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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 매뉴얼 



투고자 매뉴얼 다운로드 

※ 계정이 없으신 경우 학회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투고자 탭] 선택 

2. 학회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 

   1. 메인화면 설명 



   2. 전체 논문 리스트 

1. 논문투고 진행 및 투고 완료된 논문 리스트 확인 

2. 논문 제목 선택 시 해당 논문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 

3. 현황 항목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심사 상세정보 확인 

4. 심사료, 게재예정증명서, 게재료납부 영수증 확인 



   3. 투고 양식 1단계 

단독저자인 경우 체크를 하시면 교시저자 입력 불가능 

공자자가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작성 폼 생성 



   4. 투고 양식 2단계 

※ 투고 2단계 양식 페이지 

1. 국문 초록 300자 내외로 기재 

2. 영문 초록 300단어 내외로 기재 

3. 국문 & 영문 키워드 3개 이상 입력 

4. 심사용 논문 파일에 경우 저자명 없는 파일로 제출 

5. 연구윤리서약서 양식 다운받은 후 작성해서  제출 

 

※ 파일 형식 업로드 

1) 제출용 논문 : HWP, DOC, DOCX 

2) 심사용 논문 : HWP, DOC, DOCX 

3) 논문유사도검사 : JPG, PDF 

4) 연구저작권이양동의서 : HWP, DOC, DOCX 

5) 추가파일 업로드 : JPG, GIF, PNG, PDF  



   5. 투고 양식 3단계 

※ 투고 3단계 페이지 

1. 2단계 작성한 정보 검토 

2. [ 투고 완료 ] 클릭 시 접수 완료 



   6. 투고중인 논문 리스트(수정&삭제) 

※ [투고 중인 논문 리스트] 페이지는 투고료 미납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검토 중인 상태에 출력되는 내용 

1. 삭제 기능 

- 해당 논문에 삭제 버튼 클릭 시 입력하신 논문이 삭제 처리됩니다. 단, 접수완료처리 시에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1. 논문 투고 양식을 작성을 마치면 [투고완료 논문] 페이지에 리스트 출력 

2. 접수번호에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접수처리 시 해당 번호 생성 

3. 수정 제출 항목에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제출을 요구 시 버튼 생성 

 7. 투고완료 논문 

1. 편집위원회에서 제출된 논문 내용을 검토 후 적격논문 여부에 따라 현황에 표시 

2. 수정요청 및 부적격 논문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상세페이지에서 사유 확인 가능 

3. 수정 요청인 경우 사유 내용을 확인 후 수정 제출  



  8. 심사중인 논문 결과 확인 

1. 편집위원장 최종 심사 결과 정보 확인 

2. 현황 항목에 버튼을 클릭 후 심사평 정보 확인 

3. “N차 수정 제출” 텍스트 버튼으로 수정 제출 페이지로 이동 



  9. 수정 제출 양식 

1. 제출하셨던 양식 정보 확인 

2. 제출한 정보 내용이 출력되며 [확인] 버튼 클릭 시 제출 

※ [확인] 버튼 클릭 시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 심사완료 논문 

1. 심사완료 논문 선택 

2. 심사 완료된 논문(수정후채택, 수정후재심, 채택불가) 리스트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