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d & Turfgrass Science (Weed Turf. Sci.)

Peer Review Process
(http://www.weedturf.org)

All manuscripts are reviewed by the editors,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or other qualified reviewers. Each manuscript
receives at least two simultaneous reviews. When a manuscript is
submitted online, it is assigned to one of the editors. Each reviewer
makes a specific recommendation to the editor for the manuscript,
based on the following aspects as applicable: importance of the
research, originality of the work, appropriateness of the experimental
design, soundness of conclusions and interpretations, relevance of
discussion, and demonstration of reproducibility.
The corresponding author is notified an average of three weeks
after submission of the editor's decision to accept, reject, or require
modification. When a manuscript is return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modification, it should be returned to the editor within two
months; otherwise it may be considered withdrawn.
1. Submission process
1) A manuscript must be written in the MS Word format.
Submission of a manuscript must be only through the
submission system at the journal home (www.weedturf. org).
The first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upload all files related
to the manuscript on the submission system.
2) Upon submission, a cover letter must be provided and
attached along with the manuscript files. The cover letter
form and example can be downloaded from the submission
system. The cover letter must include title and a brief
explanation on significance of the manuscript, and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phone number) of the
corresponding author. The author(s) also are required to
transfer the copy right of the manuscript to the society. All the
authors must agree to publish the manuscript.
2. Judgment
A submitted manuscript will be reviewed by at least two peer
reviewers, and judg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ccepted,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or Rejected.
3. No appeal policy
The authors may not appeal on the reviewers’ judgment, and this
policy is applied automatically upon submission of a manuscript.
4. Peer Review procedure
A. Step 1: Format screen
1) A manuscript must be written in the paper format described
in the submission guideline posted at the journal home
(www.weedturf.org).
2) A manuscript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paper format
will be immediately returned.
3) The author shall have to resubmit after revision to comply
with the paper format.
B. Step 2: Editor assignment
1) A manuscript passed Step 1 shall be assigned by Editorin-Chief to Editor of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or
The Turfgrass Society of Korea depending on the area.
2) An automatic e-mail feedback will be sent to the author.
C. Step 3: Reviewer assignment
1) The Editor shall assign twoother reviewers having
specialty in the focus of the manuscript.
2) When there is disagreement in judgment among the
reviewers, the Editor may make a final judgment or assign
another reviewer.
3) The Editor may be one of the reviewers when the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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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levant reviewers, or abnormal delay has occurred
during the review process.
4) The reviewers shall be anonymous and the review
results shall not be disclosed to the others except for the
author and the Editors.
D. Step 4: Review
1) The reviewer shall complete his/her review within two
weeks from receiving the review requesting e-mail.
2) Upon receiving the review request, the reviewer shall
log in the journal home, sign in on the review consent,
and download the files. The reviewer shall make a clear
note or record with a different color at the part requiring
revision. (Word file)
3) The reviewer shall write a summary, and upload it
along with the reviewed file, and click/submit the
preliminary judgmen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and Rejected). “Accepted” judgment must not be clicked.
4) When the reviewer submits his/her review result, an
automatic notice e-mail will be sent to Editor.
E. Step 5: Judgment
1) Upon receiving the review results, the Editor shall write
an integrated summary with the reviewers’ summaries
andadditional opinions of the Editor if any. Then the
Editor will upload the integrated summary along with all
the files from the reviewers.
2) Upon completion of the review, the result shall
immediately be notifi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3) If the judgment is “Accepted”, the manuscript will be
placed to publication(Step 7).
4) If the judgments of the two reviewersare“Minor or
Major Revision”required, the manuscript will be place to
the Revision and Resubmission (Step 6)
5) If one of the judgments is “Minor or Major Revision”
required, but the other is “Rejected”, then the Editor may
assign a third reviewer, may become the third reviewer
by him/herself, or judge in discussion with other
Editor(s).
6) If the judgment is “Rejected”, the manuscript will be
return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immediately.
F. Step 6: Revision or Resubmission
1) Upon receiving the review result, the corresponding
author shall upload the revisedmanuscript within 2
weeks.If the author cannot upload the revised manuscript
within 2 weeks, he/she must inform the delay to the
Editor and obtain an approval.
2) A Rejected manuscript may be resubmitted, but must
declare the previous submission and judgment.
G. Step 7: Publication
1) The Accepted manuscripts are published in an order of
Mini Review, Research Paper, Research Note, and
grouped in Weed Science Papers and Turfgrass Science
Papers. Research papers will be ordered in ecology and
physiology, management, and soil and fertilization etc.
Research Notes will be ordered in Turfgrass Science and
Weed Science.
2) Final files will go through technical corrections by the
Editor and be sent to th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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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심 사 규 정
(http://www.weedturf.org)

본 학회지 웸사이트(http://www.weedturf.org)를 통해서 투고
된 모든 논문은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초청한 심사자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각논문은 동시에 2명이상이 동시에
심사를 한다. 각 심사자들은 연구논문에 대하여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독창성, 실험설계, 결과에 대한 고찰 및
해석, 결과 입증 등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및 권고안을
작성한다.
교신저자는 투고 후 평균 3주안에 편집간사에 의해, 게제,
부분수정, 대폭수정 및 거절에 대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다. 논문투고 시에 교신저자에게 수정이나 철회를 위해
2주안에 편집간사에게서 리턴이 될 것이다.

