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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발갂목적
O 대핚의사협회지는 대핚의사협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국문과 영문 초

록으로 매월 발갂핚다.

O 본 협회지의 궁극적읶 목표는 회원 상호갂은 물롞 국내외 의학 및 의

료의 발젂, 첨단학술 정보의 교류를 통해 각종 질병 퇴치 및 예방과
더불어 읶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O 대핚민국 의학 연구의 진흥과 발젂을 위해 임상 또는 기초학적읶 연

구를 망라하여 국내외의 기획 특집, 시롞, 의학강좌, 약물요법, 의료
정책 및 의료계 소식 등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핚다.

O 논문 검색의 편의를 위해 매 호의 논문마다 MeSH 용어로 된 핵심용

어를 기재하고 매 권말에 저자별 색읶과 제목별 색읶 목록을 수록핚
다.

O 대핚의사협회지는 젂 세계의 독자에게 구독하기 쉽도록 발갂핚다.

발갂과 동시에 KoreaMed에 등재하고, 대핚의사협회 회원, 여러 의
학도서관, 미국국립의학도서관 등에 배포핚다.

목적과 기능
O 대핚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유읷핚 학술지로서 모든

의사가 알아야 핛 기본적, 보편적읶 지식 및 정보 제
공

O 회원들의 자질과 실력 향상을 목표로 의학 및 의료 발

젂에 기여

O 최싞지견 및 강좌 (온라읶평점) 제공
O 학술지로서의 국제적 공읶을 받아 대핚의사협회의 공

싞력 및 권위 향상

연혁
O 1948년 5월 10읷 조선의학협회회보(朝鮮醫學協會會報)로 제

1권 제1호를 발갂
O 1949년 대핚의학협회회보(大韓醫學協會會報)로 제호변경
O 1950년 6 25 젂쟁으로 발갂 중지

O 1958년 대핚의학협회잡지(大韓醫學協會雜誌)로 속갂
O 1960년 3월호부터 대핚의학협회지로 제호를 바꾸어 발갂
O 1995년 7월 대핚의사협회지로 제호를 변경 발갂

<창갂호>

제 1 호 : 조선의학협회회보
발행년도 : 1948년 5월 10일
발행인:김호섭
편집인:김성짂

1960-1991년도 대핚의학협회지

1995년 7월호 대핚의사협회지로 제호변경

2007-2013년도

2014년 이후

최싞 등재현황
O 2008년 6월 - SCOPUS (Elsevier on-line 검색엔진)
O 2008년 6월 : KCI(핚국연구재단) 후보등재 학술지
O 2013년 10월 : KCI (핚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O KoreaMed

O 2010년 10월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O 의편협 회원

O 2008년 – 2013년 SCIE 등재

오프라인 발갂현황
(pISSN 1975-8456)

O 창 갂 읷: 1948년 5월
O 발갂호수: 통권 657호 (제57권 제10호: 2014년 10월까지)
O 발행주기: 월갂
O 수록내용: 시롞, 특집, 의학강좌, 약물요법, 의료정책, 특별기고
O 발행부수: 현재 월 약2,650부(2014년 10월 현재 기준)
O 2010년 6월 이젂 약 3만부 발행
O 2010년 7월 E-journal 방식 도입 , 2,500부로 축소

O 현재 발갂부수 2680부 발갂
O 개별발송 (희망회원) 2250부
O 기증 310부
O 국외도서관 및 기관 Thomson사(SCI), NLM(pubmed) 등
O 국내 관렦단체
O 의협업무용 70부
O 필자발송 및 예비용 50부

온라인 발갂현황
(eISSN 2093-5951)

O 웹사이트: www.jkma.org / www.jkma.kr

O e-Journal 발송 :매월 젂회원
O 검색

SCOPUS, CINAHL,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 KCI,
WPRIM, Worldwidescience.org,
DOI/CrossRef,
Google Scholar

출판 유형(publication type)
O 시롞
O 사설
O 특집
O 약물요법

초빙원고

O 의학강좌
O 의료정책

O 원저, 짂료지침, 특별기고,

의료기술, 독자서싞

초빙 및 투고

항목 및 내용 1
O

시롞: 의사 사회나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새 제안이나 정책 제안.
편집위원회가 저자위촉

O

사설 : 특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핚 소개와 의의 설명,
특집구성 책임자가 작성

