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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그인 정보 입력

B. Handling Editor로 접속

A

* 신규 Handing Editor의 경우

B
g

임의로 부여된 ID/PW를 입력 후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저널 홈페이지
로 자동 로그인 됩니다. 



HANDLING EDITOR 화면(메인화면)HANDLING EDITOR 화면(메인화면)

A. Handling Editor로 접속

A



HANDLING EDITOR 화면(메인화면)HANDLING EDITOR 화면(메인화면)

A. -편집의뢰 논문 목록
-편집 수락 후 Reviewer 
선정이 필요한 논문 목록
-심사진행중인 논문 목록
-심사 완료 논문 목록

A

B. Invitation to Edit a 
Manuscript
-> Check Manuscript를
통해 논문의 상세 정보B 통해 논문의 상세 정보
확인 가능

C. 편집 수락여부 결정
-> Yes : Assign 
R i 로 이동됨Reviewers로 이동됨
-> No : 해당논문정보
사라짐

CC



편집 거절편집 거절

A. 편집 거절 사유 입력

* 추천 편집위원이 있다면
정보입력 가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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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심사위원 선정

A. 논문 검토 후 Reviewer 선정
(Assign Reviewer)(Assign Review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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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Reviewer

A. 저자의 연구주제 분야
B. 연구주제 분야로 검색
C 이름 소속으로 검색

A

Assign Reviewer

C. 이름, 소속으로 검색
D. 저자와 동일한 연구분야의

Reviewer 목록
E. KSMCB Member 목록 / 

Register new reviewer
F R i 선정 버튼F. Reviewer 선정 버튼B

C

E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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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new reviewerRegister new reviewer

A. 심사의뢰하는 Reviewer가
KSMCB 회원이 아닐 경우
직접 Reviewer를 회원가입직접 Reviewer를 회원가입
할 수 있음.

B. 새로운 Reviewer 정보 입력
및 등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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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목록(심사위원 선정)심사중 목록(심사위원 선정)

A. 심사 중인 논문의 기본정
보 및 심사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는 Tab 기능

B.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A

C. 최종판정 입력 및 추가
심사위원 선정

B
C

D



심사하기(2)심사하기(2)

A B C

A. 논문의 세부정보 및 투고
논문의 PDF확인

B. Reviewer의 심사평 확인

C. 최종판정 입력 창 및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
심사위원이 선정 가능한

D. 추가로 심사가 필요한 경
우,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E. Reviewer의 심사 결과

D

의 사 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
E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심사하기(3)심사하기(3)

A
A. 최종결과 판정

B. 저자에게 보내는 Comment

C. 심사위원의 Comment

D. 저자에게 보낼 파일 업로드
기능

B

C

다음 페이지에 계속다음 페이지에 계속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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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기(4)심사하기(4)

A. 심사를 마친 후 해당 논문
은 심사완료 목록으로 이
동

B. 배정된 심사위원 모두 심

A

사를 마쳤을 시 Status는
MS in Review에서
Editor’s Decision 1st로
변경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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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뢰 취소 및 소수의 심사 평으로 최종 판정하기심사의뢰 취소 및 소수의 심사 평으로 최종 판정하기

A. 심사의뢰 취소
 심사위원 이름을 클릭
 Roll cancellation 버튼
 심사위원에게 취소메일이
발송됨

B

B. 다른 심사위원 선정(Assign 
Reviewer)

C 심사위원의 심사가 모두

A
C

C. 심사위원의 심사가 모두
끝나지 않았더라도 최종 판정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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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확인수정사항 확인

A. 수정 투고된 논문을 확인

B. 수정 투고된 논문의 정보

C. 수정사항 확인 후 최종결과

A

입력(Decision).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사위원
선정(Request for review)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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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확인 2수정사항 확인 2

’

A B

A. Details에서 Author’s 
Response 확인

B.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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