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평가결과 종합의견
[등재학술지 유지 / 평가점수 : 90.8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가 치위생 학문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으
며

편집위원회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게재된 논

문의 형식과 논문집의 구성 체계에 일관성이 있으며, 가독성이 높으며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들이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와 워크샵을 통한 연구자 및 일반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높이 삽니다.
치위생 학문의 특성에 따른 전공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학문의 다양화와 학문간 융합 연구가

활성활 될거라 기대됩니다.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 심사 및 참고문헌 DOI를 통한 full text 연결한 점 높이 사고 싶습니다.
연구윤리에 관한 강의록 홈페이지 탑재를 통한 연구자 및 일반회원들의 연구윤리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제학술지로서의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학회지는, 치위생학 연구자들이 치의학 분야의 논문지에 투고하던 연구결과들을 치위생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으로 통합하여 학계의 발전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향후 영문호 발간을 위해 해마
다 영문호를 확대할 계획으로 국제학술지로서의 준비를 함으로 한국의 치위생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학술지는 치위생학 분야의 학술지로서 최초 Koreamed에 등재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편집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논문의 다양화를 꾀하고, 논문심사규정
및 투고규정 개정, 그리고 연구윤리규정 개정 등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논문의
Similarity check와 CrossRef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논문윤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SCOPOUS 등재를 비롯하여 국제 수준에 맞는 학술지로 거듭나리라 사료됩니다. 향후 논문집 구성과 체재의 완
전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고문헌의 DOI를 기입하고, XML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향후 평가기준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학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
학술지의 KCI 인용지수는 해당분야 등재/등재후보지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학술적 영향력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주신다면 해당 학술지가 학계에서 가지는 학
술적 영향력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술지의 학술적가치 및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하다고 판단됨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들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투고논문의 심사제도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
며 적용 및 관리가 잘 되어진다고 판단됨.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 및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수한 학술지로 인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발전적인 학술지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치위생과학회지 편집위원회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