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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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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EIC, Editor, Reviewer 한글 매뉴얼 PDF 배포

메뉴

Reviewer의 Email

개요

- Review 요청 시 Reviewer의 Email로 요청 메일이 전송된다.

∙ 작업 순서
1) 기존에 회원으로 등록되었던 Reviewer에게
는 논문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며, 논문을
Review할 것을 요청한다.
2)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디(이메일)과
함께 임시 패스워드가 제공된다.

3)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쉽게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4) 임시 비밀번호로 접속한 경우, 필히 비밀번호
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 설명
- Email이 스팸 메일함에 있는 경우, 스팸 해지를
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메일을 받을 수 있
다.

메뉴

Home

개요

- 논문투고시스템 처음 접속 화면

∙ 작업 순서
1) Email (ID)를 입력합니다.
2) Password 를 입력합니다. (Email로 임시 비
밀번호를 받은 경우, 복사/붙여넣기도 가능함)
3) 개인이 사용하는 PC의 경우 ID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설명

Menu Bar

- Sign up : 회원가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uthor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 Find password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Journal 정보

메뉴

Home > Find Password

개요

- 패스워드 분실 시, 이메일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찾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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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 설명

메뉴

My Account > My Information / My Password Change

개요

- 개인 정보 / 패스워드 변경

∙ 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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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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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Home > My Accoun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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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순서
1) 이메일을 통해서 임시 패스워드를 받은
Reviewer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를 수정하면 Author Mode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화면 설명

메뉴

Reviewer > Main Menu

개요

- Reviewer Mode의 Main Menu 화면

Reviewer’s Assignments
- New Reviewer Invitations

신규 Review 요청을 받은 논문

- Pending Reviews

Review 요청을 수락하고 제출 대기 중인
논문

History
- Review History

Review 관련한 History

메뉴

Reviewer's Assignments > New Reviewer Invitations

개요

- Review 요청 받은 논문을 접수/반송할지 결정한다.

∙ 작업 순서
1) Agree/Decline to Review : Editor부터 배
정된 논문을 접수/반송할지 결정한다.
2) View Submission: 논문의 내용을 확인한다.
3) Letters : 발송된 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Remind email을 발송한다.

4) Move to Previous Menu : 해당되는 목록의
논문을 처리했으면 Main Menu로 돌아간다.

∙ 화면 설명

메뉴

Reviewer's Assignments > Pending Reviews

개요

- Review 진행 중인 논문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작업 순서
1) Decline to Review : Review를 중단하고 반
송한다.
2) Submit Review : Review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3) View Submission: 논문의 내용을 확인한다.

4) Letters : 발송된 메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Remind email을 발송한다.
4) Move to Previous Menu : 해당되는 목록의
논문을 처리했으면 Main Menu로 돌아간다.

∙ 화면 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