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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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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bliometric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Eunsu Kim, MD, Jaehoon Oh, MD, Tae Ho Lim, MD, Hyunggoo Kang, MD,
Wonhee Kim, MD, Sanghyun Lee, MD, Heekyung Lee, MD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Methods: Original articles, case reports, review articles published from 2006 to 2013 were retrospectively examined.
All of the article research topics, paper-specific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s and number of authors were investigated. Original articles were separated and grouped according to research designs. Using the Korean Citation Index,
impact factor of this journal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four related journals.
Results: Of the 276 articles analyzed, 159 (57.6%) were original articles, 145 (91.2%) were analytic studies, and 36
(22.6%) were experimental studies. The proportion of original articles accounted for about 60% until 2007 but decreased to 41.0% in 2013. By clinical study topics, 37 studies (13.4%) addressed the understanding of geriatric diseases and 45 studies (16.3%) were focused on nervous system diseases. The median number of authors for the 276
studies was 6. Internal medicine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109 studies,
39.5%) studies. Impact factor of the journal increased from 0.05 (4th position) in 2009 to 0.48 (3rd position) in 2011.
Conclusio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increasingly included experimental studies based on evidence-centered medicine, with the proportion of original articles decreasing. The impact factor increased annually along with the journal ranking, compared with other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is judged to be qualitatively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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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2026년에는 20.8%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서

론

예측하고 있다1). 이에 비례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
2)

수와 진료비의 증가로 노인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여러 노인의학 학회들 중에서 대한노인병

인구는 1993년 전체 인구의 5.5%에서 2009년 10.7%였고, 이

학회가 1968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노인의 질병 예방

비율이 점점 높아져 2018년 14.3%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

과 치료,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에 앞장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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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외: 노인병학회지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3,4)

있다 . 대한노인병학회는 대한임상노인의학회와 대한의학

국 학술지 인용색인(KCI)을 사용하여 인용지수를 포함한 질

회와 함께 노인질환과 관련된 전문 의료진 양성을 위하여

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2001년도부터 노인병 인정의 제도를 제정하고 배출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2001년 첫 해 921명을 시작으로, 2013

대상 및 방법

년까지 총 누적인원 4,108명의 인정의들을 배출하여 노인 의
학 분야의 임상 수련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태이다2,3). 또
한, 대한노인병학회는 학문적으로 노인 의학의 지식의 향상과

1. 대상

발전 및 전파를 위하여 공식 학술지로 1997년부터 노인병학

이 연구는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http://www.geriatrics.or.kr)

회지(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J Korean

의 학회지 문헌 검색을 통해 노인병학회지에 2006년부터

Geriatr Soc)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연간 4회씩 총

2013년까지 8년간 출판된 문헌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조

64권, 626편의 문헌들을 출판하였다3).

사 대상으로 원저, 종설과 증례보고를 포함하였고, 특별기고

여러 학술지들에서는 학회의 학문적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

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노인병학회지의 문헌에 대한 피인용

하여 ‘문헌들의 계량서지학적 분석’(Bibliometrics)을 통하여

분석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홈페이지(https://www.kci.go.kr)

연구 성과와 경향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고, 비슷한 영역의 다

를 검색하여 2008년의 자료부터 취득하였다.

른 학술지와 비교하고 자성(self-examination)하여 학문적 발
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6). 계량서지학적 분석이란, 수학 및

2. 방법

통계적 방법으로 문헌들의 내용 및 피인용 횟수를 정량화하여
학술 문헌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7). 이 분석 방법은

증례 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는 전향적 연구(prospective

과학 연구 문헌의 분석에 응용되고 있으며, 임상 연구의 발전

study)와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로 나누었고, 문헌의 연

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 노인병학회지는 2006

구 설계에 따라 크게 2개의 연구 방법, 기술 연구(descriptive

년 노용균 등이 2001-2005년 사이 노인병학회지에 출판된

study), 분석 연구(analytic study)로 분류하였다. 분석 연구

문헌들을 정량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10). 하지만,

는 관찰 연구(observational study), 실험 연구(experimental

이 연구에서는 학술지의 질적 평가를 위한 피인용 분석은 이

study)와 메타분석 연구(meta analytic study)로 나누었다.

