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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WPRIM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회의와 APAM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학술대회

가 중국의 역사 깊은 도시 시안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최인홍 의편협 회장과 양희진 평가위원장이 참석했다.

9월 3일 오전에 WPRIM 회의에서 작년도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금년도 등재될 학술지를 각 나라에서 보고하였다. 한국에서는 2018년 하

반기, 2019년 상반기 KoreaMed 등재를 위한 신규학술지 평가를 통과한 9종의 학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모두 WPRIM에 등재가 통

과되었다. 이로써 WPRIM 등재 학술지 650여종 중 한국 학술지는 모두 262종이 되었는데, 한국은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학술지를 등재한 

국가이다. 

WPRIM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IMICAMS (Institute of Medical Information  & Library,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의 Fang 

An의 발표에 따르면 13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수록된 학술지는 650종, 논문은 70여만 건, 이중 절반 정도에서 논문 전문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의 약 60%는 WPRIM에서만 조회가 가능한데,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4,300명이 방문

하여 연간 약 2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논문이 검색 가능한 점과 많은 방문자수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WPRIM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후에는 현 APAME 회장이며 몽골 Ach 의과대학 연구처장, 윤리위원장인 Burmaajav Badrakh가 자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들이 WPRIM 

등재 후 학술지가 발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최인홍 회장이 APAMED Central에 대해서 현재 KAMJE의 상황, 데이터 입력 및 관리를 지

원하고 있는 XMLink의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KAMJE의 지원이 향후 어려울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020년에 Declaration on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를 하기 위해 초안에 대해서 각 회원들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9월 4일 APAME 첫날에는 학술지 심사 이전에 원고의 조회,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Preprint에 대한 소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Open 

Access 2020에 대한 보고, Open Access 학술지와 구독료를 받는 학술지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발표되었고, 오후에는 Open Access 

학술지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내용, Open Access 학술지를 DOAJ (Declaration of Open Access Journals)에 등재

APAME 2019 참석 보고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앞줄 왼쪽에서 3번째 양희진 평가위원장, 6번째 최인홍 회장. 최인홍 회장이 의편협 활동과 한국 의학학술지의 위상에 대해서 발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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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령에 이어 최인홍 회장이 KAMJE의 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와 이의 처리방안, predatory journal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기 위한 방안, 연구의 무결성, 윤리성 제

고를 위해 Springer Nature에서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발표 등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9월 5일 일정은 일찍 귀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했으나,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전에는 3개의 방에서 자료의 통합, 연구 출판 

윤리, 유라시아 지역 학술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련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WPRIM 소개, CSCD (Chinese Science Citation Database) 

평가 절차, 중국 학술지의 글로벌화 전략 등 학술지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번 학회는 중국 내에서 96명이, 해외에서 23명이 참석했는데, 학술지 출판 윤리를 정리하고 차세대 디지털 출판, 자료 공유에 대한 최신 

지견이 공유된 유익한 모임이었고, 학술지 발전을 위한 중국의 관심과 열의가 느껴졌다. 또, 시안 의과대학과 IMICAMS의 자원 봉사자들이 

행사 전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던 것도 인상적인 점이었다. 2020년도 APAME 회의는 호주 시드니에서 9월 10-12일 개최될 예정이다.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17일(토)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제13회 

논문작성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비윤리적 학술지의 위험성', 

'TEN Tips in Writing Manuscripts', '편집인의 입장에서 본 의학논문 

평가', '커버레터 및 심사답변서 작성: 한국식 영어의 허점과 오류', 

'EndNote X9을 통한 참고문헌 관리', '성공적인 SCI 학술지 투고 전

략', '논문작성 시 흔히 보는 통계 오류 ', '인과성 추론 강화를 위한 

통계분석 방법들', '학술논문 작성 시 최근 변화: transparency 원칙'

이라는 총 9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총 199명이 등록하

였습니다.

제13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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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경부종양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며, 심사 대상이 된 2019년 5월호 (35권 1호)에는 종설 1편, 원저 1편, 증례 7편 등 모두 9편의 논문

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두경부를 형상화한 그림과 이 그림의 배경색에 일치되게 제호를 배치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표지의 ISSN 배치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우측 상단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표지에 나와 있는 학회 홈페이지는 학술지 홈페이지로 교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SSN 센터에 수록된 정보를 보면 인쇄본의 제호는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이고, 온라인본의 제호는 Korean Jounral of Head & Neck 

Oncology인데, 동일 학술지의 제호가 서로 다른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인쇄된 학술지 표지, 투고규정을 보아도 영문 학술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편집인 명단에 편집위원장, 부편집인, 첫 번째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국적을 표기하고 그 이후의 

편집위원에는 국적 표시가 없는데 표기 형식을 통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 점검표를 인쇄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고,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원고 접수 시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저자들이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에 연구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과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논문 첫 페이지에 저자 소속이 국문, 영문에서 상이한 경우가 있고, 논문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국가 표기를 Korea로 표기했다가 