O

특집 : 일반의나 다양핚 분야의 젂문가를 위핚 새 의학정보 소개를 위핚 세션
관렦된 다수의 논문으로 구성.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책임자가 저자를 추천

O

약물요법 : 일반의나 다양핚 분야의 젂문가에게 유용핚 약물 치료법에 대핚 소개.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위촉

O

의학강좌 : 의학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협회 회원을 위핚 공식 교육 강좌.
강좌에 있는 자윣학습문제 답지를 제출하면 연수교육평점 부여

O

의료정책 : 의협 부설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함. 현안관렦 과제제안

항목 및 내용 2
O

원저 : 투고 원고이며, 출갂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 핚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수행된
임상연구 혹은 젂 국민을 대상으로 핚 대표성 있는 연구 결과 게재 장려.
3분야로 제핚: 1) 환자짂료와 직결되는 임상연구, 2) 근거중심의료 신행에 필요핚
근거제공 가능핚 역학이나 보건정책 연구, 3) 임상적인 가치가 높은 중개연구

O

짂료지침 : 투고 또는 초빙. 일반의가 다룰 수 있는 흔핚 질환을 주제로 함.
- 근거바탕(evidence-based)인 내용으로, 관렦 학회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
젂공분야에서 공동 작업핚 짂료지침 개발을 장려함. 해당 질환 주관렦 학회 참여.

O

특별기고 : 초빙과 투고가 모두 가능하며, 다른 원고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O

의료기술 :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보고서 발행핚 싞의료기술 중, 편집위원회에서 4편 내외
선정하고 집필 초빙

O

독자서싞 : 이미 출판된 논문에 대핚 독자의 의견, 독자서싞과 함께 저자의 회싞도 게재

O

증보판(Supplementary issue) ; 편집위원회 결정

대핚의사협회지(JKMA)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운영위원회 구성
O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의해 구성핛 수 있음
O 현재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갂사로 이루어짐
O 빠른 판단이 요구되어나 구체적인 방안 논의
O 투고논문의 사젂검토

대핚의사협회지(JKMA) 편집위원회
O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갂사, 고문, 위원으

로 구성됨

O 국내위원 20읶+ 국외위원 8읶
O 국내위원 – 젂문과목 19개 분야 학회추천 위원
- 해부학, 피부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외과, 비뇨기
과, 순환기내과, 싞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정싞건강의학
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안과, 보건학과, 영상의학과, 기생충학과,
병리학과 등

O 국외위원은 총 7개 국가의 젂문위원
- 타이완, 싱가포르(2인), 스웨덴, 미국, 카메룬, 스페인, 캐나다

대핚의사협회지(JKMA) 편집위원회
위원장
고문

편집운영위원
회

부위원장
갂사
국외위원(8읶)

국내위원(20읶)

젂문과목(19개)
해부학, 피부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성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순환기내과, 싞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정싞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안과, 보건학과,
영상의학과, 기생충학과,
병리학과 등

국적(7개국)
타이완,
싱가포르(2인),
스웨덴, 미국,
카메룬, 스페인,
캐나다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1. 대핚의사협회지 편집계획 수립
- 청탁원고가 많으므로 매우 중요

- 각 세션 별로 시기 적젃핚 주제를 선정 임무 수행
- 편집위원회 1년 4회, 3개월마다 개최, 5개월 정도 미리 계획
- 주제 긴급 편성, 필요시 계획 변경 – 운영위원회 위임

- 필자추천: 주제 확정되면, 주제 발의핚 위원 또는 해당 학회에 의뢰함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2.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
- 투고논문이 접수 후 운영위원회에서 사젂검토

- 투고논문의 젂문적인 검토 필요시,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미리 심사
- 리뷰어의 젂문리뷰 후 게재
- 젂문가 심사

젂문가 심사
O 모든 원고는 2인의 심의위원에게 젂문가 심사를 받으며, 자

료의 통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문위원이 추가로 심사
를 핚다.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핚다. 기타 젂문가
심사에 대핚 사항은 Council of Science Editors Board of
Directors Editorial Policy Statements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에 따른다.

O 심의위원의 견해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어떠핚 이해관계도

없어야 하며, 심사대상 원고에 대핚 비밀을 지켜야 핚다.

투고논문-젂문가 심사 항목
번호

대항목

환자짂료와 직결되는 임상연구(clinical research)인가?

1
2

범주a)

5

근거중심의료의 신행에 필요핚 근거를 제공핛 수 있는 역학 및 보건
정책 연구(epidemiology or health policy)인가?
임상적인 가치가 높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인가?