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06년 이후에 노인병학회지에 개제

관찰 연구는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 환자-대조군

된 문헌들의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

연구(case-control study),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로, 실험

로는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사가 문헌 검색 DB

연구는 무작위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study)와

platform인 “Web of Science”에 포함된 저널에 대한 정보,

비무작위 연구(nonrandomized study)로 세분화 하였다 .

정량적 내용 분석과 인용지수(impact factor, 특정연도에 특

연구 주제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노인병학회 교과서

정학술지의 문헌이 Web of Science 저널에 피인용된 횟수/

인 ‘노인병학’의 목차에 따라 노인병학 개론(introduction to

직전 2년간 특정학술지에 수록된 문헌의 수)를 포함한 인용

geriatric medicine), 노인병의 이해(understanding to geri-

분석들을 문헌 인용 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s, JCR)를

atric medicine), 노인 환자의 진료(evaluation of the geriatric

8,9)

11)

13)

통해 매년 보고하고 있으나 ,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에서나

patient), 노인의 흔한 문제(frequent problem of geriatric

한국연구재단이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Korea Citration Index,

patient)와 임상 파트로 세분화 하였으며, 임상 파트는 다시

KCI)을 통하여 학술지에 대한 정보와 인용 분석을 시작하였

신경계(nervous system), 소화기계(gastroenterology), 순환기

12)

다 . 현재까지 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을 계량서지학

계(cardiovascular system), 내분비계(endocrinology), 호흡기

적 분석을 통하여 양적인 내용 분석과 인용지수를 포함한 질

계(respiratory system), 신장-비뇨기계(nephrology and uri-

적인 분석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노인병학회

nary tract), 혈액종양계(hematology and oncology), 근골격계

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특성과 경향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한

(musculoskeletal system), 재활의학계(rehabilitation 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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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 응급의학계(emergency medicine), 피부 감각기계(skin

가 가장 많았다. 노인병학회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4호가 발간

and special sense), 정신계(psychiatric medicine), 기타 임

되며, 대상기간 동안에 평균 문헌 수는 원저는 4.97편, 증례

14)

상파트(others)로 세분화 하였다 . 또한, 각 문헌별 교신저

보고는 2.94편, 종설은 0.72편으로 호당 총 8.63편이 출판되

자의 소속 기관을 임상과 별로 분류하였고, 문헌당 저자 수

었다. 전체 문헌 중 원저의 비율은 2007년까지 60% 초반을

를 조사하였다. 문헌들의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에 따른 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48.7%로 적었다. 그 후 2010년까

류는 사전에 의학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응급의

지 76.7%로 늘어났으나, 그 후 다시 2013년에는 41.0%로 줄

학과 의사 2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2명의 검

어들었다(Fig. 1). 원저는 총 159편 중 110편(69.2%)이 전향

토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 방법론 전문가에게서 분류

적 연구, 49편(30.8%)이 후향적 연구였다. 원저의 연구 방법

를 확정받았다.

별 분류는 기술 연구가 14편(8.8%)이고, 분석 연구는 145편

피인용 분석으로는 인용지수와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인용지

(91.2%)이었다. 관찰 연구는 108편(67.9%)으로 그 중 단면

수(impact factor without self cites)를 조사하였다. 이를 한국

연구는 93편(58.5%), 환자-대조군 연구는 10편(6.3%), 코호

학술지 인용색인(KCI)에서 검색이 되고, 의약학 분야 중 노인

트 연구는 5편(3.1%)이었다. 실험 연구는 36편(22.6%)으로

병학회지가 포함되는 가정의학 분야 내 다른 학술지인 대한가

그 중 무작위 대조 연구는 4편(2.5%)이었고, 비무작위 연구는

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대한가정의

32편(20.1%)이었다. 연도별 자료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학회), 스트레스 연구(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게재 문헌의 연구주제별 통계는 노인병의 이해 관련 영역

