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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Academies or societies of Korean Medicine have their journals. Those Journals usually follow guidlines for authors of 

Journal of KOMS(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However, altough academies or societies of Korean Medicine are branches of KOMS, 

their guidlines for authors of journal are different form KOMS`s.

Method : We compared guidlines for authors in academies or societies of Korean Medicine which journals is listed in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sult : They have 78.9% coincidence in guidlines for authors of journal, 68.4% in url adress and 57.9% in both books and chapter.

Conclusion : Academies or societies of Korean Medicine might comply with KIOM in guidlines for authors of their journal because they 

are brabches of KIOM. In addition, these days, scholars try to make journal DB, journal referaence DB, ontology and so on so journals of 

KIOM and journals of Korean Medicine academies might be agreed especially in guidlines for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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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는 ‘분과별학회를 통할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각 분과별학회의 지원 및 회원 상호간의 
유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1)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32개
의 정회원학회와 15개의 준회원학회가 한의학회에 소속되
어 있다.

한의학회는 한한의학회지(이하 한의학회지)를 발간하
고 있으며, 산하 47개 학회도 부분 학회 고유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학회지들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와 등
재후보지 기타 학회지로 분류되는데, 특히 등재지와 등재후

보지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한의학회지는 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로서, 논문

투고규정을 통하여 산하 학회의 학회지 발간 형식에 있어 
많은 향을 주고 있다. 한의학회지는 논문투고규정으로써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
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2)라고 하여 Vancouver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한의학
회 회칙 25조 3항에 ‘분과별학회는 관련분야교수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각 1회 이상에 걸쳐 본 학회 투
고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분과학회지를 발행하여야 하며 

1) 한의학회 회칙 2조.
2) 한한의학회 논문투고규정. <http://www.koms.or.kr/04/02_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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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학술지 논문 기술 규정 비고
한의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한한방내과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침구의학회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 ; 권 : 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 권수, 인용쪽번호 실제로 한의학회지 규정과 동일.
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본초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권(호). 인용페이지. ‘;’과 ‘:’ 사용하지 않음.

표 1. 참고문헌 중 학술지 논문 기술규정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3)라고 하여 분과
학회의 학회지도 Vancouver 형식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이에 한의학회의 한의학회지와 한의학회 산하 분과학회
가 발간하는 학회지중 등재후보지 자격 이상의 학회지4)를 

상으로, 각 홈페이지에 제시된 논문투고규정 중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그 상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김홍렬의 ‘국내 의학학술지 참고문헌 기술
규정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5)가 있으나 국내 의학학술지로 
국한하여 한의학 학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와
는 차이가 있다.

Ⅱ. 本論

한의학회지와 분과학회지의 참고문헌 기술규정 중 학술
지논문, 단행본, 단행본내의 chapter, 전자매체의 기술규정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술지논문 기술 규정

한의학회지는 학술지논문 인용에 하여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순으로 기술한다
고 하 다.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학회지는 한한방내과
학회지, 한침구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6), 
한한방부인과학회지7),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
지8), 사상체질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한방재활의
학과학회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한약침학회지, 한한
의진단학회지9), 경락경혈학회지10), 한예방한의학회지11), 

한한방비만학회지12) 등 15개로 78.9%가 일치하고 있다.
학술지논문 기술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회지는 한한의학

원전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등 3개이
다. 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과 ‘:’을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
의사학회는 논문제목에 ‘｢｣’을 이용하고 있다. 동의생리병리학
회지는 동의생리학회와 동의병리학회에서 공동으로 출간하고 
있는데, 동의병리학회는 한의학회지 기술규정을 따르고 있으
나, 동의생리학회는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잡지명, 권, 쪽, 
연도.’로 규정하여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실제 학회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동의생리학회의 기술규정 로 출간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한한의학회 회칙 <http://www.koms.or.kr/01/04.php>
4) 등재후보지 이상 학회지는 다음과 같다. 학회지 한한방내과학회지, 한침구의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한방부인과학회지,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지, 한한의학원전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사상체질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한
방재활의학과학회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한약침학회지, 한한의진단학회지, 경락경혈학회지, 한예방한의학회지, 한방비만학회지. 단 동
의생리병리학회지는 동의생리학회와 동의병리학회에서 공동 출간하므로 19개 학회에서 발행하는 18개 학회지가 있다..

5) 김홍렬. ｢국내 의학학술지 참고문헌 기술규정의 상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5 ; 36(2) :141-163.
6) 단 ‘;’과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7) 규정은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 권수, 인용쪽번호’라 되어 있어 한의학회지 규정과 다르지만 실례를 보면 한의학회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8) 단 ‘;’과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9) 단 ‘;’과 ‘:’의 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10) 단 ‘;’과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11) 단 ‘;’과 ‘:’의 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12) 단. ‘:’의 뒤에 띄어쓰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례를 보면 한의학회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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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 권(호) : 시작면-종료면 종료면 뒤에 ‘.’없음.
논문제목에 홑낫표.

