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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ubmission 접속방법

1. Journal home 을 접속한다.
(http://www.e-enm.org)( p // g)

: 좌측메뉴에서 e-Submission 메뉴를 클릭

2. e-Submission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
http://submit e enm orghttp://submit.e-enm.org



심사의뢰 메일

1) 심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과 같은 메일이 발송됩니다.1
2)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시면 SMS 도 발송됩니다.

3) 1차 심사 의뢰시 “Abstract” 상단에 Agree, Decline 버
튼이 보입니다. (심사 동의여부 전달)

4) 심사동의 여부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
다.

5) e-Submission 사이트 접속합니다.
http://submit.e-en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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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메뉴이동Reviewer  메뉴이동

1) ‘Reviewer Center’ 를 클릭하여 “Reviewer”로 입장합니다.

2) 권한에 따라 메뉴 버튼이 형성되므로 위 화면과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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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에 따라 메뉴 버튼이 형성되므로 위 화면과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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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동의 여부 전달

1) 최초(1차) 심사 시, 논문심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전달 합니다.
: E-mail에서 하셨으면, 한번 하셨으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여부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2) 동의(Agree) 후에 심사 가능합니다. Decline 하면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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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age

1

논문심사

1

1) 제목(Title)을 클릭하면 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Review”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3) 정해진 심사기간 이내, 심사결과 제출 전에는 언제든지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출시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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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하기

1

2 논문심사하기

1) 심사할 논문파일을
클릭하여 심사합니다. (PDF파일)
1

2

3

2) Recommendation 을
체크합니다.

3)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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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평가 를 작성합니다
(1차 심사 시에만 작성)

4) 저자 지적사항 및 편집위원장
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하시면

4
5

에게 내 을 작성하시
됩니다.

5) “PDF Review file(File Modify)” 클릭하여 에서 저장된 파일로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5 1

6

5)      PDF Review file(File Modify) 클릭하여,     에서 저장된 파일로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PDF Writer 심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      “Submit”은 제출완료 입니다. (심사기간이 남아 있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Temporary Save”는 임시저장 입니다. 저장 후 심사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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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Writer 논문심사

1) 과 같은 기능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논문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 선긋기, 언더라인, 빨간펜 기능, 지적사항 작성(메모삽입)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논문의 지적사항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2)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서버에 저장됩니다) 후, 다음에 계속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7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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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1) 심사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심사한 논문(Manuscripts in Revision)”을 클릭합니다.
2) “심사결과”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차 이후 2,3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4) 편집위원장의 최종 심사결과 및 전체 심사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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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편집위원장의 최종 심사결과 및 전체 심사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endo@endocrinology.or.kr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