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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ditor

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외과 손상용 교수는 단장증후
군 환자에서 시행한 serial transverse enteroplasty (STEP) 수

2017년 12월에 발행되는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JCN)

술 결과를 증례 보고하였습니다.5 단장증후군은 환자의 삶의 질

에는 3편의 종설과 1편의 원저 그리고 1편의 증례를 게재하였습

과 예후를 매우 악화시키지만, 아직 그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니다.

소장 이식 등의 치료방법 이외엔 영구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과 이재명 교수는 “중환자의 영양집중
1

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STEP 수술을

치료에 대한 임상 지침 최근 동향”을 보고하였습니다. 중환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환자를 회복시킨 증례를 보고하여 그 임

치료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영양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에

상적 적용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임상 진료 지침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종설에

2017년 한 해에도 JCN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

서는 2016년 미국 중환자의학회와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

니다. 하지만 아직 투고 논문 수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

발표한 새로운 임상진료 지침 내용 중 실제 임상에서 쉽게 적용

로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능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중환자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외과 박도중 교수는 “비만대사수술 후 미세영양소 결핍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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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함을 임상적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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