South Korea로 표기하고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표기 방식이 통일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의 표기가 투고규정과 다른 것이 발견되고, 서지사항 오류도 높은 편이어서 편집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문에 문자열이 들어간 상자가 있는데 표인지 그림인지 표기가 없고 제목, 설명이 없어서 어떤 성격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피판에 대한 종설 논문에서 사진에 여러 문제가 발견됩니다.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인쇄해서 알아보기 어렵고, 사진에서 표기하는 구조물

을 구별하기에는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환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 있는데,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기준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는 게재하기 곤란한 사진이고,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 눈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 학술지 자체의 투고규정에도 위배됩니다. 홈

페이지에 게재한 논문은 컬러로 게시하고 인쇄본은 흑백으로 제작한 것이 다른 논문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병리조직 소견을 알아보기 어

렵고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의 설명에는 붉은 화살표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향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름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형그림도 컬러로 인쇄해야 할 것을 흑백으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발견됩니다. 

국내 논문 인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역사가 비교적 오랜 학술지이고, 여러 진료과

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성이 있는 학술지로 생각됩니다. 이번 심사에서 이야기된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은 학

술지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제42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개최 보고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서울의대 융합관 1층 GDR 5에서 제42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금

번 평가회에는 학술지 5종(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소화기암학회지, 생물치료정신의학,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orean 

Journal of Neuromuscular Disorders)이 참여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5종 모두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

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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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에서 연 3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25권 1호(2019년 2월호)에는 종설 2편, 원저 4편, 증례 1편이 게재되어 있습

니다. 표지 디자인은 잘 되어 있는데 공백이 있는 부위가 아쉽습니다. 도안을 변경해서 공백을 활용하거나 이 부분에 해당호의 논문 중 중

요한 그림을 게재하는 방안, 수록 논문의 목록을 게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하면 검색과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책의 앞쪽에 편집위원회와 학회 임원의 명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집위원회의 자세한 명단과 학술지의 

지향점을 표방하는 글, 웹사이트 주소, 저작권자를 배치하기를 권장합니다. 목차에 정정 원고의 페이지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25권 첫 번

째 논문의 페이지가 5부터 시작하는데 1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영문 논문도 게재하므로 별도의 영문규정도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

다. 투고규정에 이해관계 관련규정과 저자됨의 자격요건, 책임저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과 젠더(gender)를 고

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자점검표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저자의 전화번호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문 종류별로 길이, 제목의 작성 요령, 형식을 자세히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기재 방식을 의학 분야 논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참고문헌 정보 처리도 용이한 밴쿠버 방식으로 변경하기를 권장합니다. 투고규정의 개정 이력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3. 생물치료정신의학

대한소화기암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2018년 12월호 (6권 2호)에는 종설 5편, 증례 2편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이번 호의 논문 중에서 선정한 사진을 배치하여 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 등에 페이지를 표

시해서 책꽂이에 꽂은 상태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문과 영문 투고규정이 있는데, 양자간의 차이점이 커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두 투고규정에서 내용이 배치되는 순서가 달라서 이의 

일치가 필요하고, 내용상 다른 점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문 투고규정에서는 hwp, doc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문 투

고규정에서는 doc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록 단어수의 규정이 영문 규정에서는 원저 250단어, 증례 200단어인데, 국문 투고규

정에서는 각각 200, 15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문 투고규정에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영문 투고규정에는 없고, 저자됨

에 대한 규정은 반대로 영문 투고규정에만 있습니다. 국문 투고규정 개정은 2011년 4월호부터 시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영문 규정은 

2012년 10월에 개정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할 때는 국문과 영문으로 같은 시기에 하거나, 국문을 없애고 영문으로만 규정

을 제시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을 개정할 때는 연구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과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한국 ISSN 센터, NLM 카탈로그의 정보가 현재 상태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서지사항 오류가 비교적 적은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그러나 참고문헌 표기에 오류가 발견되고, 저자 소속의 고유명사 표기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표의 약자 설명이 상세하지 않고 투고규정에 

따라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점, 일부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컬러사진을 흑백으로 인쇄하면서 병변, 이상 소견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

쉬운 점입니다.

우선 투고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학술지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회 임원 명단을 보면 규모가 제법 되는 학회로 보이

며, 좋은 논문 유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제 정비 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학술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대한소화기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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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에서 격월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9권 2호(2019년 4월호)에는 편집인의 글 1편, 원저 16편, 단신 3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웹사이트는 미려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학회 회원이 아닌 투고자의 경우 웹사이트를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합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와 여백, 중심단어의 개수, 원고의 분량, 사진의 표기 방법 등에 대한 국문규정과 영문규

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고규정의 첫머리에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의 규정을 부분 개정하여 제

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투고자가 실제적인 지침으로 삼도록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학술지

로서 이러한 언급이 실제로 투고자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기를 권합니다.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고규정에 이

해관계 관련규정과 저자의 자격요건, 특히 책임저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과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과 단축 제목의 길이에 대한 보완을 권합니다. 투고규정에는 모든 저자의 ORCID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논문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으로 신문기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문기사가 학술성 측면에서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문에 각 저자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연구방법에 기관윤리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기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association 혹은 relationship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association과 relationship 앞에 정관

