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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manuscript review 

Request for manuscript review 

심사위원으로 선임되면 아래와 같이 심사의뢰 요청 메일이 발송 됩니다. 
 
1. 1차 심사 의뢰 시 심사 동의 여부를 전달하기 위한 “Agree, Decline” 버튼이 보입니다.

심사동의 여부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Login info를 클릭 하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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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Center 

Reviewer Center 

심사위원으로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Reviewer Center”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Reviewer Center” 메뉴를 클릭 후 심사위원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이용가능 한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아래 화면
과 다를 수 있습니다. 
(Author Center, Reviewer Center, Editor Center, Manuscript Editor,  
English-proofreading, Editor-in-Chief, Publishe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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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Main menu 

Reviewer Center 

심사의뢰 된 논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심사 동의 대기중, 심사 진행중, 저자 수정중, 완료 된 논문 등 진행 상황별로 확인 및 
    심사 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 앞에 숫자는 각 현황 별 논문 개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2. 최초(1차) 심사 시, 논문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달 합니다. 

 
3. 수신 된 논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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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iting Review Agreement 

Reviewer Center 

최초(1차) 심사 시, 논문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 합니다. 
 
논문 심사를 허락 할 경우에는 “Agree” 버튼을 클릭하시고, 거절할 경우에는 “Decline”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mail에서 동의 여부를 하셨으면,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Agree) 후에만 심사가 가능하며, Decline 일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여부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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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for Reviewer 

Reviewer Center 

심사 동의 후 심사 진행중인 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Manuscript ID/Title: 제목(Title) 및 pdf 파일을 클릭 하면 심사 할 논문의 상세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atus & Review: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Review” 버튼을 클릭합니다. 
 

3. Review Period: 정해진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셔야 하며, 심사결과 제출 전에는 
언제든지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결과 제출시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4. My Result: 심사 결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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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for Reviewer 

Reviewer Center 

논문 심사하기 

1 1. 심사 차수, 심사기간, 논문
접수 번호를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2. Type of Manuscript, Title, 
심사 할 논문 pdf 파일 확인. 

    Original file, 1st Revision  
    file 등 심사 할 차수에 따 
    라 저자가 업로드 한 파일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Recommendation을 체크 
   합니다. 
 
4.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5. 저자 지적사항 및 편집위원 
   장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합 
   니다. 
 
6. “Submit” 버튼은 제출 완료 
    입니다.(심사기간이 남아 있
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Temporary Save” 버튼은 임
시저장 입니다. (저장 후 심사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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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Manuscript in Revision” 메뉴를 클릭하면 심사 완료 후 저자 수정중인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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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본인 심사결과 확인 

“My Result”를 클릭하면 본인의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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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통합 심사결과 확인 

“Merge Result”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위원장의 최종 심사결과 및 전체 심사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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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with Decision 

Reviewer Center 

심사가 완료 된 논문 목록 및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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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manuscript review 

Request for manuscript review 

 
As a reviewer, you will be notified by e-mail of an invitation to review a manuscript. 
The “Agree, Decline” buttons appear if requested for the first review. (For checking 
whether you agree or not) 
Access the site to choose whether you accept the reques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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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Center 

Reviewer Center 

After logging in as a reviewer, the “Reviewer Center” shortcut menu appears as 
below. The “Reviewer Center” page is displayed by clicking the menu. 
You might see different page from below because available menu is generated 
automatically under the user authority after logging in. 
(You can access to Author Center, Reviewer Center, Editor Center, Manuscript Editor,  
English-proofreading, Editor-in-Chief,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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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Main menu 

Reviewer Center 

You can check the progress of the manuscript requested for review. 

3 

1. You can check and review according to awaiting review agreement, manuscripts 
for reviewer, manuscripts in revision and manuscripts with decision. 

2. You should send the response whether you agree to review or not in the first 
review. 

3. You can check the received manuscript aga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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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iting Review Agreement 

Reviewer Center 

You should send the response whether you agree to review or not in the first 
review. 
Once you select the Agree or Decline, you do not have to do any more. 
Be sure to respond as soon as possible. 
It is possible for you to review after agreeing. You cannot review the relevant 
manuscript if you decline to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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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for Reviewer 

Reviewer Center 

You can confirm the list of manuscripts under review after agreeing to review.  
 

1 2 3 4 

1. Select the title or PDF file to see the information of manuscripts to review. 
2. Click the “Review” button to review the relevant manuscript. 
3. You must review by designated date, and you can review anytime before 

submitting the review result. (But, the review result is not modifiable after 
submitted.) 

4. You can confirm the status of the review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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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for Reviewer 

Reviewer Center 

To review manuscripts 

1. Select and check the manuscripts to review. (PDF file) 
2. Select one of the Recommendation tap. 
3. Fill in the evaluation table. (only in the first review) 
4. Write comments to authors and editors. 
5. The “Submit” button is to complete submission. (It is not possible to revise 

although the period of review remains.) 
The “Temporary Save” button is to save contents temporarily. You can save contents 
and submit within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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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Select the “Manuscript in Revision” tap to see the review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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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Confirmation your own review result 

Click the “My Result” to see your own review result. (the second and the third are the 
same a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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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in Revision 

Reviewer Center 

Confirmation the final review result 

Click the “Merge Result” button to confirm the final review result of the editor and all 
the reviewer’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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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with Decision 

Reviewer Center 

You can confirm the list of manuscripts completed reviews and the review resul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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