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Med Journal LinkOut을 위한 URL Rule 적용방법
Online 학술지 w eb s tie 구축/ 개발/ 운영 기관명은 학술지명 옆의 ( )안에 표기

U RL rule 작 성 에 바 람 직 한 경 우
*Journal of Korean Medical S cience (학회 자체)
http:/ / jkm s.kam s .or.kr/ 2002/ abs tract/ 577a.htm l
2002년 577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Korean Journal of Radiolog y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w w w .kjronline.org/ abstract/ view _article.as p?y ear=2002&pag e=98
2002년 98 pag e에서 시작하는 논문.

*Yons ei Medical Journal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w w w .eym j.org / abs tracts / view Article.asp?y ear=2002&pag e=399
2002년 399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대한방사선의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bbs.radiology.or.kr/ s earch_abstract/ read_abstract.asp?serial_no=k10470233
47권 (2002년 상반기) 0233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대한초음파의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bbs.ultrasound.or.kr/ s earch_abstract/ read_abstract.asp?serial_no=k20210097
21권 (2002년 상반기) 0097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kostro.or.kr/ thesis 2/ view _article.htm l?code=kos tro&pag e=1&y ear=2002&spag e=186
2002년 186 page에서 시작하는 논문.

U RL rule 작 성 에 문 제 가 있는 경 우

*대한신경과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http:/ / 218.55.23.132/ space/ journal/ JView .asp?id=9190
http:/ / 218.55.23.132/ space/ journal/ JView .asp?id=9189
2002년 20권 1호 pp. 1- 7 (1번째), pp. 8- 14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218.55.23.132/ space/ journal/ 2002/ 200201001.pdf
http:/ / 218.55.23.132/ space/ journal/ 2002/ 200201002.pdf
2002년 20권 1호 pp. 1- 7 (1번째), pp. 8- 14 (2번째) 논문의 pdf.

*대한안과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초록화면에서 원문 pdf는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음.
http:/ / w w w .ophthalm ology.org/ journal/ view body.php?code=korean&m yyear=2002&vol=43
&fifty=3&pag e=2&num ber=2417&keyfield=&key=
http:/ / w w w .ophthalm ology.org/ journal/ view body.php?code=korean&m yyear=2002&vol=43
&fifty=3&pag e=1&num ber=2418&keyfield=&key=
2002년 43권 3호 pp. 431- 436 (1번째), pp. 437- 442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대한흉부외과학회지 (엠투 커뮤니케이션)
2000년 12호부터 초록 및 원문 검색 가능.
그 이전은 KORDIC의 T IF F 이미지로 제공.
http:/ / ktcs .or.kr/ thesis2/ view _article.htm l?code=ktcs&page=1&num ber=195&keyfield=
&key=
http:/ / ktcs .or.kr/ thesis2/ view _article.htm l?code=ktcs&page=1&num ber=196&keyfield=
&key=
2002년 35권 1호 pp. 1- 10 (1번째), pp. 11- 19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ktcs .or.kr/ thesis2/ files/ 350101.pdf
http:/ / ktcs .or.kr/ thesis2/ files/ 350102.pdf
2002년 35권 1호 pp. 1- 10 (1번째), pp. 11- 19 (2번째) 논문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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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의학문화사)
학회 웹사이트에서는 2002년 5월호부터 검색가능.
그 이전 정보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
http:/ / w w w .kafm.or.kr/ paper/ view .html?uid=11237
http:/ / w w w .kafm.or.kr/ paper/ view .html?uid=11238
2002년 23권 7호 pp. 925- 933 (11번째), pp. 934- 941 (1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Kafm / Kafm 23- 07- 11.pdf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Kafm / Kafm 23- 07- 12.pdf
2002년 23권 7호 pp. 925- 933 (11번째), pp. 934- 941 (12번째) 논문의 pdf.
*대한류마티스학회지 (의학문화사)
웹사이트 9월부터 서비스 시작.
학술지 검색 기능은 현재 준비 중.
*대한외과학회지 (의학문화사)
1998년부터 검색 가능.
1950년- 2001년 한국학술정보 제공.
http:/ / w w w .surg ery.or.kr/ sub_pag es/ hak_book/ hak_book_read.htm ?uid=11356
http:/ / w w w .surg ery.or.kr/ sub_pag es/ hak_book/ hak_book_read.htm ?uid=11357
2002년 63권 2호 pp. 167- 170 (14번째), pp. 171- 174 (15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S urgery/ W oe63- 02- 14.pdf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S urgery/ W oe63- 02- 15.pdf
2002년 63권 2호 pp. 167- 170 (14번째), pp. 171- 174 (15번째) 논문의 pdf.

