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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Home 

개 요 - 논문투고시스템 처음 접속 화면 ∙작업순서
1) Email (ID)를 입력합니다.

2)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3) 개인이 사용하는 PC의 경우 ID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 Sign up : 회원가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uthor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 Find password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Menu Bar

Journal 정보



메 뉴 Home > Sign up(Registration)

개 요 - 회원 가입 화면 ∙작업순서
1) 회원 정택에 동의(I agree) 하고 Confirm을

클릭합니다.

2)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3) * 표시는 필수정보입니다. 

4) reCAPTCHA를 클릭하고 Register를 클릭합

니다.

5) 가입이 완료되면, Author로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명
- reCAPTCHA : 자동 가입 방지하고 사람이 직

접 입력하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보안 장치



메 뉴 Home > Find Password

개 요 - 패스워드 분실 시, 이메일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찾는 화면 ∙작업순서
1) 회원가입에 사용된 Email을 적고 버튼을 클릭

한다.

2) 메일에 전송된 패스워드를 확인한다.(30분간

유효함)

3) 접속한 후 패스워드를 다시 변경한다.

∙화면설명



메 뉴 My Account > My Information / My Password Change

개 요 - 개인 정보 / 패스워드 변경 ∙작업순서
1) 로그인 후 상단 오른쪽에 “My Account”를 클

릭한다.

2) 개인 정보를 변경 내역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 

3) 패스워드를 변경할 경우 왼쪽 사이드바의 “My 

Password Change”를 클릭하고 현재 패스워

드, 변경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화면설명
-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의 패스워드를 꼭 입력해야 한다.



메 뉴 Home > My Account

개 요
- Reviewer Mode만 있는 경우,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Author Mode가 활성
화된다.

∙작업순서
1) 이메일을 통해서 임시 패스워드를 받은

Reviewer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를 수정하면 Author Mode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화면설명



메 뉴 Author > Main Menu

개 요 - Author Mode의 Main Menu 화면
New Submissions (1차)

- Submit a New Manuscript 신규 논문 제출

- Incomplete Submissions 수정 중인 신규 논문 목록

- Submissions Sent Back to 
Author 

반려논문 목록, 반려 사유에 대해 논문을
수정하여 재 제출

- Submissions Being Processed 제출된 논문의 목록. 진행상태 확인 가능

Revisions (2차이상)

- Submissions Needing 
Revision

수정 논문 제출

- Incomplete Submissions 
Being Revised

수정 중인 수정 논문 목록

- Revisions Sent Back to 
Author

반려된 수정논문 목록,

- Revisions Being Processed 제출된 수정 논문의 목록

Completed

- Submissions with a Decision 최종 결정된 논문 목록

- Submissions with Withdrawal 철회된 논문 목록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Author Checklists

개 요 - 논문 제출 전 필수적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작업순서
1)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한

다.

2) Confirm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화면설명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Article Type & Category

개 요 - 논문 투고 시 Article Type 과 Category를 선택하는 화면 ∙작업순서

1) Article 긴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Urgent)

2) Article의 Type을 선택합니다.

- Research Article, Review Article 등

3) 해당되는 Category를 복수 선택합니다.

4) “Save”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5)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Title & Abstract

개 요 - 타이틀, 초록 등 기본정보 등록 ∙작업순서

1) Title, Running Title, Abstract, 

Keywords를 입력합니다.

2) “Save”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3)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 Keywords수 : 최소 3, 최대 7

-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해당 항목

미 작성시 논문 투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Author & Affiliation

개 요 - 투고자/ 소속정보 입력 ∙작업순서

1) “Add Author”를 클릭하여 저자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2) “Add Affiliation”을 클릭하여 소속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저자의 Affiliation에 해당되는 곳을

클릭하여 Check를 합니다.

4) “Save Affiliation”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5) Summary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 각각의 Author와 Affiliation은 좌측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각각의 Author와 Affiliation은 우측의

메뉴를 통해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Cover Letter & Suggestions

개 요 - Cover Letter를 작성하고, Reviwer를 추천/거절 목록을 작성한다. ∙작업순서

1) 추천하거나 거절하고 싶은 Reviewer가 있

는 경우 목록을 작성합니다.

