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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는 지난 해 한국연구재단

baumannii pneumonia 환자에서 delta neutrophil index를 이용하

등재후보지 등재, KoreaMed 등재에 이어 올해는 한국과학기술단

여 환자의 infectious mortality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체총연합회의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년간 지원을 받게

결과와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을 이용하여 침상에서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더 도모할 수

삽입한 말초삽입 중심정맥관의 유용성에 대한 원저가 실려 중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회지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

자 진료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복부 외상에서

는 저자, 심사위원, 학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반된 abdominal tuberculosis, paralytic ileus를 동반한 중환자에

특히 이번 호부터는 1년간 논문 심사에 수고를 해주신 심사위

서 neostigmine 치료, external iliac vein 손상에 의한 posttraumatic

원분들의 명단을 게재하여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phlegmasia cerulea dolens 치료, 복부 둔상에 의한 소장 괴사와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뛰어난 심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이에 의한 지연성 pneumatosis intestinalis 증례 등 다양하고 흥미

감사합니다.

로운 증례와 이미지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원저 4편과 증례 4편, Interest Images 2편 등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저희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는 아시아 지역 acute care
surgery 분야의 대표적인 저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원저는 임상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외상 환자에서 type-O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packed RBC 수혈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과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missed bone injury를 발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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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whole body bone scan의 유용성에 대한 논문이 실려
외상 환자 치료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환자에
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나 치료하기가 힘든 Acinetob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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