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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됨에 따

라 본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도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지의 

자격을 획득했으며 또한 이전 편집인의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심사를 받았으며 첫 심사에서 

당당히 등재후보지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지에 

투고하신 연구자분들의 연구 업적이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도와주신 

모든 회원분들과 편집위원, 메드랑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우리 학회지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선점을 단계별

로 보완하여 더욱 훌륭한 학회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회지도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논문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2편의 뛰어난 종설과 2편의 흥미로운 원저, 

3편의 증례, 2편의 Interest Image가 게재되어 많은 독자에게 도움

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의 투고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학회지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발전과 변화를 지속하여 이번 11월에 있을 KoreaMed 등재 

심사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학회지도 영문화 과정을 거쳐 더욱 인정을 받는 

뛰어난 논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

분들의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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