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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한 호가 발간될 때마다 학회지의 등재 소식을 알리게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 있는 저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과거 외과 전문의 자격 인정 학회지로 선발되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

었으며 작년 본 학회지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지의 자격을 획득

다.

하고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합격한 데 이어 11월에

이번 호에는 hemodynamic monitoring에 대한 뛰어난 종설

있었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KoreaMed

한 편과 응급수술, 수혈, 중환자에서의 감염과 같은 다양한 acute

등재 심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제 국내

care surgery 분야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담은 3편의 원저와

중요 의학단체 및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등재가 되어 연구자

다양한 증례 및 Interest Image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여러분들의 연구 실적이 더욱 널리 검색 및 인용되고 가치를

이 회원 여러분들의 임상과 연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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