*Korean Journal of Phys iology & Pharm acolog y (의학문화사)
http:/ / w w w .koreaphysiol.org / paper/ htm l/ detail_list.htm ?uid=11099&distri=Phay&publ
=%202002- 06- 29 (대한생리학회)
http:/ / w w w .kos phar.org/ new s letter/ htm l/ detail_Phay.htm ?uid=11099 (대한약리학회)
2002년 6권 3호 (6월 29일 발행)에 실린 pp. 165- 169 (7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P hay/ P hay06- 03- 07.pdf
2002년 6권 3호 pp. 165- 169 (7번째) 논문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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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p Mol Med (의학문화사)
http:/ / w w w .e- em m.org/ current_abstract_view .htm ?s id1=262&volum e=34&no=3&articletype
=articles&current=1
http:/ / w w w .e- em m.org/ current_abstract_view .htm ?s id1=263&volum e=34&no=3&articletype
=articles&current=1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2002년 34권 3호 pp. 177- 183 (1번째), pp. 184- 193 (2번째) 논문의 초록.
http:/ / w w w .e- em m.org/ article/ article_files/ emm 34- 3- 1.pdf
http:/ / w w w .e- em m.org/ article/ article_files/ emm 34- 3- 2.pdf
2002년 34권 3호 pp. 177- 183 (1번째), pp. 184- 193 (2번째) 논문의 pdf.

* 대한남성과학회지 (의학문화사)
회원 log - in 필요.
http:/ / w w w .androlog y.or.kr/ nonm un/ paper_view .htm l?uid=11364
http:/ / w w w .androlog y.or.kr/ nonm un/ paper_view .htm l?uid=11365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2002년 20권 2호 pp. 100- 105 (7번째), pp. 106- 109 (8번째) 논문의 초록.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A ndrolog y/ Andro20- 02- 07.pdf
http:/ / pdf.m edrang .co.kr/ paper/ pdf/ A ndrolog y/ Andro20- 02- 08.pdf
2002년 20권 2호 pp. 100- 105 (7번째), pp. 106- 109 (8번째) 논문의 pdf.

- 12 -

*대한간학회지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serv er에서 제공되는 원문이지만, log - in 없이 누구나 pdf 원문 이용 가능.
초록화면의 URL을 잘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
http:/ / w w w .kasl.org / journal/ result/ S earchDetail.asp?articlekey=8030
http:/ / w w w .kasl.org / journal/ result/ S earchDetail.asp?articlekey=8031
2002년 8권 1호 pp. 1- 21 (1번째), pp. 22- 34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목차 page의 논문 title 앞에 있는 일련번호와 일치.
ftp:/ / 210.101.116.17/ kiss8/ 27400512.pdf
ftp:/ / 210.101.116.17/ kiss8/ 27400513.pdf
2002년 8권 1호 pp. 1- 21 (1번째), pp. 22- 34 (2번째) 논문의 pdf.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대한내과학회지 (한국학술정보)
회원 log - in 필요.
초록화면의 URL을 잘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
http:/ / 210.101.116.36/ InS iteS earch/ (ghbrndv45ajscpq552m m rbi45)/ IS S _Detail.as px ?
a_key=1944287
2002년 63권 2호 pp. 126- 133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210.101.116.36/ InS iteS earch/ (ghbrndv45ajscpq552m m rbi45)/ IS S _Dow nLoad.as px ?
a_code=42801870
2002년 63권 2호 pp. 126- 133 논문의 pdf.

*대한소화기학회지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serv er에서 제공되는 원문이지만, log - in 없이 누구나 pdf 원문 이용 가능.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w w w .gas trokorea.org/ journal/ g as_S electT itle.as p?articlekey=76749
http:/ / w w w .gas trokorea.org/ journal/ g as_S electT itle.as p?articlekey=76750
2002년 40권 2호 pp. 88- 93 (2번째), pp. 94- 104 (3번째) 논문의 초록.
ftp:/ / 210.101.116.17/ kiss8/ 07806272.pdf
ftp:/ / 210.101.116.17/ kiss8/ 07806273.pdf
2002년 40권 2호 pp. 88- 93 (2번째), pp. 94- 104 (3번째) 논문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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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한국학술정보)
초록화면 없이 PDF 파일만 있음.
ftp:/ / 210.101.116.17/ kiss8/ 186z3802.pdf
2001년 논문.
*대한주산의학회잡지 (한국학술정보)
2001년 3호까지만 검색 가능.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210.101.116.107/ jusan/ S earchDetail.as p?A rticlekey=66473
http:/ / 210.101.116.107/ jusan/ S earchDetail.as p?A rticlekey=66474
2001년 12권 3호 pp. 309- 314 (1번째),

pp. 315- 320 (2번째) 논문의 초록.

ftp:/ / 210.101.116.17/ kiss8/ 42700531.pdf
ftp:/ / 210.101.116.17/ kiss8/ 42700532.pdf
2001년 12권 3호 pp. 309- 314 (1번째),

pp. 315- 320 (2번째) 논문의 pdf.