대한스트레스학회)와 “노인”의 단어를 포함하는 임상학술지

이 37편(13.4%)이었다. 임상 분야 중에는 신경계 질환에 관련

인 노인간호학회(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된 문헌이 45편(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영역 중에서

노인간호학회), 노인정신의학(Journal of Korean Geriatric

는 소화기계 문헌 39편(14.1%), 순환기계 문헌 28편(10.1%),

Psychiatry, 대한노인정신의학회)들과 비교하였다.

내분비계 문헌이 13편(4.7%)이었다. 연구 주제별 연도별 통계
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 전체 문헌 276편의 저자 수는 중앙

3. 자료 분석

값 6명, 사분위수 범위는 3-8이고, 원저 159편의 저자 수는
중앙값 5명 사분위수 범위는 3-8이었다. 저자들 중 교신저자

자료는 표준 스프레드 시트 응용 프로그램(Excel, Microsoft,

별 분류로 상위 5개과는 내과 109편(39.5%), 신경과 38편

Redmond, WA, USA)과 PASW Statistic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병
학회지 문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연간 학술지의 특성과 경
향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기술 통계만 제시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연속형 자료는 Kol- 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하여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판
단하였다.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값과 사분
위수 범위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로 제시하였다.

결

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인병학회지에 출판된 문헌은 8
편의 특별기고를 제외하고 총 276편이고, 그 중 원저 159편
(57.6%), 증례 보고 94편(34.1%), 종설 23편(8.3%)으로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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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article type and proportion of origi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annually from 2006 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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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가정의학과 31편(11.2%), 재활의학과 31편(11.2%),

2011년도에는 2위(2/3, 자기 인용을 제외한 경우 2/3)를 차지

응급의학과 18편(6.5%)으로 연도별 상위 교신저자의 전문과

하였다. “노인”의 단어를 포함하는 임상학술지들과 함께 비교

목은 Table 3에 기술하였다.

한 경우 2009년에는 4개 학술지 중에 4위(4/4, 자기 인용을

노인병학회지의 인용지수는 2009년에 0.05로 시작되었으
며, 2011년에는 0.48이었다.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인용지수는

제외한 경우 4/4)에서 2011년에는 5개 학회지 중에 3위(3/5,
자기 인용을 제외한 경우 3/5)를 차지하였다12)(Table 4).

2009년 0.00이었으며, 2011년에는 0.31이었다. 주제 분류에
따른 의약학 내 가정의학 중분류에 포함되는 학회지(대한가정

고

찰

의학회지, 스트레스 연구)들과 비교한 경우 2009년에는 3개의
학술지 중에 3위(3/3, 자기 인용을 제외한 경우 3/3)였으나,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인병학회지에 실린

