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제 3 호: 1997 년 2 월 20 일 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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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현황 및 단체회원 가입안내
KAMJE 단체회원가입을 수락한 의학학술단체는 1997 년 2 월 20 일 현재 105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의학회 정회원학회 39, 준회원학회 38, 의학회 미가입학회 6, 의과대학 또는 연구소 20)이며,
개인회원은 모두 8 명입니다. 또한 아카데미아와 의학문화사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읍니다.
단체회원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회(Tel : 02-798-3807, Fax : 02-794-3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7 년 워크샵 및 총회 안내
시 간:
1997 년 3 월 26 일(수)
장 소:
서울중앙병원
주제발표 I
2:00-2:30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서울의대 김성권 소강당
주제발표 II
2:30-2:50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 조사 결과 기획평가위원회 서정욱 소강당
휴 식:
2:50-3:00
분임토의 II
3:00-4:00
1) 학술지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 분임토의 1 조 소강당
2) 학술지의 활용 현황 및 독자의 반응에대한 평가 분임토의 2 조 소강당
3)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에 대한 평가 분임토의 3 조 세미나실
4) 학술지의 행정 체계에 대한 평가 분임토의 4 조 전시실
휴 식:
4:00-4:10
주제발표 III
4:10-4:40
학술지 누리집 운용 시범 학회 발표 대한기생충학회 허선 소강당
분임토의 결과 발표:
4:40-5:20 소강당
총 회:
5:20-6:00 소강당
학술지 작성법 (1) General Style Conventions: Symbols
* Alphanumeric symbol 의 올바른 글자체(typeface) 사용법
Symbol Typeface Examples
Quantity(양) 이태릭(Italic: sloping) y , V
Subscript
Quantity(양) 이태릭(Italic: sloping) Px for probability, P
Other symbol 로만 ( Roman:upright) VL for lung(L), volume(V)
Measurement Unit 로만 ( Roman:upright) m for meter, kg for kilogram
Number(수) 로만 ( Roman:upright) 11, 64, XVIII, xviii
Mathematical operator 로만 ( Roman:upright) +, x
Chemical element 로만 ( Roman:upright) K, Rb Sn, CaCl2
Chromosome 로만 ( Roman:upright) 46, Yt(Xq+;16p-)

Gene 이태릭(Italic: sloping) HRCT
Phenotype 로만 ( Roman:upright) HRCT

Scientific Syle and Format(6th edition, 1996) by Style Manual Committee Council of Biology Editors
(CBE). Cambridge Univeristy Press. p33
학술지 작성법에 관한 논문 초록 (1) Bulletin of EASE 23:3,1997
Abstract Information and strucure: experience from an international paediatric meeting
Neil McIntosh
Department of Child life and Health, Universit of Edinburgh, 20 Sylvan Place, Edinburgh, EH9 1
UW, UK
Conclusion: Althogh the trends for abstracts submitted in structured format to achieve better
scientific scores does not reach significance, the information content is very significantly more.
기획평가위원회
우리 나라 의학학술지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학술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의학학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협의회 활동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97 년
3 월의 워크샵때 토의자료로 사용되겠습니다. 성실한 기록과 신속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위원장:조승렬,
연락처: 서정욱 전화 02-760-3541 팩스 02-745-7966).
정보관리위원회
정보관리위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의학 학술지 문헌 정보를 누리그물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1997 년도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의료정보 분야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협의회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제명: 누리그물에서 우리나라 학술문헌 정보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2.
제
제
제

연구책임자(박찬규)
1 세부과제:김형래(운영위원회 위원)
2 세부과제:송경순(운영위원회 간사)
3 세부과제:허선(정보관리위원회 간사)

