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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6년 3월 현재 25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98,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5, 수의학 3, 간호학 19, 영양학 6, 생명과학 4)이며, 개인회원은
44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
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크림
슨인터렉티브코리아(주), Editage,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NHN(주), XMLink 등 총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
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의편협
정기총회

2016년도 의편협 정기총회가 2016년 3월 31일(목) 오후 2시에 서울대병원 어린
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단체회원 139명과 개인회원 7명, 그리
고 특별회원은 3개 기관에서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위임장 제출 단체회원 57곳).
총회 안건으로는 2015년도 결산(안) 인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원 인준(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회칙 개정, 연회비 조정, 차기회장 선출의 건
이 다루어졌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연회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2016년
도에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연구사업 진행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 각 학술지별로 10만원씩의 연회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코리아메
드 미등재 학술지는 인상 없음). 또한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의편
협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홍 교수를 의편협 제 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
습니다. 최인홍 교수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의편협 회장직을 수행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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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1996년 2월 22일 창립된 의편협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20
주년 기념행사는 2016년도 의편협 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되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축
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의편협은 지난 20년간 의편협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분들에게 감사패
를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분들은 함창곡, 송경순, 이춘실, 허선, 고
항훈 선생님들로서 이 분들은 의편협 창립 초기에 행정기반을 구축하거나 출판윤
리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코리아메드와 시냅스 구축을 위한 탁
월한 역량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김병호 부회장은 의편협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된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20년사’에 대해 출판경과 보고를 하였고 홍성태 회장은 BI(Brand
Identity) 선포를 통해 성년을 맞이하는 의편협의 미션과 비젼 그리고 핵심 가치를
공표하였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Crossing the Digital Divide in Journal
Publishing"을 주제로 김재원, 이춘실, 김태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e-Journal 발행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단체기념사진

공로패 수여(좌측 함창곡 전임회장, 우측 홍성태 회장)

KAMJE Vol.58 2

의편협 vision, mission, core values, and goals

의편협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가 발행되었습

의편협
20년사 발간

니다. 지난 1년동안 의편협 2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병호 교수(의
편협 부회장)의 편집 후기를 게재합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편집 후기
의편협은 1996년 2월 22일 창립하여 올해로 꼭 20주년이 되는데, 작년 5월 임원회의에서 의편협 발전을 회
고하는 역사 기록을 한권의 책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부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20년사 발간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념책자는 의편협의 시작,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하여 2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총회에 맞춰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 부분은 국내외 의학 또는 학술지 편집 관련 단체의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국외 단체에
대해서 이춘실 교수가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의편협 주요 활동 부분은 국내 DB 현황 및 국제 DB 등재
김병호(의편협 부회장)

현황과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회원들과의 교류, 협력, 소통을 통한 학술지 발전에 대
해서도 각 회원 단체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0년사 원고를 정리해나가면서 느낀 점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 의편협이 발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임
원진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제 DB 등재 발전상은 이러한 결과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SCI 및 PMC 등재 현황, 국
제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및 증가율 등 모든 지수에 있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DB
구축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들의 노력과 각 회원 학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책자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가던 중 의편협 Brand Identity (BI)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BI가 본 책자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20년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BI가 뜻하는 바와 같이 갓 스무살 넘은 젊은 의편협이 모든 회원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미래의 창문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 본 책자를 성공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끔 옥고를 보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원고를
검토해준 김재원 운영위원장과 허민석 위원, 기록 사진과 부록을 정리하느라 수고한 사무국 직원 및 기한에 맞춰 교정을 완료한 출
판사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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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의편협
주요 학술 행사 안내

의편협에서 주최하는 올해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7회 논문작성 워크숍 :
2016년 8월 20일(토) 오전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 제10회 편집인아카데미 :
2016년 12월 9일(금)-10일(토), 연세의대 ABMRC 유일한홀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의편협에서는 2016년 1월 30일(토) 오전 9시에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
에서 제6회 논문작성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표지, 제목, 및 초록 다듬기’,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림파일 작업 도구’,
‘Zotero를 이용한 논문작성(문헌검색부터 참고문헌 작성까지)’, ‘의학논문 작성을 위
한 R 통계, 웹에서 클릭만으로 메타분석 끝내기’, ‘How to write a research paper in
English ’,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라는 주제
아래 총 9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학술지 편집인과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25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2016년도 학술상 수상

배종우 교수(출판윤리위 위원장, 경희의대소아청소년과)가 2016년 1월 22일 개최된 한
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정기 총회에서 과편협 제정 2016년도 학술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과학 편집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과학 학술지 발
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대상논문은 2014년 Jourm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한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논문 (저자 김수영, 배종우, 함창
곡, 조혜민) 으로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한국에서 발행한 의학논문에서 중복출판의
빈도, 유형, 감소추세, 감소이유를 조사한 연구로서,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출판
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 그 전에 비해서 현저한 감소를 보인 점을 분
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의학논문에서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향후 의학논문 작성에 과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수상논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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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장면, 오른쪽이 배종우 교수

KoreaMed의 Limit 메뉴에 "Date Added" range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림 1

KoreaMed:
"Date Added" range
검색 기능

에 보이는 바와 같이 KoreaMed에 레코드가 입력된 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중에 추
가된 레코드만을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이후 현재
까지 (2016/01/01-Present), 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12/012015/12/31) KoreaMed에 추가된 레코드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KoreaMed Limit 메뉴의 "Date Added" range 검색창

KoMCI 2015
Impact factor

2015년도 KoreaMed 등재 학술지 (즉 KoMCI 등재 학술지) 215종 간의 인용을 분
석한 KoMCI 2015 Impact factor가 새로 산출되었습니다. KoMCI 웹사이트 (http://
komci.org) 상단 메뉴 중, KoMCI Journal Web 메뉴 (http://journal.komci.org/
SearchJournal.php)에 접속하면, 학술지 별, 학술지 분야별로 국내 의학 학술지의
다양한 인용분석 정보 (Citation Analysis data)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15 KoMCI
전체 학술지에 대하여 Journal Title, Total Cites, Impact factor, Z impact factor,
Journal self-citation rate 등의 기준으로 정렬 (Sort) 하여, 인용 현황을 타 학술지
와 비교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의 ❶).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명으로 검
색하여, 그 학술지에 대한 인용 상황을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2의 ❷).
또한 MeSH Broad Subject Terms, SCI Subject Categories 로 분류되어 있는 관
심 분야의 학술지를 찾아서, 인용 분석 정보를 비교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의 ❸).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그림 3, http://journals.koreamed.
org) 하단의 KoMCI IF banner를 누르면, 2015년을 포함한 지난 5년 동안의 KoMCI
IF Trend를 graph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림 2. KoMCI Journal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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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MEDLINE 등재 현황

의편협 회원 학술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가 MEDLINE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MEDLINE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모두 23종입니다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Asian Nursing Research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Epidemiology and Health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Gut and Liver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Yonsei Med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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