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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account 

일반의학 분야에서 세계 5th로 많이 인용되는 저널 

50종 이상의 의학 전문 저널만을 출

판하는 대표 의학저널 브랜드  

저널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지원도구’ 도 BMJ의 강점 

 

스텝 10명당 1명이  

의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70만 이상의 의료인들이 BMJ 의  

학습용 컨텐츠를 사용 

전세계 1,500개 이상의 중요기관이  

BMJ의 서비스를 이용 중 

1840년  

‘Provincial Medical & surgical Journal’ 로 시작 

Who we are : BMJ 



1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의학 중심 대학 

2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 선정 

미국 병원 순위, 항상 TOP 10 이내 

3 교수 중 5명이 노벨상 수상 

4 
AIDS 전문의료기관 1위 

암, 퇴행성 뇌질환, 노화, 줄기세포 분야 

Who we are : UCSF 



Why Research To Publication 

연구질의가  
의료인과 환자에
게 적절한 것인가 

BIAS가  
배제된 유용한  
연구보고서인가 

연구보고서가  
완전히 출판되어 
접근이 가능한가 

연구설계와  
방법은 적절하게 
setting 되었는가 

우선순위가 낮은  
연구질의 설정 

 
중요한 연구결과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함 
 

의료인과 환자가  
연구 agenda  
설정에서 배제 

50% 이상의 연구가 
evidence based 

systematic review의 
reference 없이 설계 

 
50% 이상의 연구가 
bias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단계를  
밟지 않음 

50% 이상의 연구는 
완전한 상태로  
출판되지 못함 

 
Bias 를 배제하는데 
실패한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인 연구 

30% 이상의 
임상실험들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함 
 

50% 이상의  
계획됐던 연구결과가  
보고조차 되지 않음 

 
새 연구의 대다수가 다른 
적합한 의학 근거들과의 

systematic 평가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지 못함 

 

의학연구의 85%가 버려지고 있음 = $1,000억/year 이상  

Waste at four Stages of research  

1 2 3 4 

출처)  
Stages of waste in the production and reporting of research evidence relevant to clinicians and patients; from Chalmers and Gl
asziou, The Lancet 2009  
REWARD Alliance http://researchwaste.net/about/ 



About  
Research to Publication  

Medical Research Focused 

오직 의학연구에만 초점을 맞춘 논문작성 교육

은 BMJ Research To Publication 이 유일 

BMJ & UCSF 

최고의 의학저널인 BMJ 의 Editor 진과  

최고의 의학대학인 UCSF Researcher 진의 

Collaboration. 

For Early Career Clinical Researcher 

이제 경력을 시작한 의학연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구논문 작성 교육을 제공 

E-Learning Program 

의학 연구의 설계단계부터 논문 투고단계까

지 모든 과정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Curriculum 

6개 Course, 48개 Module 

총 200시간 이상의 강의 



Designing Clinical Research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Introduction To Clinical Trials 

What Editors & Peer Reviewers Look For 

Publication Ethics 

How To Write A Paper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Editor 검수, Peer Review 단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소개합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효과

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

점을 두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저작권과 표절에 관한 사항이나, 특히 

의학 연구논문의 특성상 나타나게 되는 환자에 대한 윤리 등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에 관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임상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부터 효과적인 임상실험이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실험 결과 

측정 등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의학연구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들(RCR) 에 관해 다루는 파트입

니다. 동료 연구자와의 협업, 갈등 조정, 데이터 획득과 쉐어링에 관

한 윤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관한 법적 규제 등을 다룹니다. 

의학 연구 설계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각 연구 단계별로 다

룹니다.  연구질의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부터 디자인단계를 거쳐 

윤리적인 문제나, 통계자료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Curriculum of Research To Publication 



Only Medical Focused 

Medical research 특화 

기존의 논문작성 교육이 광범위

한 주제분야, 예를 들면 자연과

학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만, RToP는 오직 의학연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01 
NOT about Language 

02 
World Class expertise 

03 
Certification 

04 

체계적인 의학연구 방법 

언어적 차원의 교정이나, 논문게

재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따

위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RToP는 연구자가 의학연구를 어

떻게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는지

를 step by step으로 교육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의 참여 

한해 수 만편의 논문을 심사하

는 BMJ 현직 Editor들과 미국 

최고의 의학대학인 UCSF 현직 

의료진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문

지식을 담아내 만들어진 프로그

램입니다. 

BMJ/UCSF의 Certification 

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BMJ 와 

UCSF 에서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이 경우 SCI급 Open Access 저널인 

BMJ Open (Impact Factor:2.562) 에 

투고할 때 75%의 APC DC를 받습니

다. 

Differentiation of Research To Publication 



Advance own careers 

연구능력 향상을 통해 학계에서 높은 명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성공적인 커리어 향상을 돕습니다. 

Publication solution 

연구자는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으로 SCI(E) 급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

습니다. 

Attract more funding 

기관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이 권위 있는 학술지

에 실리게 된다면,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보다 

많은 연구자금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Improves patient outcomes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의학

적 지식들은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

니다. 

Benefits from Research To Publication 

$ 



Benefits for Professors 

• 교수들은 더 이상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전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생들은 교수의 지시에 의해 필요한 모듈을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합니다. 

• 교수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스스로의 연구나 다른 중요한 일들에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더 많은 연구성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에도 비용대비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 저널피아  
전화: 02-6330-8331 (내선206) / 팩스: 02-6330-8335 
메일: lenapark@journalpia.com / info@journalpia.com 
홈페이지: http://www.journalpia.com 

구독문의 :  

mailto:lenapark@journalpia.com
mailto:info@journalpia.com
http://www.journalp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