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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JAMS) 사용 현황
학술데이터분석팀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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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2013년 JAMS 신규 구축 이후 시스템 사용현황을 최초로 분석하여 연구자들께 공유하고자 함
＊논문투고ㆍ심사 업무를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여 학회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연구 자료를 DB화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구축된 시스템(※ JAMS :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1 2021년 JAMS 사용 현황

□ KCI 등재지(2,408개 학회)의 52%가 JAMS 사용(1,254개)

<JAMS 사용기관 학문분야별 현황> <JAMS 사용학회 비중 추이>

  ㅇ (KCI등재지) JAMS 사용 학회 비중 증가 : (̀ 13년)* 9% → (̀ 21년) 52%, 5.7배 증가

       ＊2013년부터 JAMS 신규 구축 및 정식보급 시작

  ㅇ JAMS 사용학회 총 1,385개 중 인문사회가 86%(1,198개) 차지

  ㅇ 인문사회분야 KCI 등재지 총 1,722개 학회 중 1,089개(63%)가 JAMS 사용

2 JAMS를 통한 KCI 논문 발행·등록 현황

□ KCI 등재지의 28%가 JAMS를 통해 논문 발행·등록

  ㅇ KCI등재지 중 JAMS를 통한KCI논문 등록 비중 : (̀ 13년) 7% → (̀ 20년) 28%, 4배 증가

<JAMS를 통한 KCI 논문 등록 비중>

< JAMS를 통한 논문 발행·등록 의미 >

· JAMS를 통해 KCI 논문을 발행하고 

등록할 경우, 학회의 의무인 KCI 논문 

등록을 JAMS와 연계함으로써 KCI와 

학회 홈페이지에 두 번 등록해야하는 

학회의 행정부담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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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MS 메뉴 사용 현황

□ 5년 전 대비 JAMS를 통한 논문 검색 및 다운로드 4.7배 증가

  ㅇ e-Journal* 메뉴 사용 증가 : (̀ 15년) 251건 → (̀ 20년) 1,180건, 4.7배 증가

  ㅇ 최다 사용 메뉴 변화 : (̀ 15년) 학술지관리 메뉴 55%, (̀ 20년) e-Journal 메뉴 53%

      ＊e-Journal : 논문 서지정보 검색 및 원문다운로드 메뉴

<JAMS 학회 평균 메뉴별 사용현황> <JAMS 사용 메뉴 비중 비교(5년)>

4 시사점

  ㅇ 2013년 JAMS 첫 보급 이후 현재 국내 학회 과반 이상이 JAMS를 

사용, 국내의 대표적 학회 관리 및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함 

  ㅇ JAMS 메뉴 사용 분석 결과, 타 메뉴에 비해 e-Journal 메뉴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JAMS 개편 시 

JAMS를 통한 전자출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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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JAMS 사용현황 관련 참고자료

□ JAMS 사용기관 현황(2021.10.기준)

ㅇ JAMS 사용기관 분야별 현황

   (단위 :개)

구분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합계
인문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복합학 소계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소계

학회 291 416 69 73 849 32 59 61 16 168 1,017

대학부설
연구소

115 153 9 29 306 2 1 7 3 13 319

일반기관 10 29 - 4 43 3 - 2 1 6 49

합계 416 598 78 106 1,198 37 60 70 20 187 1,385

ㅇ KCI 등재지 발행기관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기타 합계
인문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복합학 소계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소계

학회 416 611 120 112 1,259 99 197 290 61 647 - 1,906

대학부설
연구소

146 192 14 35 387 5 3 11 5 24 - 411

일반기관 16 51 4 5 76 5 1 2 1 9 6 91

합계 578 854 138 152 1,722 109 201 303 67 680 6 2,408

ㅇ KCI 등재지 JAMS 사용기관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합계
인문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복합학 소계
자연
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
해양

소계

학회 276 392 62 63 793 31 54 53 16 154 947

대학부설
연구소

100 128 4 24 256 - - 5 1 6 262

일반기관 10 26 - 4 40 3 - 1 1 5 45

합계 386 546 66 91 1,089 34 54 59 18 16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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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S를 통한 KCI 논문 발행·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KCI 등록 논문 104,184 109,972 109,550 111,959 112,919

JAMS 서비스 논문 7,607 23,640 29,541 30,451 31,121

□ JAMS 메뉴 사용현황

   (단위 : 회)

메뉴구분

메뉴 

사용기준 

횟수

2015년(607개 기관) 2020년(1,264개 기관)

메뉴 사용 

횟수

기관당 

평균 횟수

메뉴 사용 

횟수

기관당 

평균 횟수

학회 관리 홈페이지, 회원관리 등 720 948,082 1,562 3,436,483 2,719

학술지 관리 논문 투고, 심사 등 360 2,462,380 4,057 6,178,700 4,888 

학술대회 관리 개최현황 관리, 대회 논문접수 등 288 268,506 442 1,334,785 1,056 

전자출판 권호 관리, 논문배정, 교정 등 96 26,065 43 43,022 34 

e-Journal 논문 검색, 다운로드 등 48 152,188 251 1,491,182 1,180

※ 메뉴 사용기준 횟수 : 메뉴사용 최소 필요 횟수 × 12(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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