Table 1. Classification of origina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by study design
Study design
2006 yr 2007 yr 2008 yr 2009 yr 2010 yr 2011 yr 2012 yr 2013 yr 2006–2013 yr, n (%)
Descriptive study
3
1
3
1
0
3
0
3
14 (8.8)
Analytic study
26
21
16
14
23
16
16
13
145 (91.2)
Observational study
19
15
10
10
20
12
12
10
108 (67.9)
Cross-sectional study
13
15
10
9
17
10
11
8
93 (58.5)
Case-Control study
5
0
0
0
1
2
0
2
10 (6.3)
Cohort study
1
0
0
1
2
0
1
0
5 (3.1)
Experimental study
6
6
6
4
3
4
4
3
36 (22.6)
Randomized-Control study
1
2
0
1
0
0
0
0
4 (2.5)
Nonrandomized-control study
5
4
6
3
3
4
4
3
32 (20.1)
Meta analytic study
1
0
0
0
0
0
0
0
1 (0.6)
Total
29
22
19
15
23
19
16
16
159 (100)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by study topic
Study topic
2006 yr 2007 yr 2008 yr 2009 yr 2010 yr 2011 yr 2012 yr 2013 yr 2006–2013 yr, n (%)
Introduction to geriatric medicine
1
0
3
1
0
1
0
0
6 (2.2)
Understanding geriatric medicine
4
4
6
3
5
4
7
4
37 (13.4)
Evaluation of geriatric patient
4
2
3
2
2
2
3
4
22 (8.0)
Frequent problem in geriatric patient
1
5
1
2
3
2
1
0
15 (5.4)
Nervous system
8
8
9
4
4
1
6
5
45 (16.3)
Gastroenterology
3
6
8
7
4
4
3
4
39 (14.1)
Cardiovascular system
6
5
3
1
2
5
1
5
28 (10.1)
Endocrinology
2
0
0
1
2
3
0
5
13 (4.7)
Respiratory system
4
0
0
0
1
0
1
4
10 (3.6)
Nephrology and urinary tract
1
0
2
0
1
1
2
2
9 (3.3)
Hematology and oncology
1
1
1
1
0
1
0
1
6 (2.2)
Musculoskeletal system
2
3
0
1
3
2
0
1
12 (4.4)
Rehabilitation
6
0
1
1
0
2
0
0
10 (3.6)
Emergency medicine
0
0
2
2
1
1
0
2
8 (2.9)
Skin and special sense
2
1
0
0
1
0
2
1
7 (2.5)
Psychiatric medicine
0
0
0
0
1
1
0
0
2 (0.7)
Other
1
1
0
0
0
0
4
1
7 (2.5)
Total
46
36
39
26
30
30
30
39
2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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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헌들을 계량서지학적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등을 점검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노인병학회지

였다. 양적인 면에서 연 평균 출판된 문헌의 수가 호당 8.63편

는 국내 노인 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으로 이 결과는 2001-2005년을 대상으로 보고한 연구에서

향후 노인병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조사된 호당 9.55편보다 0.92편 줄어든 상태로 양적인 면에서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10)

15)

아직도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Kim 등 은 한국 의사

근거 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은 의료진이 여러

에 의해 게재된 노인관련 연구 문헌 조사에서 외국 학술지에

문헌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출판되는 한국인 저자의 문헌의 비중이 증례가 많음을 지적하

토대로 환자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고, 이에 대하여 아직 한국인 저자들이 노인 관련 학술 문헌

기관 무작위 대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study)나, 메

분야에서 초보 단계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

타 분석(meta-analysis) 연구가 가장 높은 근거의 수준을 갖

사된 노인병학회지에 출판된 학술 문헌의 원저 비율은 2006

고, 그 다음으로 단일 기관 무작위 연구 혹은 비무작위 연구가

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75%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1년

뒤따른다18). 노인병학회지에 실린 원저 문헌들을 연구 디자인

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13년 41%까지 감소하고 있다.

에 따라 분석을 해본 결과, 실험 연구 문헌 수는 36편(22.6%)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노인병학회지에 출판된 학

이고, 그 중 무작위 대조 연구는 4편이었다. 2001-2005년까지

술 문헌의 원저 비율은 57.6%, 증례의 비율은 34.1%이었다.

