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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현황 및 단체회원 가입안내
KAMJE 단체회원 가입 의학 학술단체는 1999 년 2 월 10 일 현재 117 단체(대한의학회, 의학회
정회원학회 47, 준회원학회 43,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19, 의학회 미가입학회 7)이며, 개인회원은 모두
9 명입니다.
의학회 정회원 학회지로서 산업의학회지가 단체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특별회원은 아카데미아, 의학문화사, 중앙문화사입니다.
단체회원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회(Tel : 02-798-3807, Fax : 02-794-3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 정기총회 및 워크샵 개최
일시: 1999 년 3 월 30 일 (화) 오후 2 시-6 시
장소: 의사협회 5 층 회의실
일정: 별지

KoreaMed(http://koreamed.kams.or.kr) 등재를 위한
자료 발송 주소 변경 안내
제 1-4 차의 학술지 평가를 거쳐 KoreaMed 등재가 결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단체회원은 학술지의 영문
초록 입력을 위하여 학술지 및 파일 자료를 (주)이원통신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이원통신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규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의학회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자료발송 주소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바랍니다.
학술지 및 파일 접수처:
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 1 동 302-75 대한의학회내 편집인협의회 담당자
e-mail:
전화:
팩스:
문의처:

hbear@kams.or.kr
02-798-3807
02-794-3148
허선( 정보관리위원회 간사)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전화:

033-248-2652
국제학회 안내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annual meeting 9-11 June 1999 Boston, MA(Contact: SSP, 10200
West 44th Avenue, Suite 304, Wheat Ridge CO 80033-2840; tel. +1 303-422 3914.)
John Kirkman Communication Consultancy courses Courses on writing and editing in science
and(with the BMJ) on style for reports and papers in the medical and life sciences. (Contact: Gill
Ward, JKCC, PO Box 106, Marlborough, Wilts, SN8 2RU, UK; tel. +44 (0)1672-520429, fax521008, e-mail kirkman.ramsbury@btinternet.com)

출판물 안내
How to Wright a Paper(second ed) edited by George M Hall(St George's Hospital Medical School,
London, UK) 155pp. (￡ 13.95) Order: BMJ Books, PO Box 295, London WC1H9TE
Tel) 0171-383-6185 Fax) 0171-383-6662

학회지 또는 회원 동정
원광의대 학술지 편집인 조지현(임상병리과) --> 오성록(치료방사선과)로 교체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워크샵 및 정기총회
일 시 : 1999 년 3 월 30 일 (화) 14:00-18:00
장 소 : 의사협회 5 층 회의실
일 정
사회 박찬일 (편집인협의회, 운영위원장)
14:00-14:05
14:05-14:10
14:10-14:40
14:40-15:10
15:10-15:20
15:20-16:00
16:00-16:10
16:10-16:40
16:40-17:00
17:00-18:00

개회 박찬규(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축사 김광우(대한의학회 회장)
주제발표 I
국내의학 학술지 평가 결과 조승열(편집인협의회, 기획평가위원장)
주제발표 II
학술지 평가정책 및 방법 한상완(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휴식
분임토의: 우수평가학술지 발행 경험 및 토의
휴식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종합토의 박찬규(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코리아메드 등재 현황 허 선(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