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심사 안내(Editor) 

 
임상검사과학회지(KJCLS)의 논문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KJCLS심사 시스템의 심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그인 : ID와 Password를 넣고 Login을 합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KJCLS의 회

원이어야 하며, 기존에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Create Account 를 통

해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논문 투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화면입니다. 

첫 심사 진행하기에 앞서 등록된 회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EDIT 

ACCOUNT’를 통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아이디로 투고 및 심사가 모두 가

능하며, 심사시에는 아래 ‘EDITOR’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위원 배정  

‘Assign Reviewers’ 클릭 하면 심사위원 배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ask - Assign 

Reviewer’를 통해 심사위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상태 

심사위원이 배정되면 해당 논문이 ‘Assign Reviewers’에서 ‘Review in Progress’리스트

로 이동합니다. ‘Review in Progress’리스트에서 각 논문의 심사를 맡은 Reviewer의 심

사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심사위원을 배정해야 하는 경우, ‘Assign 

Reviewer’를 클릭해서 추가 심사위원배정이 가능합니다. 

 

 

 

  



5. Reviewer 심사완료 확인 

심사위원 배정 이후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치면, Editor는 Task란에 Decision을 클릭하

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6. 최종심사평 작성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Review History를 통해 세부 심사평을 확인할 수 있고, 

Recommendation의 항목을 선택하여 최종심사평을 작성 후 저장(임시) 또는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PREVIEW 버튼을 통해 서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심사자들이 남긴 심사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메일 발송 내용 

Reviewer 심사평 전달 및 심사평 작성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최종 판

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심사] 

 

1. 재 투고 확인 

저자가 재 투고를 완료하면 편집자 페이지에선 “Status”란에 “Editor’s Decision 1st”라

는 상태로 나옵니다. (재 투고 상황에 따라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논문명 또는 Decision or Request for Review를 클릭 시 심사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2. 최종 심사평 작성 및 심사위원 심사요청 

이 단계에서는 ‘Author’s Response’ 를 통해 심사평에 대한 저자 의견을 확인하고, 2

차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배정 및 최종 심사평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Request for Review’를 통해 같은 심사의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

다. (PREVIEW 버튼을 통해 서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심사자들이 남긴 심사평 확인 

및 재심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최종 판

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메일 발송 내용 

Reviewer 심사평 전달 및 심사평 작성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심사에 대한 

저자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