노인병학회지를 조사한 문헌에서는 실험 연구는 8편(6.2%)에

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의 조사한 연구와 비교

불과하였다. 또한, 분석 연구 문헌 수는 145편(91.2%)으로 과

하여 원저 비율이 약 10% 정도 감소하였고, 증례 비율이 약

거 문헌(90편, 70.2%)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노

10)

2배 정도 증가한 결과이다 .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증례
16)

보고와 더불어, 원저의 게재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 과거
제시되었던 연구 과제 공모, 연구비 지원, 우수 논문상 제도

8,17)

.다

인병학회지에 실린 문헌들이 질적 향상을 통하여 근거 중심
의학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병학 목차에 따라 학술 문헌의 연구 주제를 분류한 결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by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Corresponding author’s affiliation 2006 yr

2007 yr

2008 yr

2009 yr

2010 yr

2011 yr

2012 yr

2013 yr 2006–2013 yr

Internal medicine
18 (39.1) 11 (30.6) 16 (41.0) 6 (23.1) 11 (36.7) 14 (46.7) 10 (33.3) 23 (59.0) 109 (39.5)
Neurology
9 (19.6) 7 (19.4) 9 (23.1) 4 (15.4) 4 (13.3) 1 (3.3)
3 (10.0) 1 (2.6)
38 (13.8)
Family medicine
5 (10.9) 2 (5.6)
5 (12.8) 2 (7.7)
2 (6.7)
6 (20.0) 6 (20.0) 3 (7.7)
31 (11.2)
Rehabilitation
8 (17.4) 6 (16.7) 3 (7.7)
5 (19.2) 2 (6.7)
3 (10.0) 1 (3.3)
3 (7.7)
31 (11.2)
Emergency medicine
0 (0.0)
2 (5.6)
2 (5.1)
4 (15.4) 3 (10.0) 2 (6.7)
1 (3.3)
4 (10.3) 18 (6.5)
Other
6 (13.0) 8 (22.2) 4 (10.3) 5 (19.2) 8 (26.7) 4 (13.3) 9 (30.0) 5 (12.8) 49 (17.8)
Total
46 (100) 36 (100) 39 (100) 26 (100) 30 (100) 30 (100) 30 (100) 39 (100) 276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4. Impact factor and rank of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with other relevant geriatric medicine journals
Impact factor (impact factor without self cites)
History of Journal
Journal name
(launched year)
2008 yr
2009 yr
2010 yr
2011 yr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Ranking of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KCI, Korea Citation Index.

140 J Korean Geriatr Soc 18(3) September 2014

KCI
KCI
KCI
KCI
KCI

candidate (1997)
list (1980)
candidate (1993)
list (1999)
candidate (1997)

0.27 (0.18)
0.34 (0.19)
-

0.05 (0.00)
0.37 (0.27)
0.17 (0.15)
0.47 (0.40)
4/4 (4/4)

0.23 (0.13)
0.44 (0.39)
0.18 (0.14)
0.94 (0.71)
3/4 (4/4)

0.48 (0.31)
0.52 (0.49)
0.26 (0.09)
0.50 (0.43)
0.13 (0.13)
3/5 (3/5)

김은수 외: 노인병학회지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과 노인병의 원론을 다룬 문헌이 29.0%를 차지하여 2001-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을 통하여 4개의 관

2005년을 조사한 연구(33.4%)와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임상적

련 학술지의 인용지수를 조사하여 질적인 비교 연구는 가능하

주제로 분류한 경우에는 순환기계(16.2%)와 신경계(18.9%)

였다. 질적인 비교 연구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인용지

에 편중되었던 문헌 비율이 순환기계(10.1%), 신경계(16.3%),

수 외에도 자기 인용 비율, 즉시성 지수(immediately index),

소화기계(14.1%)를 포함하여 응급의학계(2.9%)로 다양하게

피인용 반감기(cited half-life)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분

분포하였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계 질환은 과거

석이 추후에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저자의 전문 과목

2006년 연구에서 각각 6.3%와 4.2%에서 4.4%와 2.5%로 감

에 대한 조사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신 저자만을 대상으로 하

소되었다. 한 문헌에서 2010년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배출한

였으나, 제 1저자나 공저자 등에 따른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

노인병 인정의는 3,963명으로, 이들의 전공을 세부과목으로 분

를 보일 수 있다.

