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점검표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있는 저자 확인 사항을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 논문 투고 과정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Author’s Checklist

다음은 귀하가 본 영상영어교육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도록 각 항목별로 충실히 작성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저자 점검표입니다. 논문 업로드 전에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교신저자
혹은 대표저자 한 명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일반 안내
□ 나는 본 원고의 내용이 타 저널 등에 게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가 안 되었으며, 게재 예정도 없습니다.
□ 나는 영상영어교육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확인했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다음 사이트에서 (www.kci.go.kr, https://www.turnitin.com/, or www.copykiller.org) 논문 표절
유사도 검사를 마친 후 투고하였습니다.
□ 나의 최종본 논문에 대한 영상영어교육학회(STEM) 자체적인 논문 표절 유사도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 나는 저자 모두 영상영어교육학회의 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본 원고의 내용이 학위 논문의 일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거나 프로시딩지에 게재되었던
경우 이를 원고에서 명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판권이 있는 자료(웹 자료 포함)의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으로부터 교정을 받았습니다.
□ 최소한 한 명의 저자는 교신저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표기되었습니다.
□ 원고는 A4 용지에 상 (25mm), 하 (25mm)의 여백, 좌, 우는 23mm의 여백을 두고, 글자 크기는 10pt,
머리글 (15mm), 바닥글 (10mm)의 여백으로, MS word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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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과 주요 단어
□ 나는 초록이 1) 간결하게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
200단어 내외의 단어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3)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꼭 필요시 참고문헌 삽입 가능).
□ 영문요약 주제어(Keywords)로 연구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를 5개 내외로 선정하였습니다.

본문
□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방법, (4) 결과 및 논의 (5).
결론
□ 소제목 순서는 투고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본문의 참고문헌들은 투고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본문에서 영문 약자를 사용할 시, 첫 번째 사용에서 정의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약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나는 참고문헌 목록에 있는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되었으며, 반대로 원고 본문에 언급된
모든 참고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표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참고문헌을 한글논문이라도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알파벳 순서로 정리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나는 논문의 식별정보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참고문헌의 경우 DOI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 나는 모든 참고문헌이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와 그림
□ 나는 표와 그림의 번호가 투고규정에 제시된 형태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순서대로 표 번호 및 그림 번호가 지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는 모든 그림이 인쇄물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선명한 그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모든 표, 그림의 제목과 내용과 부록을 영문으로 작성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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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 논문의 저자(들)은 본 논문이 영상영어교육에 게재될 경우,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 이익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영상영어교육학회에 이양하기로 동의하고,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나는 논문 게재 확정 후 게재료를 납부하겠습니다.
□ 나는 저자 체크리스트 모든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모든 조항에 동의합니다

논문 제목
날짜
교신 저자 이름
서명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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