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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0년 7월 대한의사협회지는 새 웹사이트(http://

jkma.org)를 구축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새 웹사이트

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한국의 최신 의료 정보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과 한국 의료계의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저

장하는역할의역사적중요성에대해다루고자한다. 

과 거

대한의사협회지는 1948년 5월 10일 창간호를 선보인

“朝鮮醫學協會會報”에서 시작하 다. 제1호의 권두언은

서재필 박사가 작성하 고(Figure 1)[1], “조선의학협회회

보발간에 제하여”,“우리의사회의 연혁”및“제1회 학술대

회 연설 초록”이 게재되었다. 제2호는 1년 후인 1949년 발

행되었으며, 이때 대한의사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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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醫學協會會報”로 변경되었다[2]. 2호의 권두언은 윤

일선 박사가 작성하 고 원저 1편, 임상실험 2편, 종설 1편

및 보고서, 학회 참석 후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세계

보건기구에 가맹한 의의”및“제14회 세계 Olympic 대한민

국대표단 의무보고”등은 그 당시의 한국 의료사에서 대한

의사협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처럼

2호가 발간된 이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9월 1일 속간됐으며[3], 1961년 1월부터는 월간지

로 발간되고 있다(pISSN 0023-4028). 1995년에는 제호가

현재의“대한의사협회지”로 변경되었다. 초기 대한의사협

회지의 역사적인 활동과 내용은 1993년 10월 4일 대한의사

협회지 웹사이트(http://kma.org/contents/board/mbo

ard.asp?strBoardID=societyji)가 구축되면서 비로소 온라

인에 공개되고 회원들이 수월하게 접근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지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독

립된 웹사이트가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한 메뉴

로서운 되었다(Figure 2). 

현 재

연간 35,000부씩 발간하는 대한의사협회지는 2008년

SCIE(과학기술논문추가인용색인)에등재되었다. SCIE 등

재는 대한의사협회지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발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역시 국제

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학의 연

구 동향 및 발전상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SCIE 등재 외에도 또 다른 국제학술지 평가시스

템인 SCOPUS에 2007년에 등재됐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학

술진흥재단의‘등재후보학술지’로 2007년부터 등록되어 있

다. 기타 검색 시스템인 KoreaMed, KoreaMed Synapse,

KoMCI, WPRIM(Westen Pacific Regional Index Me-

dicus), Worldwidescience.org, CrossRef 및 Google

Scholar를 통하여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2007년 인쇄본 잡

지 등록번호인 ISSN을 새로이 발급받았고(pISSN 1975-

8456), 온라인 잡지의 등록번호인 eISSN은 이번에 새 웹사

이트를 구축하면서 2010년 6월 28일 발급받았다 (eISSN

Figure 1. The preface of the first edtion of JKMA.

Figure 2. The web sit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
ciation that is shown as menu of the web si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Cited 2010 Jun 29].
Available from http://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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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5951). 학술지 도메인으로서 jkma.org 및 jkma.kr

두 가지를 2010년 6월 21일 확보하 다. 새롭게 구축된 웹

사이트의특징은다음과같다.

(1) 디자인

아름답고 활발한 유선형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 다

(Figure 3). 창 왼쪽의 메뉴에서 잡지 소개, 논문 작성법 및

현발간호의 게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과월호 잡지

(archive) 검색은 연도 및 월별로 간결하게 나열하여 검색

이쉽도록하 다(Figure 4). 한 과 문제목을동시에나

열하여 국내 독자들의 편의를 배려하 으며, 전문보기를 통

해한 논문을PDF 파일로읽을수있도록하 다.

(2) 구축내용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e-Journal

형태로서 일단 2007년 1월호부터 2010년 6월호까지 전문

(full text)을 대상으로 하 으며, 2007년 이전 논문들은 향

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자하 다. 

(3) 검색기능

Advanced Search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내용이 가

능하며 문 검색이 가능하다. KoreaMed를 통한 검색은

2003년이후현재까지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948년 이후 현재까지 내용을 한 로 검색할 수

있다.

(4) e-Submission

현재e-mail을통하여원고투고가가능하도록하 다.

(5) eToC (electronic Table of Contents) 제공

새로운 호가 발간되면 웹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메일로전달하는시스템을구축하 다(Figure 5).

(eToC 링크의 예: eg.1: http://jkma.xmlink.kr/src/

jkma_mail_form/jkma-v52n12-eToC.html)

(6) 참고문헌하이퍼링크(hyperlink)

대한의사협회지 게재논문의 참고문헌을 클릭하면 해당

문헌으로의 이동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참고문헌 하이퍼링

크를구축하 다.

Figure 3. The new web sit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opened on July 10, 2010, available
from: http://jkma.org/.

