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 리뷰 결과 그리고,
저자가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법!
피어 리뷰에서 가능한 결과

피어 리뷰는 저널에 제출된 원고의 질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는 세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

주요한 수정을 진행하더라도, 저널은 논문의 게재를 승인하거나 재고하지 않습니다.
• 저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수정 후 재제출

주요한 수정 후에 저널은 새로운 의사 결정 과정으로 원고를 재검토할 것을 고려합니다.
•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저널에 다시 보내 검토합니다.
• 리뷰어는 원고에 대한 승인 혹은 거절 여부를 재평가합니다.

게재 승인 (일부 혹은 주요 수정 필요)

리뷰어 및 편집자가 제안하는 내용을 변경하면 저널이 논문을 게재합니다.
• 저자가 필요한 내용을 수정한 후, 검토를 위해 저널에 다시 보냅니다.
• 리뷰어들은 수정된 논문이 최종 게재 승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피어 리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정 및 피어 리뷰가 있을 경우, 제출 후 게재가 완료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거나, 피어 리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디티지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에디티지의 탑 저널 교정 서비스는 세 명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논문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언어에
대한 논문 교정뿐 아니라 논문의 구조와 논리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전문적 검토 또한 수행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논문 출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고에 강점을
더하세요

네이처와 같은 영향력 높은 저널에
투고하기 위해 인정받은 피어
리뷰어들에게 원고를 검토받으세요.
강점 및 개선 사항, 편집자들이 원하는
핵심 요소 등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원고를
향상시키세요

원고를 가능한 최상의 버전으로
수정하세요. 제출 전, 전문가로부터
제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는지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원고를
제출하세요

원고 제출 전 포괄적인 편집 교정 및
전문 피어 리뷰 과정을 통해, 편집부
및 피어 리뷰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엘스비어, ACS, 와일리-블랙웰 등 상위 저널에 게재된 논문
400여 편 이상을 편집했으며, 제출부터 출판까지 평균 61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에디티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원고를 성공적으로 출판하시기
바랍니다. submit-korea@editag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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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FOGRAPHIC: Possible outcomes of 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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