사 The를 단 경우와 달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된 편집 방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에 등장하는 약어는 표 아래

의 각주에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평가에 나타난 점을 보완해서 관련분야의 최신 지견이 활발히 교환되는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4.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논문의 제목 페이지에 DOI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영문 약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풀어서 쓰기를 권합니다. 논문 제목의 바로 

아래 저자 명단 부분에는 저자의 소속도 기록하되, 국문과 영문 각각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저자의 소속을 구분하는 별 표시를 숫자로 바

꾸고, 교신저자의 주소를 자세히 적기를 권합니다. 중심단어를 가능하면 MeSH 용어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본문에 저자의 ORCID, 이해관

계 유무, 각 저자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연구방법에 기관윤리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기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어깨번호로 적을 때 반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각주 형태로 본문 페이지의 아래 

부분에 참고문헌을 표시한 논문이 있습니다. 각주 형태는 통상적인 참고문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 검색결과를 참

고문헌으로 한 경우 검색한 날짜도 같이 기록하기를 권합니다. 한글로 기술한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경우 

검색이 어려우니 가급적 영문으로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영문과 괄호 사이는 한 칸 띄우고, 숫자와 단위 사이도 한 칸 띄우기를 권합니다. 

영문 논문에서 시작 페이지의 초록은 국문으로 하고, 논문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 초록을 싣고 있습니다. 초록은 모두 영문으로 통

일하기를 권합니다. 그래프의 내부에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원고편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평가에 나타난 점을 보완해서 관련분야의 최신 지견이 활발히 교환되는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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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Genomics & Informatics, Journal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안녕하세요?

KoreaMed 등재 학술지인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Genomics & 

Informatics, Journal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가 SCOPUS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SCOPUS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모두 94종입니다.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natomy & Cell Biology

Annals of Coloproctology

Annals of Dermatology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Archives of Plastic Surgery

Asian Nursing Research

Asian Spine Journal

Biomolecules & Therapeutics

Blood Research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The Korean Society of Neuromuscular Disorders)의 공식학술지로 년2회 발간합니다. 심사대상이 된 2018년 12월 

호(10권 2호)엔 종설 2편, 원저 3편, 증례 3편, 단신보고 1편 등 모두 9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

는데,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해서 책꽂이에 꽂은 상태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2010년에 새로 ISSN을 부여 받았으나 간기

가 연간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NLM Catalog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어서 NLM에 납본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 2회 발행하는 학술지로 한 호만 지연되어도 정시 발행 항목 점수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간기를 준수하고, 발행된 학술지가 

제때 평가기관에 도착하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2018년 개정되었고 필요한 사항들이 비교적 잘 정리되

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윤리 규정은 2010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이력이 없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규정

을 같은 시기에 개정하고, 국문 혹은 영문으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고규정을 정비할 때 연구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 성

별과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록 단어수를 잘 지켰고, 논문 첫 페이지 고유명사 표기에도 일관성을 유지한 것, 참고문헌 서지사항 오류가 비교적 적은 것은 우수한 점

입니다. 표에서는 사용한 통계 검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발견되고, scale을 설명하기 위해 타 학술지의 표를 출처를 밝히지 않

고 전재한 것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점입니다. 사진을 pdf에서는 컬러로, 인쇄본에서는 흑백으로 인쇄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있고, 

사진 안의 글자, 화살표가 작아서 사진이나 이상소견의 크기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논문에 게재된 사진을 전재했는데, 

출처는 밝혔지만 판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밝히지 않은 것도 수정되어야 할 점입니다. 도형그림에서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을 출

처를 밝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번 평가에서 발견된 사항 중 정비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체재 정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

고, 저작권에 문제가 될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5. Korean Journal of Neuromuscular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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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linical Endoscopy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Electrolytes & Blood Pressure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Experimental Neurobiology

Genomics & Informatics

Gut and Liver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Immune Network

Infection and Chem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Cells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Intestinal Research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Journal of Audiology & Otology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Journal of Breast Cancer

Journal of Cardiovascular Imaging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Journal of Gastric Cancer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Strok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Korean Circul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Korean Journal of Medical Mycology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Korean Journal of Pain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Mycobiology

Natural Product Sciences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Psychiatry Investigation

Radiation Oncology Journal

Safety and Health at Work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Translational and Clinical Pharmacology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Ultrasonography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Yonsei Med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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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9년 9월 현재 267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205,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7, 수의학 3, 간호학 20, 영양학 6, 

생명과학 5)이며, 개인회원은 41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거목문화사, 광문출판사, 네이버(주), 디자인메카,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에디티지, 

에어퍼브,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주)워드바이스, 이월드에디팅(Eworld Editing),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최신의학

사, (주)Compecs, InfoLumi, iMiS Company, XMLink(주) 등 총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

국(Tel: 02-794-4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의편협에서 주최하는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43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5시, 서울의대 융합관 523호

   - 제1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 2020년 1월 10일(금)~11일(토),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ABMRC) 1층 유일한홀

  - 제14회 논문작성워크숍

   : 2020년 2월 15일(토),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2019년도 하반기 및 2020년도 상반기 의편협 주요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