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저널시스템

[ Reviewer 메뉴얼 ]

논문 심사 메뉴얼

㈜주니정보통신

논문심사 - 기본화면
심사자로 로그인 하였을때, 기본화면 입니다.

1) New papers to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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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해야할 논문이 있는경우, 갂략한
논문정보와 Accept / Refusal 을 선택 할
수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2) Accept Review / Refusal Review
- 해당논문을 심사를 할지, 혹은 거부를 할지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 합니다.

3) Review Status

- 현재 해당심사자에게 배정된 논문갯수들을
각 상황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2)에서 수락한 논문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4) Paper number

- 논문수를 클릭하면 해당 논문리스트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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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날짜 지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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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view Request Stats b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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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심사자가 심사위원으로 배정된 논문
젂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심사 – 논문 리스트
1) Under 1st review : norm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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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심사를 기다리는 논문리스트 입니다.
- 논문심사날짜는 normal로 아직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2) Paper No / Paper title

- 논문번호나 논문제목을 클릭하면 심사를
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논문심사 – 논문 상세페이지
1) Paper Review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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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상세 정보입니다.

2) Write your Review

- 해당논문의 심사를 하려면 “write your
review”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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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 심사 페이지
1) Recommend

- 해당 논문의 추천정도를 %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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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commendations

- 해당논문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Accept는 수정이 필요없는 적합한 논문일때,
Minor revision 약갂의 수정이 필요했을때,
Major revision 수정할 부분이 많을때,
Reject는 해당논문이 적합하지 않을때 각각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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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to the Editor

-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가내용을 토대로 편집위원이
총평을 하게 됩니다. 해당항목을 통해서 편집위원에게
심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이 메세지는 저자에겐 보여지지 않습니다.

4) Comments to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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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에게 메세지를 보냅니다.
- revision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5) Additional Review Comments Submit

- 4)항목에서 그림등 여러가지 표현때문에 text로 부족 할
경우 해당의견을 첨부하여 저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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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plete Review / Intermediate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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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 Review를 클릭하면 모든 심사가 완료됩니다.
- 심사중 저장후 추후에 다시 심사를 짂행하고자 할땐
“Intermediate saving”을 클릭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