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투고 안내 

임상검사과학회지(KJCLS)에 논문투고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KJCLS 투고/심사 시스템의 투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인(로그인)

ID와 Password를 넣고 Login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Create Account 를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투고가 가능 합니다. 

1) 회원로그인(논문투고는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진행)

2)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이메일을 넣으면 아이디/비밀번호를 가입하신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3) Quick menu (Instructions for Authors, Help(Author Manual), Help(Reviewer

Manual), Forgot your Password)

4) 저널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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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 로그인(후) 화면

논문 신규투고 및 진행중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논문 메뉴 항목 소개

- New Submission : 신규투고

- Revision : 수정투고

- Completed : 심사가 끝난 논문

- Withdrawals : 투고 취소한 논문

- Co-Author Manuscript :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 1번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클릭 시 하단에 상세 결과가 나타납니다.

3) 수신메일, 저작권양도동의서 다운로드, 저자를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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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투고 (Submit New Manuscript) 페이지 입니다.

Step1. 

논문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동의 후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도 YES 체크를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전 

체 

체 

크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 



Step2. 

타입, 타이틀, 초록 등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입력 후에 Save & Continue 버튼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필수 항목 입력 

논문 해당 Type과 분야 선택 
특수문자 입력 



Step3. 저자/소속정보 입력 화면 입니다. 

1) 저자정보 ; 소속, 성명, 이메일, 주소, ORCID 번호(교신저자 해당), 교신저자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입력합니다.

2) 논문투고 ; 단계별 입력시 Save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PDF 파일을

완성합니다.  V 표시하여       Approve PDF 하여 Submit 버튼을 누르면 투고됩니

다.

3) 저자권동의 ; 각각 저자들에게 이메일로 저작권인계동의서로 발송되며, 이후

Agreement가 전부 확인되면 논문심사가 진행됩니다.

저자/소속 입력

Add(추가)

Del(삭제)

저자 순서 변경 

저자/소속 입력 

Add(추가) 

Del(삭제) 



Step4. 투고 파일 업로드 화면 입니다. 

표지, 본문, 그림표 파일을 따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추가 등록 및 수정이 가

능합니다. (Cover : hwp, doc), (Main : hwp, doc), (Table : hwp, doc, ppt), (Figure : ppt, 

jpg, gif) 

등록할 파일을 PC에서 찾아 Upload Files 클릭하여 올립니다. 

표, 그림 5개 초과 시 UPLOAD FILES을 클릭한 후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Step5. 확인 및 제출 화면 입니다. 

등록한 내용은 Edit 버튼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며, 정상 등록시 PDF변환 버튼이 활성

화되고 PDF 변환을 하여 확인 체크 후 투고(Submit) 해 주시면 됩니다. 



※ PDF 변환 화면 

 

 

 

 

 

 

 

 

 

 

 

 

 

 

 

 



4. 재투고 페이지 입니다.

1차 심사 완료 후 재투고 판정 논문은 Revision에서 확인 후 Action란 하단에

Continue 버튼을 클릭해서 재투고를 진행합니다.



Step1. Author’s Response 단계입니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대한 저자답변을 기재하는 단계로 직접 입력하거 

나 파일로 첨부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Step2. 타입, 타이틀, 초록 등 기본정보를 수정합니다. 

신규투고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보여지며, 수정하실 부분만 수정/입력 후에 Save 

& Continue 버튼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tep3. 저자/소속정보 입력 화면 입니다. 

신규투고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보여지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Step4. File Upload 파일 업로드 화면 입니다.

신규투고시에 입력했던 파일이 보여지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Step5. 확인 및 제출 화면 입니다. 

등록한 내용은 Edit 버튼을 통해서 수정 가능하며, 정상 등록시 PDF변환 버튼이 

활성화되고 PDF 변환을 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재투고가 완료됩니다.  

 
 

 

 
  



5. 최종파일 업로드 입니다.

최종 심사 완료 후 Accepted 판정 논문은 최종파일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자화면의 ‘Completed’박스에서 Submission with a Decision’을 클릭하시면 최

종 판정을 받은 논문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항목 중 Accepted판정을 받은

논문은 우측에 File Upload라는 항목나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최종파일

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Note : 최종파일은 반드시 표지, 본문, 그림표 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하여 올

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