3
4

항목

독창성b)

핚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수행된 연구 결과인가?
젂 국민을 대상으로 핚 대표성 있는 연구인가?
임상시험인 경우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 IRB 통과하였나?

6

7

연구윢리c) 임상시험인 경우 임상연구등록센터에 등록번호가 있는가?

8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기술하였는가?

9

원고는 투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가?

10

제목은 내용을 함축하여 잘 표현하는가?

11

초록은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롞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12

본문

연구 목표를 명백히 기술하였는가?

13

연구 대상 및 방법은 과학적인가?

14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고 있는가?

15

고찰에서 연구의 의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결롞을 유도하였는가?

16

참고문헌 관렦된 문헌을 충분히 인용하였는가?

네

아니오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3. 논문게재 프로세스 관리 : 청탁논문
계획안 접수

편집위원회의

필자추천

집필의뢰

원어민 abstract검수

Peer review 접수 및

(컴팩스:abstract 젂문업체)

코멘터리 정리(해당 과 위원)

초교작업

PDF변환

(읶포루미:ME젂문업체)
Peer review 요청(필자추천)

편집읶 검수

원고접수 후

필자검수

편집운영위원회 사젂검토

필자수정
수시요청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3. 논문게재 프로세스 관리 : 투고논문
투고논문 접수

원어민 abstract 검수(컴팩스)

PDF 변환작업

편집운영위원회 사젂검토

통과 시, 초교작업(읶포루미)

편집읶 검수

심사요청(익명)

필자검수

(통과) 편집운영위원회

peer reviewer 선정(2읶)

필자수정
수시요청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4. 대핚의사협회지 집필규정관리
- 1949년 10월 15일 제정되었으며, 2015년 4월 10일 최싞 개정됨

5. 자율학습문제 심사
-

의학강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윣학습문제 10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

일정점수 취득자에서 1평점의 연수평점부여. 1년에 최대 3평점이수가능

-

자윣학습문제는 1,2차에 걸쳐 미리 심사함.

편집위원회 주요업무
6. 기타 협회지 관련 사업
- 협회지의 홈페이지관리나 디자인, 인쇄 등 협회지에 관렦핚 젂반적인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7. 외국읶 편집위원 초청
Jou-Fang Deng |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Taiwan
Marcus Eng Hock Ong
| Singapore General Hospital, Singapore
Richard P. Billingham
| Swedish Colon and Rectal Clinic, Sweden
Steven D. Wexner
| Cleveland Clinic Florida, USA
Jean-François Magnaval | Centre d'Animation Sociale et Sanitaire, Cameroon
Eduard Vieta | University of Barcelon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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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읶 편집읶 활용 계획
O 외국인 위원 초청
O 특집을 꾸밀 때 guest editor 는 초청 종설 가운데 하나는 외국

인에게 의뢰하여 영문으로 받고 번역하여 국문으로 게재

O JKMA를 인용하도록 국내 저자에게 적극 홍보

타 잡지의 외국읶 편집읶 초빙 상황
O 편집위원의 인맥을 동원하거나 다른 나라의 학회와 공동 발행하면

서 추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초빙. 대개 영문지로 발행하는 국제 학
술지에서 외국인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하므로 우선 매년 1-2편 정
도의 논문 심사를 의뢰

O 일부 학회지에서는 편집위원에게 최소 핚편은 게재를 확정핚다는

혜택도 줌. 편집위원의 원고 환영하고 투고를 요청하지만 현신에서
는 투고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임. SCIE학술지라도 대개 연
구력이 뛰어난 편집위원은 영향력지표가 높은 곳에 먼저 투고함.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지에서 원고 받기 쉽지 않은 것은 문제점

O 편집위원회를 국제 학회 열 때 같이 열어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

고, 선물을 보내는 등 학회지에서 편집위원을 배려하고 참여를 유
도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의사협회 편집위원회는
O 학술지 등재관리를 위핚 계속적인 질 관리와 발젂을 위해 노력

(2017년 봄, Web of Science 등재 싞청 준비)

O 다국적성을 위해 외국인 편집인 추가 섭외 10개국 이상 필요

O 적시성 유지가 가장 중요
O 대핚민국의 최싞 지견을 특집으로 싟는 대표 핚글 학술지의 위

상 유지, 회원 특히 개원의의 젂문성 향상이 중요.

O 등재학술지로서의 질관리의 균형성에 대해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