류한 경우 내과가 2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정의학과

2006-2013년까지 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은 이전

22.3%, 재활의학과 6.1%, 산부인과 5.7%, 외과 5.6%, 정신과

과 비교하여 근거 중심의 의학에 바탕이 되는 연구가 늘었고,

4.8%, 신경과 4.1%, 소아청소년과 3.8%, 마취통증의학과

연구의 주제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었으며, 문헌의 교신저자

4)

3.4%, 정형외과 3.1%, 신경외과 2.3%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

역시 여러 전공 과목에 분포하고 있었다. 학술지의 평가 지표

이 연구에서 노인병학회지의 출판된 문헌들의 교신저자들의

중 하나인 인용지수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증가하

전문과목을 살펴 본 결과에서는 상위 5개 전문과목은 내과,

고, 다른 관련 문헌과 비교하여 순위가 오르고 있어 질적인

신경과, 가정의학, 재활의학, 응급의학과 순으로 노인병 인정

발전을 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의 수와 원저

의의 세부과목의 비율과 달랐으며, 노인병학회지 내에서 산부

의 비율이 최근 감소하였다. 노인병학회지의 학문적 성장을

인과, 외과,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위하여 게재되는 문헌과 원저의 수를 늘리고, 노인질환이 흔

수 있다.

한 임상 과목 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을 통하여 조사한 노인병학회지의 인
용지수와 자기 인용을 제외한 인용지수는 2009년부터 꾸준히

요

약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을 통하여 의약학 주제
관련(https://www.kci.go.kr) 학술지는 총 246건으로 검색되며,

연구배경: 이 연구는 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의 특성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는 한국간호과학회지(Journal of

과 경향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을

Korean Academy of Nursing; 인용지수, 1.56; 자기 인용을

사용하여 인용지수들을 포함한 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제외한 인용지수, 1.42)이었다. 노인병학회지는 전체 246건의

방법: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출판된 원저, 증례 보

학술지 중 2009년 186위에서 2011년 인용지수로 48위를 차

고, 종설 문헌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모든 문헌의 연구

지하여 상위 20% 이내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노

주제, 문헌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저자 수를 조사하였고, 원저

인병학회지의 게재된 문헌들 중 2010년까지 원저의 비율이

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 설계에 따라

76.7%로 증가하였고, 무작위 대조 연구 등의 실험 연구 문헌

분류하였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을 통하여 인용지수를

의 비중이 늘어 앞으로도 인용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조사하여, 다른 4개의 관련 학술지와 비교하였다.

2011년 이후로 원저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인용지수의 상
승에 방해가 염려된다.

결과: 문헌은 총 276편이었고, 그 중 원저가 159편(57.6%)
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문헌 중 원저의 비율은 2007년까지

노인병학회지의 학술적 발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게재된

60%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 41.0%으로 줄어들었

문헌의 수와 연구 방법 및 연구 주제 등 양적 분석을 관련

다. 원저의 연구 방법별 분류는 분석 연구가 145편(91.2%)이고,

분야의 다른 학회지들과 함께 비교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그 중 실험 연구가 36편(22.6%)이었다. 연구 주제별 통계는 노

연구에서는 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학술지만을 연차적으로

인병의 이해 관련 영역이 37편(13.4%)이었고, 임상 분야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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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질환에 관련된 문헌이 45편(16.3%)으로 많았다. 전체 문헌
276편의 저자 수는 중앙값 6명이었고, 교신저자의 소속은 내과
(109편, 39.5%)가 가장 많았다. 인용지수는 2009년부터 0.05
(4위)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는 0.48 (3위)로 증가하였다.
결론: 노인병학회지에 게재된 문헌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원저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근거 중심의 의학에 바탕이 되
는 실험 연구가 늘었다. 또한, 학술지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인용지수가 매년 증가하고, 다른 관련 문헌과 비교하여 순위
가 오르고 있어 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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