2) Editor에게 보내는 Cover Letter를 작성합

니다.

∙화면설명

- Reviewer의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 Editor가 Reviewer를 꼭 반영하여 심사를 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over Letter 작성 후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

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안 하고, Reviewer 

작성을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질 수 있음)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File Upload

개 요 - 논문 파일 업로드 ∙작업순서

1) “Download the form”을 눌러 원고 및 저

작권 양도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

합니다.

2) 업로드 할 파일의 종류를 Item에서 선택 후

Description 정보를 입력 합니다. (중복선택

가능)

3)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한

후 “Save File” 클릭 하면 파일이 업로드 되

고, 업로드 된 파일은 Files Saved의 목록으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설명

- *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제출해야 합

니다. (Manuscript File,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t New Manuscript > Preview

개 요 - 논문을 Submit 하기 전에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다. ∙작업순서

1)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

한다.

2) Related Article already Published를 통하

여서 Google과 Pubmed 에 유사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확인이 완료되었으면, “Submit”을 눌러서

논문을 제출한다.

∙화면설명

- 입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력 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메 뉴 New Submissions > Incomplete Submissions

개 요 - 논문을 작성 중이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한 논문 (아직 제출 전 논문) ∙작업순서

1) 작성 중에 Submit을 하지 않았거나, 반송된

논문을 수정하기로 한 경우 “Incomplete 

Submissions” 목록에 나타난다.

2) Edit/Submit Manuscript 메뉴를 통해서 논

문을 수정하고 Submit 할 수 있다.

3) Withdraw를 통해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4) Letter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Incomplete 

Submissions” 메뉴로 논문이 이동한다.

- Status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ssions Sent Back to Author

개 요
- Editorial Office에서 제출한 논문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Review하기 전에 반송한 논문
∙작업순서

1) Editor가 논문을 반송한 경우, Author에서

논문이 돌아온다.

2) Agree/Decline to Revise를 통해서 논문을

수정을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3) Withdraw를 통해서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4) Letter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Incomplete 

Submissions” 메뉴로 논문이 이동한다.

- Status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메 뉴 New Submissions >  Submissions Being Processed

개 요 - Submit 한 논문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순서

1) Submit한 논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View Submission을 클릭하면, 제출한 논문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Letter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설명

- Status를 통해서 논문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메 뉴 Revisions

개 요
- 이전 차수에 제출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Revision으로 결정이 되면 수정을 진

행해야 한다.
∙작업순서

1) 수정 논문의 경우 아래의 Revisions 메뉴에

서 진행하게 된다.

2) 논문이 Accept/Reject로 결정된 경우

Completed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화면설명



메 뉴 Revisions > Submissions Needing Revision > Agree/Decline to Revise

개 요
- 이전 차수에 제출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Revision으로 결정이 되었고, 논문을

수정/거절할지 결정해야 한다.
∙작업순서

1) 논문이 반송된 사유를 확인하고, 논문을 수

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수정을 거절할 경우 사유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화면설명

- 논문을 수정하기로 동의하면, “Incomplete 

Submissions Being Revised” 메뉴로 논문

이 이동한다.



메 뉴 Revisions > Incomplete Submissions Being Revised

개 요 - 수정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작업순서

1) Decline to Revise : 논문 수정을 거절하고

종료시킨다. (번복 불가)

2) Edit/Submit Manuscript : 논문을 수정하

고 제출한다. 이전 차수의 내용이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

다.(파일 제외)

3) Letter에서 발송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설명



메 뉴 Revisions > Incomplete Submissions Being Revised > Edit/Submit Manuscript > Respond to Review

개 요 - 수정 논문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작업순서

1) View Details : 이전 논문의 Review와

Comment를 확인한다.

2) Editor와 Reviewer에 Comment에 대한 답

변을 작성한다.

3) Preview 화면에서 작성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Submit 한다.

∙화면설명

- 논문을 수정하고 제출한다. 이전 차수의 내

용이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파일 제외)

- 제출해야 할 파일이 있다면 ‘File Upload’에

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