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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 학회는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 (영문표기 CellMed 

Orthocellular Medicine and Pharmaceutical Association)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학회는 다음을 소재지로 한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

로464번지 드림테크노 9층 908호 Tel: 070-7705-4486 Fax: (031) 

701-2544 e-mail: tangj4486@gmail.com 

제 3조(온라인 주소) 본 학회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로부터 www.j-

tang.org사이트와 온라인 peer-review 시스템 (논문투고관리시스

템)을 제공받아 

https://acoms.kisti.re.kr/journal/intro.do?page=logo&journalS

eq=J000027 사이트를 운영한다. 

제 4조(목 적) 본 학회는 의학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업적 발표를 목적으로 본 분

야에 관심 있는 세계학자들의 학술성과를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저널 셀메드(CellMed)에 투고하여 활발하게 교류, 발전시키고 필

요 시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 5조(사 업) 본 학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 관련분야의 연구 및 발표 

2. 학술지의 발행 

- 전 세계로부터 본 학회의 인터넷 사이트로 논문을 투고 받아 

정기적으로 1년 4회 온라인 국제저널을 발행한다. 

- 모든 논문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며, 논문 발행 과정

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한다. 단 한국어 논문일 경우 논

문의 제목과 저자, 초록은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작성한다. 

- 발행된 논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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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pen access). 

- 이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시각의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3. 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 

4. 우수연구에 대한 포상 

5. 온/오프라인 출판업 

6. 기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6조(수익사업) 본 학회는 제 5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출판사업 

2.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3.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 7조(구 성) 본 학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 2장 회  원 

제 8조(구 분) 본 학회의 회원은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로 구분된다. 학술위원

회는 학술위원장, 학술이사, 학술고문, 학술위원으로 구성되며 편

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편집부위원장(Deputy 

Editor), 편집이사(Managing Editor), 편집위원(Associate 

Editor), 편집보조위원(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등으로 

구분한다. 

제 9조(구 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전 세계 다양한 학자로 구성한다. 

제 10조(임 기)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학술위원을 제외한 회원의 임기는 특

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의 임기는 5년, 

학술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의 무)1. 회원은 정관과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편집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과한 사랑은 별도로 정한다. 

3.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임 원) 본 학회는 학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학술

이사, 편집이사, 학술위원, 편집위원의 임원을 둔다.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SCI/SCIE 등 저명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전

문가로 임명한다. 학술위원은 약사면허를 가진 약사로 뛰어난 학

술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임명한다. 

1.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장 2명 

(2)  편집부위원장 2명 

(3)  Managing Editor 1명 

(4)  편집위원 48명 

2.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장 1명 

(2)  학술이사 4명 

(3)  학술고문 1명 

(4)  학술위원 25명 

3. 임원은 본 학회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결정된다. 



제 13조(임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학술위원장은 OCNT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주간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셀메드(CellMed)의 출간에 관한 전반적

인 업무를 총괄한다. 

4. 학술위원회에 소속된 학술위원은 본 학회가 주간하는 학술발

표와 관련된 업무와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에 소속된 편집위원과 편집보조위원은 가능한 2년 

1차례 이상의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 14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를 걸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심 사 규 정 

제 15조(심 사)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부위원장이 책임을 갖는다. 

제 16조(심사 위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부위원장이 각 분야별 심사위원 취소 3 

명을 임명하여 심사를 진행시킨다. 

제 17조(심사 규정)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장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8조(투 고) 투고는 셀메드(CellMed)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조(발 행) 발행은 1년 4회, 2월 5월 8월 11월의 마지막 날에 셀메드

(CellMed) 온라인 저널사이트에서 규칙적으로 발행한다. 

 

제 6 장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20조(연구 윤리)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임상을 포함하는 모든 실험은 셀

메드(CellMed)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 논문만을 발행한다. 

제 21조(윤 리) 각 논문에는 반드시 [Conflict of Interest]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 22조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개정(2018.07.17)에 따라 2020년부터 학술

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

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히고 따로 관리한다. 

 

제 7 장 회 의 

제 23조(회의 종류) 회의는 총회로 한다. 

제 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 6조에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5조(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본 학회의 성격상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위원장이 학술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으나 9인 이상의 운영회 의결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학회장이 소

집한다. 

제 26조(총회 의결) 총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학회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한다. 



 

제 8장 보 칙 

제 27조(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으

로 의결한다. 

제 28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조(규정 제정) 정관이 정한 사항 이외의 본 학회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 의결을 통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2020.06 

 

[셀메드 학회 정관 변경사항] 

1. 2018.12.13 학회 명칭 변경에 따른 건 

- 학회 명칭을 후마니타스의학회(Association of Humanitas Medicine)에서 후마니타스 세포

교정의약학회 (Humanitas Orthocellular Medicine and Pharmaceutical Association) 로 

변경함  

2. 2019.01.01 학회 주소 변경에 따른 건 

- 학회 소재지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307호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4-1 신도리코빌딩 6층으로 변경함 

3. 2019.04.29 학회 명칭 변경에 따른 건 

- 학회 명칭을 후마니타스 세포교정의약학회 (Humanitas orthocellular Medicine and 

Pharmaceutical Association)에서 셀메드 세포교정의약학회(Cellmed Orthocellular 

Medicine and Pharmaceutical Association) 로 변경함 

4. 2019.10.9 학술위원회 위촉에 따른 변경의 건  

- 학술이사(3명), 학술고문(1명), 학술위원(14명)을 새로 구성하고 OCNT 학술세미나 및 학

술대회 주최, 학술발표와 관련된 업무와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제 3장 제 11조, 제12조)

을 추가함 

5. 2020.3.26 편집위원장 및 학술위원 위촉에 따른 변경 및 출판업 분야 추가의 건 

- 학술위원(9명)이 추가 위촉됨에 따라 학술위원 수를 25명으로 정정함 (제 3장)  

- 학회 사업 분야에 온/오프라인 출판업을 추가함 (제 1장, 제 5조) 



6. 2020.05.18 학회 소재지, 대표메일주소와 학술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변경의 건 

- 학회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4-1 신도리코빌딩 6층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번지 9층 908호로 변경함 

- 학술지 명칭을 TANG[HUMANITAS MEDICINE]에서 CELLMED로 변경함 (제1장, 제 5장) 

- 학술지 홈페이지 주소를 https://www.e-tang.org에서 

https://acoms.kisti.re.kr/journal/intro.do?page=logo&journalSeq=J000027 로 변경함 

(제 1장) 

7. 2020.06.29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익사업개시 조항을 추가함 (제 1장, 제 6조) 

- 도서 출판사업,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외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함 조항 추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