*대한피부과학회지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serv er에서 제공되는 원문이지만, log - in 없이 누구나 pdf 원문 이용 가능.
http:/ / 210.101.116.36/ InS iteS earch/ (xbw q4eabkzfaxv452tbk2d55)IS S _Detail.aspx?
a_key =1945078
http:/ / 210.101.116.36/ InS iteS earch/ (xbw q4eabkzfaxv452tbk2d55)IS S _Detail.aspx?
a_key =1945079
2002년 40권 7호 pp. 737- 743 (1번째), pp. 744- 750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한국학술정보)
초록화면의 URL을 잘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
http:/ / w w w .ksg m.org/ journal/ res ult/ S earchDetail.asp?articlekey=7833
http:/ / w w w .ksg m.org/ journal/ res ult/ S earchDetail.asp?articlekey=7834
2002년 8권 1호 pp. 3- 13 (1번째), pp. 14- 20 (2번째) 논문의 초록.
목차 page의 논문 title 앞에 있는 일련번호와 일치.
http:/ / 210.101.116.17/ kiss 8/ 19200291.pdf
http:/ / 210.101.116.17/ kiss 8/ 19200292.pdf
2002년 8권 1호 pp. 3- 13 (1번째), pp. 14- 20 (2번째) 논문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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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지 (중앙문화사)
회원 log - in 필요.
초록화면의 URL을 잘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
http:/ / w w w .kis ep.com / search/ abstract.asp?checklist=0042002094&Pag eLim it=10&code=001
&s earchF ield=zstan........
http:/ / w w w .kis ep.com / search/ abstract.asp?checklist=0042002095&Pag eLim it=10&code=001
&s earchF ield=zstan........
2002년 31권 6호 pp. 517- 523 (1번째), pp. 524- 532 (2번째) 논문의 초록.
http:/ / w w w .kis ep.com / pdf/ 004/ 2002/ 0042002094.pdf
http:/ / w w w .kis ep.com / pdf/ 004/ 2002/ 0042002095.pdf
2002년 31권 6호 pp. 517- 523 (1번째), pp. 524- 532 (2번째) 논문의 pdf.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중앙문화사)
http:/ / journal.kis ep.com / journal.html
회원 log - in 필요.
초록화면의 URL을 잘 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음.
http:/ / w w w .kis ep.com / search/ abstract.asp?checklist=0012002123&PageLimit=10&code=001
&s earchF ield=zstan........
http:/ / w w w .kis ep.com / search/ abstract.asp?checklist=0012002124&PageLimit=10&code=001
&s earchF ield=zstan........
2002년 45권 7호 pp. 633- 640 (1번째), pp. 641- 645 (2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http:/ / w w w .kis ep.com / pdf/ 001/ 2002/ 0012002123.pdf
http:/ / w w w .kis ep.com / pdf/ 001/ 2002/ 0012002124.pdf
2002년 45권 7호 pp. 633- 640 (1번째), pp. 641- 645 (2번째) 논문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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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학회 자체)
논문 title 중 첫단어 또는 key w ord 사용.
pdf로 연결만 가능, 일부연도, 일부 논문에만 full- tex t (pdf) 존재.

*대한병리학회지 (학회 자체)
회원 log - in 필요.
웹사이트에서 원문 제공 예정으로 준비 중.
목차 page의 논문 title 앞에 있는 일련번호와 일치.
http:/ / w w w .pathology.or.kr:8080/ cg i- w in/ journal.exe/ S EARCH_ID?2267
http:/ / w w w .pathology.or.kr:8080/ cg i- w in/ journal.exe/ S EARCH_ID?2268
2002년 35권 1호 pp. 86- 88 (15번째), pp. 89- 91 (16번째) 논문의 초록.
시스템이 부여한 임의의 일련번호 ID.

*대한세포병리학회지 (학회 자체)
웹사이트에서 원문 제공 예정으로 준비 중.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학회 자체)
학회 w ebsite에서 검색해서는 초록 화면의 URL을 확인할수 없음.
http:/ / w w w .kscp.org / journal/ s earch/ data/ 2002/ 1.pdf
http:/ / w w w .kscp.org / journal/ s earch/ data/ 2002/ 4.pdf
2002년 22권 1호 pp. 1- 3 (1번째), pp. 4- 8 (2번째) 논문의 pdf.

*의사학 (학회 자체)
http:/ / w w w .medhist.org/ 912a.htm
http:/ / w w w .medhist.org/ 913a.htm
2000년 9권 1호 pp. 29- 53 (1번째), pp. 54- 62 (2번째) 논문의 초록.
http:/ / w w w .medhist.org - - >

912.hw p 다운로드

http:/ / w w w .medhist.org - - >

913.hw p 다운로드

2000년 9권 1호 pp. 29- 53 (1번째), pp. 54- 62 (2번째) 논문의 hw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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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회지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 / w w w .richis.org/ dbbank/ abstract.htm ?code=pv20020101
http:/ / w w w .richis.org/ dbbank/ abstract.htm ?code=pv20020102
2002년 35권 1호 pp. 1- 12 (1번째), pp. 13- 23 (2번째) 논문의 초록.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지
웹사이트 준비중

*대한신생아학회지
웹사이트 준비중

*당뇨병
웹사이트 준비중

Note: 학술지 명에 밑줄 친 것은 2002년 10월 14일까지 KoreaMed에 LinkOut 참여의사를
밝힌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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