사상체질의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잡지명, 권, 쪽, 연도. 생리학회.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병리학회.
실제로는 동의생리학회 규정을 따
르고 있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약침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한한의진단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권: 시작면-종료면. ‘;’과 ‘:’ 뒤 띄어쓰기.

경락경혈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 권(호) : 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한예방한의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권(호): 시작면-종료면. ‘;’과 ‘:’ 뒤 띄어쓰기.

한방비만학회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 : 시작면-종료면. 실제로는 ‘;’과 ‘:’ 앞뒤 띄어쓰기 없음.

학회지 단행본 기술 규정 비고
한의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

한한방내과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과 ‘:’ 뒤 띄어쓰기.
출판사명 뒤 ‘;’를 사용.
출판연도 뒤 ‘,’를 사용.

한침구의학회지 저자명. 서명. 판차. 출판지 : 출판사명. 출판연도 ; 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출판연도 뒤 ‘;’을 사용.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쪽번호. 실례로는 한의학회지 규정과 동일.

표 2. 참고문헌 중 단행본 기술규정

2. 단행본 기술 규정

한의학회지는 단행본 인용에 하여 ‘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순으로 기술한다고 하 다.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학회지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회지, 한한방부인과학회지13),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지14), 사상체질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한약침학
회지15), 경락경혈학회지16), 한한방비만학회지 등 11개로 
57.9%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한방내과학회지는 출판사명 뒤에 ‘.’ 
신 ‘;’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판연도 뒤에 ‘:’ 신 ‘,’를 사용
하고 있고, 아울러 ‘:’과 ‘;’ 뒤에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한침구의학회지는 출판연도 뒤에 ‘:’ 신 ‘;’를 사용하고 있

으며, ‘:’과 ‘;’ 앞뒤에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한한의학원
전학회지는 ‘;’과 ‘:’ 신 ‘.’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사학회
지는 서명에 ‘’을 사용하고 있으며, ‘:’ 앞뒤에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는 ‘학술지논문 기술규정’과 
동일하게, 동의병리학회는 한의학회지 기술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동의생리학회는 ‘저자명, 도서명(판, 권), 발행사 소
재지, 발행사명, 쪽수, 발행년도.’로 규정하여 차이가 있다. 
이에 실제 학회지를 검토한 결과 모두 동의생리학회의 기
술규정 로 출간되고 있다. 한한의진단학회지는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뒤에 각각 ‘,’로 되어 있다. 한예방한의
학회지는 도서명 다음에 ‘.’ 신 ‘,’으로 되어 있으며, 출판
사 다음에 ‘.’ 신 ‘;’로 출판년도 다음에 ‘:’ 신 ‘,’로 되어 
있는 동시에 ‘:’과 ‘;’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규정은 ‘저자명, 논문제목, 편집자, 도서명,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쪽번호’라 되어 있어 한의학회지 규정과 다르지만 실례를 보면 한의학회
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14) 단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15) 단 ‘:’의 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16) 단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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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한본초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 앞뒤 띄어쓰기.
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저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페이지. 발행지와 출판연도 

뒤에 ‘.’을 사용.
한국의사학회지 저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면

종료면 뒤 ‘.’없음.
‘:’ 앞뒤 띄어쓰기.
단행본명에 겹낫표.

사상체질의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저자명, 도서명(판, 권), 발행사 소재지, 발행사명, 쪽수, 발행년도.

생리학회.
발행지와 출판사 뒤 ‘,’을 이용하
고 연도수를 뒤로 보냄.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병리학회.
실제로는 동의생리학회 규정을 
따르고 있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한약침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발행지 뒤 ‘:’을, 출판사 뒤 ‘;’을, 

출판연도 뒤 ‘,’을 이용.
한한의진단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뒤 ‘,’

로 되어 있음.
경락경혈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 출판년도 : 인용페이지 ‘:’ 앞뒤 띄어쓰기.

한예방한의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도서명 판수 사이 ‘,’, 출판사 뒤에
‘;’, 출판년도 뒤에 ‘,’을 사용.
‘;’과 ‘:’ 뒤 띄어쓰기.

