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료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논문 심사 및 투고료가 심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 년 3 월 31 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입회비

연회비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2014년 3월 31일 이전)

(2014년 3월 31일 이후)

○정회원 입회비: 3 만원

○정회원 입회비: 3 만원

○학생회원 입회비: 1 만원

○학생회원 입회비: 1 만원

○정회원 연회비: 5 만원

○정회원 연회비: 5 만원

○학생회원 연회비: 면제

○학생회원 연회비: 면제

○일반심사비: 5 만원

○일반심사비: 5 만원

→ 게재확정 후 심사비 납부
심사비

○긴급심사비: 10 만원
→ 심사비 10 만원 납부 후,
논문 심사 진행
○일반 논문 게재료: 20 만원
→

영어논문과

원어민교정서를

→ 게재확정 후 심사비 납부
○긴급심사비: 10 만원
→ 심사비 10 만원 납부 후,
논문 심사 진행
○일반 논문 게재료: 20 만원
→ 한글, 영어 논문 모두 해당

함께 제출 시 게재료: 면제
○ 긴급 논문 게재료: 30 만원
게재료

→

영어논문과

원어민교정서를

○ 긴급 논문 게재료: 30 만원
→ 한글, 영어 논문 모두 해당

함께 제출 시 게재료: 10 만원
※ 외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 ※ 외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
은 경우 사사표기시 10 만원을

받은 경우 사사표기시 10 만

부가적으로 납부

원을 부가적으로 납부

※ 입회비와 연회비는 논문심사의뢰시 통신저자만 회원자격을 갖추면 되며
(입회비 3 만원, 연회비 5만원), 게재 확정시 모든 저자는 회원자격을 갖
추어야 합니다(단, 학생회원의 경우 가입비 1 만원으로 회원자격을 부여
한다).

※ 긴급논문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신속히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을 의미하
며, 긴급 논문으로 투고하실 경우 논문심사 순서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 논문 페이지가 10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 장당 추가요금 3 만원이 발생
됩니다.
※ 컬러인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1 장당 추가요금 6 만원이 발생됩니다.
※ 논문심사 절차
논문투고(원고, 포지, 저자점검표, 저작권이양동의서, 원어민교정확인서,
원어민교정서) → 편집부 확인 → 논문심사(심사위원) → 게재승인(편집
위원장) → 저자교정(교정원고, 수정대조표, 게재동의서) → 발행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2-514506 (예금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문의사항: ptkorea1994@gmail.com / 033-760-2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