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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의견서(*권 제*호)  

심사위원명  **** 

논 문 명   **** 

논문심사기준항목 

심사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학)과의 관련성)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 

3.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5. 연구성과의 ****(학)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 

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 

9. 투고규정 준수정도 ○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 형식의 부합성 ○ 

심사종합의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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