한방비만학회지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3. 단행본속 chapter 기술 규정

한의학회지는 단행본속 chapter 인용에 하여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17) 순으로 기술한다고 하
다.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학회지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한한방부인과학회지18),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지19), 사상체질의학회지20), 동의신경정신과학회
지21), 동의생리병리학회지22),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23), 
한한의학방제학회지24), 경락경혈학회지25), 한한방비만학회
지26) 등 10개로 57.9%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한방내과학회지는 출판사명 뒤에 ‘.’ 
신 ‘;’를, 출판연도 뒤에 ‘:’ 신 ‘,’를 사용하 고, ‘;’과 ‘:’ 
뒤에 띄어쓰기를 하 다. 한침구의학회지는 출판년도 뒤
에 ‘:’ 신 ‘;’을 사용하 으며, ‘;’과 ‘:’ 앞뒤 띄어쓰기를 하

다. 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 신 ‘.’를 이용하 다. 한
국의사학회지는 chapter 명에 ‘｢｣’, 단행본명에 ‘’를 사용
하 으며, ‘:’ 앞뒤로 띄어쓰기를 하 고, 종료면에 ‘.’이 없
다. 한약침학회지는 ‘저자명. 단행본명. 판수. 출판지: 출판
사명; 출판연도. chapter명; 시작면-종료면.’와 같이 chapter 
명이 출판연도 뒤로 와 있으며, 출판사명 뒤에 ‘;’, 출판연도 
뒤에 ‘.’로 되어 있으며, ‘:’과 ‘;’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
다. 한예방한의학회지는 출판사명과 출판연도 귀에 ‘,’로 

17) 규정에는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으나 실례에는 띄어쓰기가 있다.
18) 규정은 ‘저자명, 논문제목, 편집자, 도서명,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쪽번호라 되어 있어 한의학회지 규정과 다르지만 실례를 보면 한의학회

지 규정을 따르고 있다.
19) 단 ‘;’과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20) 규정에는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으나 실례에는 띄어쓰기가 있다.
21)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다.
22) 동의생리학회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동의병리학회에 한의학회지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는 동의병리학회 규정을 따

른다. 
23)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다.
24)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는 예도 있다.
25) 단 ‘;’과 ‘:’의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다.
26) ‘chapter명:’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으나 실례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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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과 ‘;’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한한의
진단학회지는 규정자체가 없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학회지 단행본 속 chapter 기술 규정 비고
한의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실례로는 chapter명: 뒤 띄어쓰기.

한한방내과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과 ‘:’ 뒤 띄어쓰기.
출판사명 뒤 ‘;’를 사용.
출판연도 뒤 ‘,’를 사용.

한침구의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출판연도 뒤 ‘;’을 사용.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저자명, 논문제목, 편집자, 도서명, 발행지, 발행사, 연도, 인용쪽
번호. 실례로는 한의학회지 규정과 동일.

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실례로는 chapter명: 뒤 띄어쓰기.

한본초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 앞뒤로 띄어쓰기.

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발행지. 출판사
명. 출판년도. 인용페이지.

chapter명과 발행지와 출판연도 뒤 
‘.’을 사용.

한국의사학회지 저자명. ｢원고명｣ :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면

종료면 뒤 ‘.’없음.
‘:’ 앞뒤 띄어쓰기.
단행본명 겹낫표.
원고명 홑낫표.

사상체질의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실례로는 chapter명: 뒤 띄어쓰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
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규정 없음. 생리학회.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병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한한의학방제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실례로는 chapter명: 뒤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음.

한약침학회지 저자명. 단행본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chapter명; 
시작면-종료면.

chapter명이 인용면 앞으로 옮겨짐. 
‘:’과 ‘;’ 뒤 띄어쓰기.
출판사명 뒤 ‘;’.
출편연도 뒤 ‘.’.

한한의진단학회지 규정 없음. 발행지, 출판사, 출판연도 뒤 ‘,’로 
되어 있음.

경락경혈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면. ‘;’과 ‘:’ 앞뒤 띄어쓰기.

한예방한의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출판연도, 시작면-종료면.

‘;’과 ‘:’ 뒤 띄어쓰기.
출판사명 뒤 ‘;’로 됨.
출판연도 뒤 ‘,’로 됨.

한방비만학회지 저자명. chapter명: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
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실례로는 chapter명: 뒤 띄어쓰기 없
음.

표 3. 참고문헌 중 단행본 속 chapter 기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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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매체자료 기술 규정

한의학회지는 전자매체자료 인용에 하여 규정을 제시
하지 않고 실례로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를 제시27)하 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저자명. 제목. 학술지
명[전자매체 형태] 수록기간 [검색일자]; 권(호). Available 
from: URL주소’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학회지는 한침구학회지28),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지, 한한의학원전학

회지, 사상체질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동의생리병
리학회지29),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경락경혈학회지, 한예방한의학회지, 한한방비만학회지 등 
13개로 68.4%가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한한방내과학회지와 한한방부인과학회지, 
한한의진단학회지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한국의사학회지와 
한약침학회는 한의학회지와는 다른 다양한 규정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학회지 전자매체 자료 기술 규정 비고
한의학회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전자매체 형태] 수록기간 [검색일자]; 권(호). Available 

from: URL주소
한한방내과학회지 규정없음.
한침구의학회지 다양한 용례를 나누어 기술함.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한방부인과학회지 규정없음.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본초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한의학원전학회지 학술지 논문 : ‘：[24 screens].’를 제외하고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국의사학회지 다양한 용례를 나누어 기술함.
사상체질의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규정없음. 생리학회

한의학회지와 동일 병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한의학방제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약침학회지 다양한 용례를 나누어 기술함.
한한의진단학회지 규정없음.