Figure 4. The archive of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
ciation [Cited 2010 Jul 10], available from: http://
j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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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ited by기능

대한의사협회지에게재된논문이다른잡지에인용된회수

및인용논문열람기능을통하여게재논문의인용도를파악하

고대한의사협회지가얼마만큼읽혀지는지를파악할수있다.

(8) Open Access Journal참여

학술지 내용(전문 또는 본문 일부, 표, 그림 포함)을 활용

할 때 일일이 대한의사협회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인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ccess journal임을

공지하 다. 이를통해대한의사협회지가좀더많은사람들

에게 인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다만 상

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

를 삽입하여 리단체 또는 기업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 다[4].

미 래

현재 구축된 웹사이트가 안정화되면 가까운 시일 내 더

나은 e-publication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창간호부터 모든 논문에 대한 디지털

개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부여, 다음호

게재 논문 목록(forthcoming issue)의 제공, 출판유형별 검

색, most read 및 most cited 기능 등을 온라인 상에서 구

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정보가 세계적으

로널리인용될수있는기반을갖추고자한다.

(1) 창간호까지디지털개체식별자(DOI)부여

2007년이후의논문에대해서는현재DOI를부여하여시

스템을구축하 는데, 이를2006년이전의논문에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한다. 즉 창간호까지 소급해서 기존에 간행된

모든논문에대해DOI를부여함으로써이를통해초록을검

색할 수 있도록 하고, 초록에서 전문보기를 연결할 수 있도

록 구축하고자 한다[5]. 이런 작업을 통하여 과거 1940년대

및 50년대의 한국 의료 초창기의 귀중한 정보를 오늘날에

되살려 의학학술지 정보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런일이야말로온라인세상에사는후학들이선배들의업적

을 기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창간호까지모두논문에DOI를붙이면선학의업

적들이어떻게활용되었는지알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2) 구 프로젝트(Google project) 참여

창간호부터 인쇄본을 모두 구 에 보내어 고해상도로 스

캐닝하여 구 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제공함으

로써 KoreaMed Synapse에서 최상의 질로 PDF 파일을 제

공할수있도록한다. 

(3) 다음호게재논문목록(Forthcoming issue)제공

아직 인쇄본으로 발간되지는 않은 논문이지만 게재 확정

Figure 5. The format of eToc link of Journal of the Korean Me-
dical Association [Cited 2010 Jul 10], available from:
http://j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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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문을 출판 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자한다. 

(4) 출판유형(Publication type)별검색

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론이나 특집, 의학강

좌, 약물요법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논문만을 찾을 수 있

도록할예정이다.

(5) Most cited 및Most read기능

대한의사협회지 논문 중 어느 것을 국내외 학술지에서 가

장 많이 인용하 는지 또한 어떤 논문을 가장 많은 독자가

읽었는지 순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한 후 이를 웹사이트에 게

시함으로써 회원들의 흥미 유발 및 이를 통한 웹사이트의

이용도증대를꾀하고자한다.

(6) 투고 관리 시스템(Manuscript Management Sys-

tem)구축

아직은 대부분이 초빙 논문이나 앞으로 투고 논문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은 받기로 하 으므로 투고 논문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투고 및 전문가심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

도록할예정이다. 

(7)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등재

학술지 web site에 보다 많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Medline, EMBASE, BIOSIS Previews. Chemical Abs-

tract, CiNAHILL 등 다양한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토록하여본웹사이트의이용을더활성화시킬예정이다.

결 론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지의 새 웹사이트

는 국내 회원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정보

및 현실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

한다. 또한 우리 의료계의 과거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그 당시의 생생한 기록을 보관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

로 기대한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사회에서 우리나

라 의료계의 대표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새 웹사

이트가 유익한 의학 정보를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

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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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의새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여러기능을소개함과아울러대한의사협회지의과거, 현재의위상과앞으로
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 다. 종이로 된 학술지에서 온라인에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한 학술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의
사협회지가 이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과 그 의미를 잘 정리하 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지의 웹사이트가 이용하는 사람
들에게 어떤 점에서 실제적으로 유익한지를 잘 설명하 다. 새로 구축된 웹사이트에선 의학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open access 정책을 수용하여 회원이외의 다수에게 의료계 전반에 관한 널리 알리고 XML을 기반으로 최신의 e-
publication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수 학술지에서 시행하는 첨단 방법이며 많은 인용과 다양한 지식 전파를 위해
선필수적이다. 웹사이트를통해장소와시간의제약없이대한의사협회지에수록된정보들이보다많은회원들과해외의
의학연구자들에게널리이용되는계기가되고이를통해대한의사협회지가국내의료계현황을알리는것에국한하지않
고세계의료속에우리나라의위상을정립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을기대한다.

[정리: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