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Send back

신규 논문투고

논문 접수/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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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선정
Assign

Decline

수락/거절
Agree
심사위원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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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

Decline

수락/거절
Agree
Review 제출

의견서 작성
최종 결정(승인)

Submit /
Return

Recommend

결과확인
Major/Minor Revision

수정 논문 작성
종료

Accept/Reject

※ 각 Process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 Email이 발송됨
- Email이 스팸 편지함에 있는 경우, 스팸 메일 해지가 필요함
※ 개략적인 그림으로 각 단계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음
※ 저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한글 매뉴얼 PDF 배포

메뉴

Home

개요

- 논문투고시스템 처음 접속 화면

∙ 작업 순서
1) 이메일 (ID)를 입력합니다.
2)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3) 개인이 사용하는 PC의 경우 이메일(ID)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설명
- 회원 가입 : 회원가입을 합니다.

Menu Bar

기본적으로 저자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Journal 정보

메뉴

Home > 회원 가입(등록)

개요

- 회원 가입 화면

∙ 작업 순서
1) 회원 정책에 동의 하고 Confirm을 클릭합니다.
2)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3) * 표시는 필수정보입니다.
4) reCAPTCHA를 클릭하고 등록 클릭합니다.
5) 가입이 완료되면, 저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설명
- reCAPTCHA : 자동 가입 방지하고 사람이 직
접 입력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보안 장치

메뉴

Home > 비밀번호 찾기

개요

- 비밀번호 분실 시, 이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화면

∙ 작업 순서
1) 회원가입에 사용된 Email을 적고 버튼을 클릭
한다.
2) 메일에 전송된 비밀번호를 확인한다.(30분간
유효함)
3)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한다.

∙ 화면 설명

메뉴

My Account > 개인 정보 변경 / 비밀번호 변경

개요

- 개인 정보 / 패스워드 변경

∙ 작업 순서
1) 로그인 후 상단 오른쪽에 “My page”를 클릭
한다.
2) 개인 정보를 변경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
3) 패스워드를 변경할 경우 왼쪽 사이드바의 “비

밀번호 변경”를 클릭하고 현재 패스워드, 변경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 화면 설명
-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의 패스워드를 꼭 입력해야 한다.

메뉴

Home > My Account

개요

- 심사위원 모드만 있는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저자 모드가 활성화된다.

∙ 작업 순서
1) 이메일을 통해서 임시 패스워드를 받은 심사
위원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수
정하면 저자 모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메뉴

저자 > 메인 화면

개요

- 저자 모드의 메인 화면

신규 논문 (1차)
- 새로운 논문 투고

신규 논문 제출

- 작성 중인 논문

수정 중인 신규 논문 목록

- 저자에게 반송되어 돌아온 논문

반려논문 목록, 반려 사유에 대해 논문을
수정하여 재 제출

-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

제출된 논문의 목록. 진행상태 확인 가능

수정 논문 (2차 이상)
- 수정논문 작성 동의가 필요한 논
문

수정 논문 제출

- 작성 중인 수정 논문

수정 중인 수정 논문 목록

- 저자에게 반송되어 돌아온 수정
논문

반려된 수정논문 목록,

- 심사가 진행 중인 수정 논문

제출된 수정 논문의 목록

완료 논문
- 최종 결정이 내려진 논문

최종 결정된 논문 목록

- 철회 또는 삭제된 논문

철회된 논문 목록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저자 체크리스트

개요

- 논문 제출 전 필수적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 작업 순서
1)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한
다.
2) 확인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화면 설명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논문 분류 & 범주

개요

- 논문 투고 시 논문 분류와 범주를 선택하는 화면

∙ 작업 순서
1) 논문의 긴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2) 논문의 분류를 선택합니다.
- 원저, 종신, 연구 교신 등
3) 해당되는 범주를 복수 선택합니다.
4)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5)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 설명
- 긴급 논문은 학술지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제목 & 초록

개요

- 타이틀, 초록 등 기본정보 등록

∙ 작업 순서
1) 제목, 소제목 , 초록,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2)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3)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화면 설명
- 제목, 초록, 키워드 수를 학술지에서 강제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
니다.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해당 항목
미 작성시 논문 투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저자 & 소속

개요

- 투고자/ 소속 정보 입력

∙ 작업 순서
1) “저자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저자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2) “소속 추가하기”을 클릭하여 소속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저자의 소속에 해당되는 곳을

⑤

클릭하여 체크를 합니다.
4) “소속번호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5) 정보 요약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③

①

∙ 화면 설명
- 각각의 저자와 소속은 좌측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각각의 저자와 소속은 우측의
메뉴를 통해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④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커버레터 & 제안

개요

-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심사위원를 추천/거절 목록을 작성한다.