경락경혈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예방한의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한방비만학회지 한의학회지와 동일.

표 4. 참고문헌 중 전자매체 자료 기술규정

Ⅲ. 考察

한의학회지와 한의학회 소속 분과별 학회지중 한국연구
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회지의 논문투고규정 중 참고문헌
(학술지 논문, 단행본, 단행본속 chapter, 전자매체자료) 기
술규정의 상이성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한의학회지와 소속분과 학회지의 투고규정 중 참고문
헌 기술규정 준수 여부는 다음과 같다.

학술지논문, 단행본, 단행본속 chpater, 전자매체자료 등 
4가지 항목에 하여 100% 준수하는 학회지는 한방안이비
인후피부과학회지, 한한방소아과학회지, 한본초학회지, 

27) 이는 전자매체자료 중 학술지논문 기술규정에 해당된다.
28) 한의학회지와 동일한 학술지논문 기술규정 외에도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9) 동의생리학회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동의병리학회에 한의학회지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는 동의병리학회 규정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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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한방재활의학화
학회지, 한한의학방제학회지, 경락경혈학학회지, 비만 학
회지 다. 75% 준수하는 학회지는 한한방부인과학회지
으며, 50% 준수하는 학회지는 한침구학회지, 동의생리병
리학회지, 한약침학회지, 한예방한의학회지 고, 25% 
준수하는 학회지는 한한방내과학회지, 한한의학원전학
회지, 한한의진단학회지 다. 또한 한의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중 참고문헌 기술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는 학회지는 

한국의사학회지가 있었다.

2.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술지논문 기술규정이 7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자매체 기술 규정이 68.4%, 
나머지 단행본 및 단행본내 chapter인용이 각각 57.9%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학술지 학술지 논문 단행본 단행본속 chapter 전자매체자료 일치율
한의학회지 √ √ √ √ 100%

한한방내과학회지 √ 25%
한침구의학회지 √ √ 5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 √ √ √ 100%
한한방부인과학회지 √ √ √ 75%
한한방소아과학회지 √ √ √ √ 100%

한본초학회지 √ √ √ √ 100%
한한의학원전학회지 √ 25%
한국의사학회지 0%

사상체질의학회지 √ √ √ √ 100%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 √ √ √ 100%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생리학회 0%

√ √ 병리학회 50%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 √ √ √ 100%

한한의학방제학회지 √ √ √ √ 100%
한약침학회지 √ √ 50%

한한의진단학회지 √ 25%
경락경혈학회지 √ √ √ √ 100%
한예방한의학회지 √ √ 50%
한방비만학회지 √ √ √ √ 100%

한의학회지와 일치율 78.9% 57.9% 57.9% 68.4% 65.8%

표 5. 한의학회지와 분과학회지 간의 참고문헌 중 학술지 논문, 단행본, 단행본속 chapter, 전자매체자료 기술규정 일치율

3. 홈페이지에 제시된 규정과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부
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한방부인
과학회의 경우 기술규정은 한의학회지와 상이하지만 실례
를 보면 동일하 다. 또한 기술 항목에 한 띄어쓰기도 홈
페이지에 제시된 규정과 실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
다.

4. 공동출간의 경우 한의학회의 기술규정과 상이성은 차
치하고서도 두 학회 기술규정마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5. 전자매체 자료에 한 기술규정이 실례로만 제시될 

뿐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준이 되는 
한의학회지조차도 다양한 전자매체 자료에 한 명확한 기
술규정이 없었다.

Ⅳ. 結論

한의학회 회칙에 규정된 바 로 한의학회의 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중 참고문헌 기술규정은 소속분과 학회가 따
르고 학회지를 발간할 때 이를 실현해야하는 당위성이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한의학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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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기술규정을 따르는 소속분과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회지 18종 가운데 9개 학회지에 불과하

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지된 규정과 실제로 학회지 발간
에 적용시킨 규정에 차이가 있어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
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또한 공동으
로 학회지를 발간하는 두 학회의 기술규정이 상이하여 통
일된 기술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전자매체 자료에 

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최근 의료정보학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의학 관련 
연구자들도 학술논문 BD구축과 Ontology구축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DB와 참고문헌 Ontology, 
그리고 논문 인용색인 등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한의학
회 뿐만 아니라 분과학회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
며, 분과학회 편집 실무자들의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논
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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