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투고규정
1. 본지는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사례연구 및 종설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투고시 통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입회비 3만원, 연회비 5만원), 게재확정시 모든
저자는 회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학생회원의 경우에는 게재확정시 입회비 1만원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3. 원고 제출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ptkorea.org)으로 제출한다.
4. 원고 제출 시에는 표지, 저작권이양 동의서, 저자 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5. 제출된 원고는 타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제출된 원고는
(1) 글(2010 이상)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영문은 원칙적으로 괄호 안에 소문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사인 경우에 영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본문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은 meter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last name)을 이름(first name) 뒤에 표기한다.
(5) 사진은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한다.
(6) 국문논문과 영문논문 모두에서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캡션으로 처리하고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7) 국문논문과 영문논문 모두에서 영문초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8)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300자 이내여야 한다.
7. 본문에서의 인용문헌은 해당부위에 저자와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며,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자를 많이 나열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나누며, 저자 순서는 ABC순으로 표기한다.
(1) 인명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
저자가 1명인 경우: 예) Lee(2005)은, Andrew(2012)는 ……
저자가 2명인 경우: 예) Choi와 Kim(1992)은, Song과 Jones(2009)는 ……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Yoon 등(2004)은, Teyhen 등(2011)은 ……
(2) 인명을 문장의 뒤에 표기하는 경우: ……라고 하였다(Jun, 2011; Kim과 Baek, 2003; Whittaker 등, 2007).
8. 인용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9. 모든 인용문헌은 영어로 표기 한다.
(1)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의 수가 3명 이하이면 모두 쓴다. 4명 이상이면 앞에서부터 3명까지 쓰고 그 후에 “et
al.”로 표기한다.
예) Park KN, Cynn HS, Kwon OY, et al. Effects of the abdominal drawing-in maneuver on muscle activity, pelvic motions,
and knee flexion during active prone knee flexion in patients with lumbar extension rotation syndrome. Arch Phys Med
Rehabil. 2011;92(9):1477-1483. http://dx.doi.org/10.1016/j.apmr.2011.03.020
(* 부제-쌍점(:)으로 연결하며, 페이지 번호 뒤에는 고유식별번호(DOI)를 URL형식으로 기입한다.)
(2)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예) Kisner C, Colby LA. Therapeutic Exercise: Foundations and techniques. 5th ed. Philadelphia, PA, F.A. Davis Co.,
2007:63-65.
(* 단행본인 경우, 책 제목은 각 단어의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단행본의 부제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첫
스펠링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출판사 소재지와 출판사 다음에는 쉼표(,)를 삽입한다.)
(3) 인용문헌이 단행본의 장(chapter)인 경우
예) Szklut SE, Breath DM. Learning disabilities. In: Umphred DA ed. Neurological Rehabilitation. 4th ed. St Louis, Mosby,
2001.
(* 인용된 단행본의 장(chapter)을 먼저 표기하고, In: 뒤에 단행본의 저자와 책이름, 출판사를 기입한다. In: 뒤의 저자
가 한 명일 경우 ed. 두 명 이상일 경우 eds.)
(4) 인용문헌이 학위논문인 경우
예)Lee WH. Effect of rotational load on the thickness and activity of abdominal muscles during shoulder horizontal
abduction in lying on the foam roller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low back pain. Seoul,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2.
(*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Master Thesis로 표기하며,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5) 국내문헌인 경우에도 외국문헌의 표기 방식과 동일하나 모두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용된 외국 잡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 표기 방법을 따르고, Index Medicus에 약어명이 없는 경우에는 잡지의
원래 이름 그대로 표기한다.
10. 제출된 원고내용 중에서 자구와 체제가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11.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학회지 구독을 원할 경우, 가입비와는 별도로 구독신청 및 구독료 납부를 해야 한다.
* 개정된 본 투고규정은 2015년 제22권 1호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