1. 논문 심사 시스템
1) 논문 투고는 MS word로 작성된 파일을 본 학술지 홈페
이지 논문투고시스템(www.weedturf.org)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 투고 시 주저자 또는 교신 저자가 투고시스템에 연
구논문과 관련 파일을 탑재한다.
2) 논문 투고 시 사전에 사이트에 탑재된 cover letter 양식
을 다운 받아 예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한 내용을 작
성하여 첨부파일로 탑재한다. Cover letter 작성은 논문의
제목과 투고 논문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
야 하며, 또한 저작권을 학회에 일임하고, 모든 저자들이
논문게재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고,
교신 저자의 이메일과 전호번호도 포함 한다
2. 논문 심사 판정
투고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전문심사자가 심사과정을 거쳐
Accep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로 심사결
과가 판정된다.
3. 논문심사 결과 수용
1) 투고된 논문의 최종심사 결과에 대해 저자는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본 학회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자의 이의제기 불가 원
칙은 저자가 논문을 투고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된
다.
4. 논문 심사 진행 과정
○ 1단계: 논문 포맷 심사
1) 투고된 논문에 투고규정(홈페이지 탑재)에 명시된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투고된 논문
은 저자에게 즉시 반려된다.
3) 저자는 논문을 본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맞게 재작성하
여 다시 투고하여야 한다.
○ 2단계: 편집간사 선정
1)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이 논문작성규정에 적합하면 논
문심사가 진행한다.
2) 심사가 진행 되면 논문이 투고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저자에게 통보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위해 잡초학회와 잔디학회의 편
집간사에게 논문심사를 의뢰 한다.
○ 3단계: 심사위원 선정
1) 편집간사는 2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두 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편
집간사가 심사결과를 결정하거나 추가로 심사위원을 선
정한다.
3) 편집간사는 심사를 하지 않으나, 심사가 지연된 경우와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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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모든 심사결과는
저자와 편집위원, 편집간사 외에는 비공개로 한다.
○ 4단계: 논문심사
1)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이메일을 받으면, 논문심사
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사이트를 방문하여 먼저 심사 동의를
하고, 심사파일을 다운 받아서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파일에 붉은색 글자로 수정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저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수정 요구사항
을 표시 한다
3) 심사를 끝낸 논문에 대한 심사요지를 해당 사이트에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심사한 파일을 시스템에 탑재한
후, 1차 심사판정(Rejec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이때 Accept는 클릭하면 안 된다.
4)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메일이 편집위원에게 발송 한다.
○ 5단계: 심사결과 판정
1)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이 심사한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심
사 요지를 검토 하고, 추가 심사 요지가 필요할 경우 수
정할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종합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은 작성된 심사요지와 함께 심사자가 심사
한 파일을 온라인에 탑재하여 심사를 완료한다.
2)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즉시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3) 논문 심사 판정이 Accept 되면 자자는 최종 파일을 사이
트에 업로드 한다.
4) 2인의 심사자가 Minor Revision나 Major Revision으로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게재를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5) 1인의 심사자가 Minor Revision나 Major Revision으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은 Reject 로 판정을 할 경우, 편집간
사는 다른 심사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또는 편집간사가
심사를 해서 게재여부를 판정하거나 또는 다른 편집위원
들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만약 논문이 심사에서 게재 거절 판정될 경우 저자에게
개제불가의 사유와 함께 즉시 통지한다.
○ 6단계: 수정 및 재 투고
1)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교신 저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심
사 결과를 다운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심사요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파란색으로 수정하여 다시 사이트에 수정된
논문 파일을 탑재한다. 만일 2주 이내에 수정 파일을 탑
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편집위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투고한 논문이 Reject된 경우, 재작성하여 신규 투고절차
를 통하여 재 투고 할 수 있으며, 재투고 시 이전 투고
사실과 거절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Accept 판정을 받은 논문은 Final version의 논문을
Copyright파일과 함께 탑재한다.
○ 7단계: 학회지 발간
1) 심사가 끝난 논문에 대하여 학회지 편집순서는 미니리뷰,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 순으로 게재하며, 연구논문은 잡초
학회 논문과 잔디학회논문 순으로 편집하되, 그 순서는
생태 및 생리, 방제, 토양 및 비료 등으로 배열한다. 연
구노트는 잔디학회, 잡초학회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2) 최종본의 파일은 편집간사에 의해 기술적인 교정 후 인
쇄소로 송부하여 PDF 초교지를 만들며, 초교가 만들어진
논문은 오타수정이외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