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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회원 학술지 2017 SCI impact facto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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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129종 중 의편협
학술지 4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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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JCR 포함 내용
▶ 11,655개 학술지
▶ 234개 연구 분야
▶ 80개 국가
▶ 올해 최초로 IF를 받은 267개 학술지 추가
▶ 보고서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고려해 20개 학술지를 제외하고(14개 학술지는 자체
인용, 6개는 인용 누적), 2018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학술지는 매년 업데이트되
는 데이터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
▶ JCR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20개의 저널 제외 결정 (14개 저널 : 자체 인용, 6개 저
널 : 누적 인용) 및 추후 매년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재평가하여 JCR에 포함 여부
결정 예정
▶ JCR을 통해 약 6,400만 건 이상의 참고 문헌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1,000만여
건은 전적으로 저널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선정

CiteScore metrics updated with 2017 annual
values
• More than 23,350 source titles
• More than half have no Impact Factor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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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CiteScore, CiteScore Tracker
and the Impact Factor

https://www.elsevier.com/connect/citescore-metrics-updated-with-2017-annual-values

학술지 논문 출판 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고안 제정
2017.11.30.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

최근 ICMJE와 많은 학술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학술지에서는 이미 관
련 내용을 투고규정 에 포함 또는 개정하고 있다. 출판윤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
윤리위원회에서는 각 회원 학술지 편집인 께 출판물에 불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
보 보호와 관련된 투고규정의 개정을 포함한 윤리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
물에 환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출판할 수 없
다. 불필요한 환자의 세부개인정보는 가능한 생략한다. 단, 과학정보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
한 경우에는 출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
한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학술지 편집인은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
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환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protection-of-researchparticipa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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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elly, Chris (NIH/NLM/NCBI) [C] <chkelly@ncbi.nlm.nih.gov>
Sent: Thursday, May 24, 2018 10:58 PM
To: esl@ajou.ac.ac.kr; kda@derma.or.kr
Cc: Funk, Kathryn (NIH/NLM/NCBI) [E] <kathryn.funk@nih.gov>
Subject: Annals of Dermatology
Dear Dr. Editors,
Please see the attached letter from Joyce Backus,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Associate
Director for Library Operations. This letter is being sent to current PubMed Central (PMC)
participants as a reminder of NLM’s expectations for PMC participating journals and publishers.
An application for Annals of Dermatology was recently reviewed by LSTRC and was not
recommended for MEDLINE indexing. As a result of some of the reviewer comments about the
journal, NLM completed an internal assessment of the journal and identified additional concerns
with scientific and editorial quality that we would like to bring to your attention. Generally, the
problems involve concerns with scientific rigor (e.g., study design and justification, methods that are
not describe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reproducibility, discussion sections that were not critical
and comprehensive) and editorial/writing quality, which made some of the content difficult to read
and interpret.
Additionally, NLM staff identified a number of articles containing images of patients that are not fully
anonymized and/or do not include any indication of patient consent. Examples include:
 https://anndermatol.org/DOIx.php?id=10.5021/ad.2018.30.2.192
 https://anndermatol.org/DOIx.php?id=10.5021/ad.2018.30.2.247
 https://anndermatol.org/DOIx.php?id=10.5021/ad.2018.30.2.247
 https://anndermatol.org/DOIx.php?id=10.5021/ad.2018.30.2.211
Could you please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the journal’s policy for the publication of clinical
photographs and informed consent, and confirm that the papers above adhered to this policy?
In light of the issues, NLM is considering the next steps, which may involve a reevaluation of your
journal to confirm that it meets PMC’s Scientific Quality Standard. We will notify you if NLM decides
to reevaluate your journal for PMC.
Sincerely,
Chris
___________________
Chris Kelly
PubMed Central
chkelly@ncbi.nlm.nih.gov
(301)82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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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able Patients
Authors should remove
information from
photographs and
manuscripts that might
identify a patient. Where
this is impossible,
submissions must be
accompanied by a written
release from the patient.
One option is the
NEJM Release Form for
Photographs of Identifiabl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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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consent forms and patient details
Written consents must be retained by the author and copies of the consents or evidence that such
consents have been obtained must be provided to Elsevier on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view the Elsevier Policy on the Use of Images or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or other
Individuals, http://www.elsevier.com/patient-consent-policy. Unless you hav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or, where applicable, the next of kin), the personal details of any patient included in
any part of the article and in any supplementary materials (including all illustrations and videos)
must be removed before submiss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JAAD) seeks to ensure that patient privacy is
protected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While JAAD accepts institution and private entity HIPAA patient sign-off for photo/image use, it also
provides this document as a template for use by JAAD manuscript authors.
It is important to disclose to patients that images submitted to JAAD may be utilized in various forms
of publication and mediums by the Journ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eaching, research, scientific
meetings, other professional journals, medical books, broadcasts, advertising, and other similar
purposes. These materials may appear in print and online and the public may have access to them.
Care must be taken by authors submitting images to ensure that images are de-identifi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hile preserving the teaching nature of th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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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data sharing statements that fulfill these ICMJE requirements
Element

Example 1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v Yes
ailable (including data dictionaries)?

