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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대성빌딩 6층

SCIE급 저널 게재를 위한 준비, 
저널랩과 함께 하세요.



전화나 메일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의뢰하세요.
Journal Lab Website

전화나 이메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저널랩 홈페이지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상 금액을 즉시 확인하고 의뢰하세요.

회원가입 후, 상세요청하기를 클릭을 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저널랩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Service Recommendation



고객의 연구를 연구하는 여섯 가지 방법
Journal Lab Service

저널의 리뷰어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논문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리포트를 제공하여 논문의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Expert Review

논문의 주제와 키워드, 피인용지수, 인용색인, 발행 빈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논문 게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널을 추천해드립니다.

Journal Selection

저널의 규정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서식을 맞추며, 추가적인 문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은 저널랩에 맡기세요,

Formatting

표준 학술 영어 표현과 용어에 중점을 두고 문법, 문장부호, 스펠링

등 논문 내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검토해드립니다.

General Editing

관련 분야의 원어민 에디터가 SCIE급 저널 게재를 목표로 논리 구조

검토를 포함한 학술적인 영문 교정을 제공합니다.

Scholar Editing

렉스코드가 20년간 쌓아온 번역 노하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

번역가들이 한-영 학술 번역을 진행합니다.

Translation



실제 예산을 예측해보세요.
Journal Lab Rates

Editing

Expert Review Journal Selection Formatting Submission

General Scholar

기본 요금 ￦180,000 ￦360,000
￦550,000 ￦310,000 ￦95,000 ￦50,000

추가 요금 ￦60 ￦120

패키지 요금 Scholar Editing 패키지 – ￦1,220,000 무료 제공

*VAT 별도

표준 단가 할인 단가

학술 번역 (1장, 공백 제외 한글 500자) ￦50,000 ￦39,000 (22% 할인)

논문 초록 (1장, 공백 제외 한글 500자) ￦40,000

Service Rates

* Editing 서비스는 3,000 단어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 요금은 1단어 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Scholar Editing에는 Formattin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ranslation Fee

* Editing 패키지 선택 시 번역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번역 진행이 가능한 최소 분량은 0.5장 입니다.

*VAT 별도



https://journallab.co.kr/prepayment

1

2

3

4

500만 원 이상 포인트 충전 후, 결제 금액의 5%가 추가
적립되는 멤버십 혜택을 받으세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즉시 발행해 드립니다.

결제 금액, 사용 포인트, 잔여 포인트, 사용 내역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저널랩 멤버십 포인트 충전 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용해보세요.

연구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Journal Lab Membership Point

https://journallab.co.kr/prepayment


여러분의 연구 가치는 지금도 전 세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Journal Lab Analytics

<Immuno-enhancement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in healthy 

adults: a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A cas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fected liver transplant donor>

<Placement Optimization of 
Multiple Lidar Sensors for 

Autonomous Vehicles> 

<Porous commercially pure titanium 
part fabricat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based on process condition 
with low energy density>

<Targeting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delta (PPARδ): 

A Medicinal Chemistry Perspective>

더 많은 게재 저널 리스트는 저널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랩을 통해 게재된 저널 중, ‘Technology’ 분야의 저널이

총 41.5%로 가장 높은 게재 비율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

‘Biomedicine’ 분야, ‘Social Science’ 분야에서 각각 28.3%,

13.2%의 게재율이 나타났습니다 . 이 밖에도 ‘Physical

Sciences’ 분야, ‘Life Sciences’ 분야와 같이 점차 다양한 분야

에서의 게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Service FAQ

- 평균적인 작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요청한 논문 또는 특이사항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별 작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DAYS

제너럴 에디팅

2 DAYS

포매팅

4 DAYS

저널 추천

5 DAYS

스칼라 에디팅

- 저널랩 멤버십 포인트란 포인트 금액을 충전 후,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결제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안내 및 결제 > 저널랩 멤버십 탭에서 충전하실 수

있으며, My Request 탭에서 적립 및 차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널랩 멤버십 포인트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충전할 수 있나요?

- 저널랩 서비스 상담은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 미팅과 실시간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요청하시는 경우,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는 Contact Us의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연구가 언어장벽 너머 더 넓은 세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구를 연구합니다

Journal Lab by LEX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