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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취임사 - 허선(한림의대 기생충학)

존경하는 편집인, 원고편집인, 그리고 학회와 회사의 편집 관련 직원 여러분,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지난 총회에서 지지하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 저는 1996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창립 임원으로 2011년까지 15년간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을 주관하

였습니다. 이런 여러 데이터베이스는 의편협의 업무 중 훈련, 평가 등과 함께 우리나라 편

집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국제적으로 Cochrane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였

습니다. 이렇게 지난 9년간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비롯한 여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년 만에 회장으로 돌아와서 이루고자 하는 첫 사명은 지금부터 KoreaMed Synapse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회원단체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의편협 즉 우리 회원 단체의 소유이므로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의학 학

술지를 발전시키자는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모든 회원 단체로부터 국문 또는 영문 언어 상관없이 전문 XML 파일을 받

아서 우리 모두의 Synapse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XML 파일은 모든 학술지에서 국제 수준으로 제작하고 있으므로 품질에 큰 문제가 없

습니다. 그러면 우리 KoreaMed Synapse는 250종 이상의 모든 회원 학술지를 다루게 되므로,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는 전문 

XML 데이터베이스로는 미국의 PubMedCentral (PMC), 일본의 J-Stage 다음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회원 학술지가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3rd version’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지

원하겠습니다. 이미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 업무 지침을 잘 기술하는 것이 국제 수준 학술지로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PMC, 

MEDLINE 등재 신청에서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이미 90% 이상에서 open access로 발행하는 회원 학술지가 모두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에 등록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Plan S 정책에 따라 유럽의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원고를 투고 받으려면 여기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

운 일이 아니고, 국내에 DOAJ ambassador 세 분이 있으므로 등록을 신청하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회원 단체 학술지가 국립중앙도서관에 digital archiving 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은 우리나라에서 학술지를 출판하는 모든 기관이 지켜야 하는 내용이며, 자료 보존과 미래의 학술 연구를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되기 때문

입니다.

이번 임기는 의편협 창립 임원으로 일한 제 1 세대로서 회장직을 맡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집행부가 창립 27년이 지나 더욱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게,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틀을 튼튼하게 갖추겠습니다. 우리 회원 학술지가 다 같이 화합하여 발전하

고, 나아가 편집인을 지원하는 특별 회원 단체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문 세계에서 든든한 문지기이자 등불을 높

이 밝혀든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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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LINE 등재: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안녕하세요?

KoreaMed 학술지인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이 MEDLINE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MEDLINE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총 27종입니다.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Asian Nursing Research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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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Yonsei Med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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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 Epidemiology and Health

안녕하세요?

KoreaMed 등재 학술지인 Epidemiology and Health가 SCOPUS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SCOPUS에 등재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모두 105종입니다.

Acute and Critical Care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natomy & Cell Biology

Annals of Coloproctology

Annals of Dermatology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 Metabolism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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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linical Endoscopy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Electrolytes & Blood Pressure

Epidemiolog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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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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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sity & Metabolic Syndrome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AMJE Vol.  7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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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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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Korean Journal of Medical Mycology

Korean Journal of Neuro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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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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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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의 코로나19에 대한 학술지 출판물 국제적 개방 요청 공유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입니다.

귀 회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ICMJE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학술지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개방하도록 요청하는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의편협 학술지의 대부분은 Open access로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ICMJE 방침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전달드리오니 자

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rch 13, 2020 
 
To Members of the Scholarly Publishing Communit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s from a dozen countries have been holding regular calls on the 
COVID-19 responses. A topic of considerable interest and discussion is enhancing the ability of 
researchers and other stakeholders to access and re-use or text-mine all published articles on 
coronaviruses, SARS-CoV-2, and COVID-19. This timely access is critical, as it allows researchers to 
keep up with the rapidly growing body of literature and identify trends and relevant information in efforts 
to characterize this novel virus and address the associated global health crisis. We support the January 30 
statement of the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on COVID-19 that called on countries, 
institutions, communities and partners to ensure that all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outbreak is shared 
openly and rapidly.  
 
We, as national leaders on science policy, applaud the efforts of researchers to understand and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We also greatly appreciate the funders and publishers who play the 
important role of supporting, reviewing, and communicating research outcomes and making publications 
and data available to the global community for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 awareness.  
  
To assist efforts to contain and mitigate the rapidly evolving COVID-19 pandemic, basic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will be vital to addressing this global crisis. Given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scientists and the public can access research outcomes as soon as possible.  
The countries listed below urge publishers to voluntarily agree to make their COVID-19 and coronavirus-
related publications, and the available data supporting them, immediately accessible in PubMed Central 
and other appropriate public repositories, such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COVID data base, to 
support the ongoing public health emergency response efforts.  
 
Importantly, this information should be in both human and machine-readable format to allow for full text 
and data min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ights accorded for research re-use and secondary 
analysis. We further respectfully request this arrangement apply to articles published to date as well as 
future articles for the duration of this crisis.  
 
A prompt response from the scientific and publishing community will accelerate global efforts to contain 
the SARS-CoV-2 virus and thus save lives and reduce societal disruption. Efforts made by publishers to 
date to make publications and data on COVID-19 publicly accessible are greatly appreciated.  
 
Sent on behalf of the chief science advisor or equivalent representing the following countries: 
 

Australia 
 

Brazil 
 

Canada 
 

Germany 
 

India 
 

Italy 
 

Japan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Singapor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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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과 관련된 올해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Annual Meeting of ICMJE 2020

 : 2020년 10월 5일(월)~6일(화), 장소 미정

  

- SCOPUS 소개 및 등재 전략 워크숍 ‘Meeting with David Rew, SCOPUS Subject Chair in Medicine’

 : 2020년 11월 7일(토), 장소 미정 / 장소 확정된 후 추후 공지 예정

2020년도 의편협 주요 일정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20년 3월 현재 270종 학술지이며, 개인회원은 41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거목문화사, 광문

출판사, 네이버(주), 디자인메카,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에디티지, 에어퍼브,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워드바이

스, 이월드에디팅(Eworld Editing),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주)제이피앤씨>, (주)Compecs, InfoLumi, iMiS Company, XMLink(주) 등 총 20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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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사무국(Tel: 02-794-4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 ICMJE 회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13개 학술지 편집인 및 NLM 부소장(NCBI 담당, PubMed 발행인)을 초청하여 별도의 세미나 또는 

간담회를 가지기 원하는 분은 의편협 사무국(kamje@kams.or.kr) 또는 JKMS 편집실(jkms@kams.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