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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ear 2021 is a significant year in which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KJAsEM) celebrates its 30th anniversary.
Therefore, in this review, we look back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KJAsEM and
suggest the direction we should go forward. In particular, the recent development of
KJAsEM was described in more detail, such as opening the KJAsEM journal homepage,
an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adopting an open acces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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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항공우주의학회지의 창간과 역사

식과는 매우 다른 ‘특별 좌담’ 등의 자유로운 형태로 국내 항공우
주의학 전문가들의 담화 내용을 생생하게 옮기는 등 다양한 형식

2021년은 항공우주의학회지(이하 본 학회지)가 창간 30주년을

의 원고를 채택하였다(Fig. 3) [2]. 발간 초기의 학회지는 협회의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는 창간 30주년을 맞

근황을 알리는 소식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발기인

아 본 학회지가 걸어온 역사와 발전 상황을 돌이켜 보고, 이를 바

대회, 창립총회와 같은 협회 주요 행사 사진과 같은 귀중한 자료들

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학회지에 함께 보존될 수 있었다(Fig. 4). 또한 2000년에는 협

본 학회지의 시작은 1991년 4월 20일 서울 공군대학에서 개최

회 초대 회장 故 계원철 박사의 장례와 같은 협회의 대소사들도 특

된 제2차 연차총회 및 학술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ig. 1).

별기고와 같은 형식으로 학회지에 출판하여, 협회 회원들로 하여

이 총회에서 한국항공우주의학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이와

금 존경과 애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

함께 ‘항공우주의학’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초대 회장을 역임한 故

다(Fig. 5) [3].

계원철 장군의 창간사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학회지 발간

학회지는 1991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이 시작되었다(Fig. 2) [1]. 창간 당시의 학회지는 현재의 논문 형

는 연간 2회,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4회, 그리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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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현재까지는 연간 3회의 발간 일정을 유지하여 왔다. 학회

한국연구재단, KoreaMed 등에서 요구하는 학술지의 요구사항을

지의 표지 디자인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2000년과 2001년에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연구재단학술지로 등재되지 못하고 ‘국내

각각 표지를 개정하여 2019년까지 사용하여 왔다. 특히 2019년

기타학술지’의 지위에 머물러 왔으며, KoreaMed 등재유지 심사

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협회의 위상과

에서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기타 학술지의 경우 대부분의 대

발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30주년 기념 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

학들에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

다(Fig. 6).

으므로, 많은 저자들이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음으로써
우수한 논문과 저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

II. 학회지가 직면한 도전과 정체기
이러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지는 근래 정체기를
겪어야만 했다. 창간 초기에는 각 호당 15편 정도의 많은 논문이

다.

III. 학회지의 발전 및 비전

출판되었던 데 비하여, 점점 논문의 투고 편수가 격감하여 2019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우

년에는 각 호당 3권, 연간 9편의 논문이 출판되는 데 그쳤다. 또한

선 대대적인 구성의 개선을 단행하였다. 초록 및 참고문헌의 영문
화, 논문 디자인의 개선, 모든 저자의 ORCID ID 의무화 등 연구
재단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논문의 포맷을 개
선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독립적인 학회지 홈페이지가 없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논문 PDF를 업로드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김규성 회장을 위시한 現 회장단의 결단으로 학회지 전용 홈페이
지를 또한 2020년에 개설하게 되었다(Fig. 7). 홈페이지를 개설하
면서 각각의 페이지 내에, 학술지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사항
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전
에는 협회 사무장에게 이메일로 논문을 투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새롭게 개설하여 모든 저자가 수시로
논문을 투고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심사자 및 편집자는 익명으로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대적인 논문 심사 시스템을 수립하
였다(Fig. 8).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의학협회
및 산하 학회들(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한국
항공간호학회)이 합심하여, 각 호당 7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
의하고 모든 회원들이 협조한 덕에, 2020년 1년간 총 21편의 우

Fig. 1. At the 1991 seminar,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decided to launch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수한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다.
최근 학술지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Open Access’ 정
책이다. 이 정책은 학회지의 모든 논문을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회

Fig. 2. Cover of the first issue and
General Kay’s first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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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 1991,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published various types of papers.

Fig. 4. In addition to academic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Medicine also
served as a newsletter at the same
time.

원가입이나 로그인, 그리고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

등재되었다. 그 외에도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재 상황을 잘 반영

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뜻한다. 본 학회지는 Open Ac-

하지 못하는 논문 투고규정과 편집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cess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새롭게 개설된 논문 홈페이지

논문심사규정, 발행규정, 연구윤리규정, data sharing policy 및

에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의 모든 논문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제

advertisement policy와 같이 현대 학술지에 요구되는 규정들을

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학술지는 최근, 국제학술데이터베이

새롭게 제정하였다.

스 중 하나인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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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pecial article in honor of Dr. Kay,
the first president of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Fig. 6. The cover of the special issu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founding.

Fig. 7. The official website of our

journal, newly opened in 2020 (http://
www.kjasem.org/).

www.kjase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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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ur journal’s online submission
system newly opened in 2020 (http://
www.kjasem.org/submission/).

으로, 향후 가장 먼저 달성하여야 할 숙원 중 하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그리고 KoreaMed 등의 학술데이터베이스 재
등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에 다시 정상적으로 등
재됨으로써, 우수한 국내외 저자들이 본 학회지에 관심을 갖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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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우수한 논문
들을 발판으로, 차후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항
공우주의학 전문가들을 본 학회지의 국제 편집인(international
editor)으로 초빙하고, 그들의 우수한 논문을 청하여 출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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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향후 SCOPUS 등 국제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도 결
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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