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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의 2023년 Scopus 등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선된 논문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2020년 23권 1호로부터 관리 

출판사를 바꾸고(DocuHut Co., LTD., http://www.docuhut.com/), 학회지 홈페이지(www.acm.or.kr)와 

투고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본 학회지는 1998년 10월 창간된 이래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학회원들의 열정으로 지금
까지 총 23권, 66호를 발간하여 우리나라 임상미생물학은 물론 진단검사의학, 감염학 및 의학 발
전에 큰 공헌을 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간된 모든 학술논문은 검색 site (http://kscm.

kr/xe/journal_search or http://www.acm.or.kr/browse/all-issues/)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KoreaMed에 색
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와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kr)에 색인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 

등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독자층에 우리 학회지의 논문을 노출하기 위하
여는 더 확장된 국제 학술지 database 색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학회지는 2023년 Scopus 등재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copus는 전문
가 심사를 거친 과학논문, 도서, 세미나 자료를 수록한 세계 최대의 논문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
이스이며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 걸쳐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
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제 학술지 database에 비해 저널과 논문 

정보가 전 세계 지역 비율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고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자국 언어로 출판된 간
행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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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본 학회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해외 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투고
규정 및 출판윤리규정을 개정하고 영문화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 국제적인 오픈 엑세스 저널 

데이타베이스인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학회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행업
무 관리를 위해 상기 출판사의 저널 원스탑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고 유사도 검사, 참고문헌 DOI 

확인을 시행 후 논문을 접수하며, manuscript editor의 역할을 강화하여 논문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
고자 합니다 (Fig. 1). 

이에 학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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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ne-stop service flowchart of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