∙ 작업 순서
1) 추천하거나 거절하고 싶은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목록을 작성합니다.
2)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커버레터를 작성합니
다.

∙ 화면 설명
- 심사위원의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꼭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커버레터 작성 후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안 하고, 심사위원 작성을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질 수 있음)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파일 업로드

개요

- 논문 파일 업로드

∙ 작업 순서
1) “Download the form”을 눌러 원고 및 저
작권 양도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
합니다.
2) 업로드 할 파일의 종류를 항목에서 선택 후
‘설명’ 정보를 입력 합니다. (중복선택 가능)

‘설명’ 부분에 절대 저자 정보를 입력하지 마
십시오.
3)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한
후 “저장” 클릭 하면 파일이 업로드 되고, 업
로드 된 파일은 파일의 목록으로 확인이 가
능합니다.

∙ 화면 설명
- *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제출해야 합
니다.

IV
메뉴

신규 논문> 새로운 논문 투고 > 투고 내용 요약

개요

- 논문을 제출 하기 전에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다.

∙ 작업 순서
1)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
한다.
2) 이미 출간된 논문 검색을 통하여서 Google
과 Pubmed 에 유사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3)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제출”을 눌러서 논문
을 제출한다.

∙ 화면 설명
- 입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력 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IV
메뉴

신규 논문 > 작성 중인 논문

개요

- 논문을 작성 중이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한 논문 (아직 제출 전 논문)

∙ 작업 순서
1) 작성 중에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반송된 논
문을 수정하기로 한 경우 “작성 중인 논문”
목록에 나타난다.
2) 논문을 수정/제출하기 메뉴를 통해서 논문
을 수정하고 제출 할 수 있다.

3) ‘논문을 삭제하기’를 통해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4) ‘발송된 이메일 확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
인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작성중인 논
문” 메뉴로 논문이 이동한다.
- 논문 상태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IV
메뉴

신규 논문 > 저자에게 반송되어 돌아온 논문

개요

- Editorial Office에서 제출한 논문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 작업 순서
심사하기 전에 반송한 논문
1) 편집위원가 논문을 반송한 경우, 저자에서
논문이 돌아온다.
2) ‘수정논문 제출을 수락/거부하기’를 통해서
논문을 수정을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3) ‘논문을 철회하기’를 통해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4) ‘발송된 이메일 확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
인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I작성중인 논

문” 메뉴로 논문이 이동한다.
- ‘논문 상태’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V
메뉴

신규 논문 >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

개요

- 제출한 논문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작업 순서
1) 제출한 논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논문 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제출한 논
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발송된 이메일 확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
인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 ‘논문 상태’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VI
메뉴

수정 논문

개요

- 이전 차수에 제출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수정으로 결정이 되면 수정을 진행해
야 한다.

∙ 작업 순서
1) 수정 논문의 경우 아래의 수정 논문메뉴에서
진행하게 된다.
2) 논문이 채택/게재 불가로 결정된 경우 ‘완료
논문’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VI
메뉴

수정 논문 > 수정 논문 작성 동의가 필요한 논문 > 수정 논문 제출을 수락/ 거부하기

개요

- 이전 차수에 제출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수정으로 결정이 되었고, 논문을 수정/
거절할지 결정해야 한다.

∙ 작업 순서
1) 상세내역 펼쳐보기를 통해서, 심사결과를 포
함하여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를
한 후에도 상세내역 펼쳐보기를 통해서 언제
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정논문 제출을 거절할 경우 사유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화면 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작성 중인 수
정 논문” 메뉴로 논문이 이동한다.
- ‘논문이 저자에게 돌려 보내진 사유’는 편집위

원호회에서 돌려보내진 경우에만 출력되며,
돌려보내진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
한다.

VI
메뉴

수정 논문 > 작성 중인 수정 논문

개요

- 수정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 작업 순서
1) 수정논문 제출을 거부하기: 논문 수정을 거
절하고 종료시킨다. (번복 불가)
2) 논문을 수정/제출하기 : 논문을 수정하고 제
출한다. 이전 차수의 내용이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파

일 제외)
3) 발송된 이메일 확인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
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VI
메뉴

수정 논문 > 작성 중인 수정 논문> 논문을 수저/제출하기> 심사 답변

개요

- 수정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 작업 순서
1) 논문 상세내역 펼쳐보기 : 이전 논문의 심사
내용과 답변을 확인한다.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 답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3) ‘투고 내용 요약’화면에서 작성 내용을 전체

적으로 확인하고 제출 한다.

∙ 화면 설명
- 논문을 수정하고 제출한다. 이전 차수의 내
용이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파일 제외)

- 제출해야 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 업로드’에
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학술지에서 심사 답변을 파일로만 제출받기
로 설정한 경우, ‘6. 심사답변’ 메뉴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info@guhmok.com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