 경우부터 제1저자의 성 뒤에 등[ ]을 표기한다.
예: 한국어로 작성한 경우 Kim [1], Kim과 Park [3], Cox 등[11]
영어로 작성한 경우 Kim [1], Kim & Park [3], Cox et al. [11]

■ 참고문헌 목록:
1. 참고문헌 작성방법은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2판 (2007)을 따른다.
2.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30개 이하로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3. 디지털 학술정보의 용이한 활용, 검색의 효율성, 인용 활성화를 위해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 이를 서지사항 마지막부분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시작페이지-마지막페이지. DOI순으로 기재한다.
예: Chung CW, Hwang EK, Hwang SW. Details of lymphedema, upper limb morbidity, and self management
in women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5):474-483.
https://doi.org/10.4069/kjwhn.2011.17.5.474
저자가 7인 이상일 때에는 6명까지 모두 기입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Creanga AA, Johnson TF, Graitcer SB, Hartman LK, Al-Samarrai T, Schwarz AG, et al.
(2) 출판 중인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Forthcoming 지면 출간예정연월일. 순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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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Heale R, Dickieson P, Carter L, Wenghofer EF. Nurse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interprofessional team
functioning with implications for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Forthcoming 2013
May 9.
(3) 잡지기사: 저자. 잡지기사명. 잡지명. 연도날짜:페이지. 순으로 한다.
예: Posner MI. Seeing in the mind. Science. 2003 October 29:673-674.
(4) 신문기사: 기자. 기사명. 신문명. 연도 날짜:Sect. 란. 순으로 기재한다.
예: Schipper M.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The Washington Post. 2003
July 15: Sect. A12.
2) 저서:
(1) 일반저서: 저자.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전체 페이지 p.(또는 p. 부분 페이지.) 순으로 한다.
예: Lee KH, Lee YS, Ko MS, Kim HJ, Park NJ, Park YJ, et al. Maternity & women 's health nursing. 2nd ed. Seoul:
Hyunmoonsa; 2010. 1070 p.
예: Stoltzfus T. Coaching questions: A coach's guide to powerful asking skills. Charleston, SC: Booksurge;
2008.
(2)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장(chapter) 저자. 장(chapter) 제목. In: 편저자, editor(s).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
사; 연도. 전체 페이지 p.(또는 p. 부분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Miller CW. Applied cardiovascular physiology. In: Wingfield WE, Raffe M, editors. The veterinary ICU
book. Jackson, WY: Teton NewMedia; 2002. p. 1-14.
(3) 번역된 책: 원저자.번역서명.판차사항.역자.출판지:출판사;연도.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Schipper M. Never marry a woman with big feet. 2nd ed Han CH, translator. Seoul: Bookscope; 2010. p.
88-115.
3)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학위논문은 저자.
논문명 [학위유형]. 출판지: 수여대학; 출판연도. 전체 페이지 p. 순으로 기재한다.
예: Lee SK. The effects of group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the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7. 80 p.
예: Chang YE.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breast and cervix cancer screening
in Korean women: Based on the 2005 Korean national examination health and nutrition survey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0. 50 p.
4)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Author; 2011 [cited 2012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2533
4)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Author; 2011 [cited 2012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2533
그 외 사항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 2판(2007)에 따라 작성한다.
* 알림: 이 투고규정은 2018년 3월에 개정되었으며 2018년 6월호 논문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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