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제출:
저자로서 고려해야 할 윤리 사항과 중요성
저자권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참고한 문헌 목록을 순서에 맞게 포함시켰으며, 해당 내용의 승인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였습니까?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공동
저자의 동의를 얻고, 제출할 때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누가 검토합니까?
피어리뷰의 일환으로 편집자와
리뷰어가 해당 논문이 다른 출판된
논문과의 유사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Taylor & Francis는 CrossCheck를 통해
4,000만 건 이상 게재된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표절(자기 표절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계약을 통해 게재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저작권에 대한 분쟁으로 동료
학자 검토 및 게재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결정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인지해야 합니다.

저자 본인과 다른 연구자의 인용 부분에 대해
확실히 확인했습니까? 재생산된 그림이나 표에
대한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두 번 이상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수집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셨습니까? 투고할 논문에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통계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을 도왔다면 그
내용도 밝혀야 합니다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이해 관계(재무 또는
기타 사항)내용은 반드시 학술지
편집자, 리뷰어 또는 독자에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십시오.
일부 학술지는 논문과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술지의 저자 안내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를 명시하십시오.
커버레터에 자금 및 기금 제공 기구의 역할을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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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준수하십시오.
실험 또는 절차를 설명했습니까? 자료 복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언급한 지침, 자료 또는
공식 포함) 또한, 관련 표준이나 실천 강령을 인용하고, 참고
자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절차 준수를 증명하십시오.
국내 및 국제 절차에서는 사람과 동물
에 대한 실험을 제한합니다.
제출물에 대한 윤리적 승인, 시험 등
록 및 정보에 근거한 환자 동의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한 건씩 제출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논문을 하나의 저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한 명의 편집자와
한 그룹의 리뷰어들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논문 제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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