3. 연구기간: 3 년
4. 연구개요
현재 우리 나라 의학 학술 정보를 온 누리에 소개하고 국내외 의사들이 활용하도록 하기위하여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최신 정보 뿐 아니라 과거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위의
누리그물(internet)을 이용하여 정보 자료틀(data base)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신
자료나 기존의 자료를 자료틀 관리체계 발동기(database management system engine), 자료틀
통로(database gateway), 공통문고리(common gateway interface) 등을 이용하여 누리그물에서 정보를
제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신속하게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각 학회에서 입력하는 표준화된 학술 문헌정보 자료들을 모두뛰어넘기(hyperlink)로
연결하고 또한 자료틀 관리체계 발동기에 넣어서 사용자가 그림누리집(world wide web)에서 주제어를
넣어 원하는 서지 사항을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회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서지 사항과 초록을 자료틀로 표준화하여 그 내용을 제공하고, 찾아보기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국내 의학 학술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고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작업은 지금 바로 시작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외국에서 되어지고 있는 정보 제공 노력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아직도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할 대한의학학술지 편입인협의회는 현재 105
학회나 학교가 가입한 단체로서 이와 유사한 예비 사업을 이미 시행한 바도 있기에 이러한 사업에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이 국내 통신망의 확충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현 가능하고, 또한 많은 의사나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제의 수행은 한국 보건.의료 연구분야의 국제화를 앞당겨 21 세기 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5. 세부과제별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제 1 세부과제의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제목: 문헌 정보의 표준화 및 학술지 평가 풀그림 개발
내용: 정보 제공자를 확보하거나 선정하고, 입력 정보의 양을 정하며, 수집할 정보의 표준화 및 학술지
평가 풀그림을 개발한다. 이 사업 내용의 이용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제 2 세부과제의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제목: 정보의 입력 풀그림 및 MeSH 입력에 대한 훈련 풀그림 개발
내용: 제 1 세부과제에서 정한 표준화된 정보에 대한 서지사항, 초록, 의학용어의 입력을 할 수 있는
풀그림을 개발하고, MeSH 입력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고 전문 색인작업자를 확보한다. 국내 의학
분야 각 학회에서 누리그물에 올리는 내용(인명, 용어, 학술 내용)을 수집하여 자료틀로 만든다.
자료틀로 만드는 내용에 대한 서지 사항 분류 작업을 한다.
[제 3 세부과제의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제목: 누리집 만들기 훈련 풀그림 및 자료틀관리체계 발동기 운영 풀그림 개발
내용: 각 학술지의 누리집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실제 각각 누리집을 만들어 누리그물에 나오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각 누리집에 나온 자료들을 자료틀로 정리하여 자료틀관리체계에서 자료틀
통로를 통하여 누리그물에서 바로 원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풀그림을 제공한다.

간행물 소개
Scientific Style and Format(6th edition, 1996) by Style Manual Committee Council of Biology
Editors (CB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제 회의 안내
1)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Sixth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25-28 May 1997
Marina Congress Center, Helsinki, Finland
2)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Biomedical Peer Review and Global Communications
September 17-21, 1997 Prague, Czech Republic
Call for Abstracts : January 15,1997
Annette Flanagin, JAMA, 515 N State, Chicago, IL600610, USA(e mail:aff@ix.netcom.com)
회원 또는 학회 동정
1.대한신경과학회(간행이사: 가톨릭의대 김범생) 소식
4 회/년 발행하던 학회지를 6 회/년(bimonthly) 로 증간하게 되었음.

2.대한재활의학회(편집위원장 교체: 서울대 한태륜--> 아주대 이일영) 소식
4 회/년 발행하던 학회지를 6 회/년(bimonthly) 로 증간하게 되었음.
3.대한기생충학회(회장 계명의대 주종윤, 편집인 서울의대 이순형) 소식
학회지 통권 100 호 발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창간호부터 수록된 논문의 초록을 수록하고
이를 검색하는 기능을 갖는 디스크(CD Rom)를 제작 중에 있으며, 간단한 출간 기념회를 가질 예정임.
4.대한초음파학회(간행이사:고려대 정규병) 소식
2 회/년 발행하던 학회지를 4 회/년로 증간하게 되었음.
5.KAMJE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의 동정 또는 변경사항의 연락을 바람. 편집위원회의 소식이나
홍보사항도 보내주면 다음 소식지에 게재하겠음(운영위원회 간사: 송경순 전화
02-361-6470 팩스:02- 313-0956).
신규가입 단체회원 명단

학회명

주소

전화번호

대한혈액학회
종로구연건동 28 번지(110-744)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766-5667
한국지혈혈전학회 종로구연건동 28 번지(110-744)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766-5667
대한남성과학회
용산구 한강로 2 가 65-207 중대용산병원 비뇨기과
799-2179

펙스

발행(년)

744-6075
744-6075
798-4745

3회
2회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