*

Example 2
Yes

Example 3
Yes

Example 4
No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 All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 data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 Not available
d?
collected during the trial, after deide 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ntification.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
ures, and appendices).
ures, and appendices).

What other documents will be availa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 Study protocol
ble?
an, informed consent form, clinical s an, analytic code
tudy report, analytic code

When will data be available (start an Immediately following publication.
d end dates)?
No end date.

Not available

Beginning 3 months and ending 5 ye Beginning 9 months and ending 36 Not applicable
ar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With whom?

Anyone who wishes to access the dat Researchers who provide a methodol Investigators whose proposed use of Not applicable
a.
ogically sound proposal.
the data has been approved by an ind
ependent review committee (“learne
d intermediary”) identified for this p
urpose.

For what types of analyses?

Any purpose

To achieve aims in the approved pro Fo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ta- Not applicable
posal.
analysis.

By what mechanism will data be ma Data are available indefinitely at (lin Proposals should be directed to xxx Proposals may be submitted up to 36 Not applicable
de available?
k to be included).
@yyy. To gain access, data requestor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s will need to sign a data access agre After 36 months the data will be avai
ement.
lable in our University's data wareho
use but without investigator support
other than deposited metadata.

Data are available for 5 years at a thi Information regarding submitting pr
rd-party website (link to be included) oposals and accessing data may be fo
.
und at (link to be provided).

ICMJ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
These examples are meant to illustrate a range of, but not all, data sharing options.

J Korean Med Sci. 2017 Jul;32(7):1051-1053

ICMJE의 임상시험을 위한 Data Sharing
Statement 오세정 (의편협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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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혁신의 개념
• 기초 및 응용 연구 분야에 성과 젠더를 고려한 분
석 방법을 도입하여 젠더 편견(bias)을 제거함으
로써 연구의 우수성과 질을 높이는 과정을 개발
하고 이를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s)이라
고 정의
• 과학기술의료연구에서 성과 젠더를 고려함으로
써 창조적인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
게 과학과 공학 연구에 성과 젠더 분석을 포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젠더 혁신 주간 건강과 질병 제8권 제13호 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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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젠더 혁신을 위한 정책 방
향 제안
• 연구 지원
• 연구 결과 발표 및 활용
• 보건의료인 교육
• 통계 자료 성별 분석 강화
• 여성 건강 사업 확대 및 정책 수립 체계화
• 여성 건강 전담 기관 설립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젠더 혁신 주간 건강과 질병 제8권 제13호 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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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발표 및 활용
• 연구결과 발표 시에 모든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 젠더 분석이 필요한 것은 추가할 것을 명시해야 함.
• 보건의료분야 학술지 편집장과 편집 위원들에게 게재 신
청 논문들의 연구 계획과 결과의 젠더 분석과 결과 해석
이 적절한지 평가하도록 요구함.
• 특히 임상연구와 적용 연구에서 사전 연구 결과가 성별
균형과 젠더 분석이 적절한지 확인하여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
• 학술지에서 논문 평가 시에 젠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젠더 혁신 주간 건강과 질병 제8권 제13호 274-280

2019년 과총 학술지 평가에서 성/젠더 반영 도입 여부 항목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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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ari et al. Research Integrity and Peer Review (2016) 1:2
DOI 10.1186/s41073-016-0007-6

성･젠더분석을 도입한 해외저널

자료: http://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index.html // 한국어 번역 사이트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4호 2017년 12월 pp.98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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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젠더혁신 정책 도입 사례: JNR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95:11 (2017)
1.

2.

3.

4.

5.

Any paper utilizing subjects (cells, animals, humans) of only one sex must state the sex
of the samples in the title and abstract of the paper, with the obvious exception of sexspecific issues (e.g., prostate or ovarian function). Authors must also state the rationale
for using samples from one sex rather than from both.
All papers must clearly state in the methods section the number of samples/subjects of
each sex used in the research. For cellular work, the sex of origin of cells used should be
reported in most cases. If cells or tissue from both sexes were used without regard to sex,
this fact should be indicated.
JNR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experiments involving both male and female subjects
studied at the same time, and with sufficient sample size to ensure meaningful statistical
comparisons. The inability for any reason to study sex differences where they may exist
should be discussed as a study limitation.
Manuscripts reporting exploratory analyses of potential sex differences in studies not
explicitly designed to address them are encouraged. JNR understands the real risk of
false-positive errors associated with subgroup analysis, but that risk is balanced by the
equal or greater risk of false-negative errors resulting from a failure to consider possible
sex influences. JNR also understands that false negative results may result from
underpowered analyses, but given the dearth of such analyses in neuroscience to date,
and the now clear imperative to change the status quo on this issue, explicitly
exploratory analyses are called for in many circumstances.
Clinical work should be designed with stratified randomization by sex. Post hoc analyses
may also be useful, again perhaps explicitly designated as exploratory.

의생명학술지의 내년도에 대비한 젠더 관련 규
정 보완 – 과총 학술지 평가
• 국내외에서 의생명 연구에서 학술성을 높이고 성차별을
없애는 젠더혁신연구가 활발한데, 이를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내년도부터는 과총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각 학술지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Description of participants)
•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and/or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and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prostate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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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대학입시 등을 위해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
로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되면 소속학교와 학생 신분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논문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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