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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장학회, JACC: Asia 창간 예정 

아시아인 모집단에 대해 아시아인 저자가 집필한 심혈관계 연구 논문을 출간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별 동료 심사 학술지 

 

워싱턴(2020 년 7 월 28 일) —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는 고품질의 

동료 심사 논문을 출간하는 JACC 학술지를 확장하여 아시아인 저자가 아시아인 모집단에 대해 

집필한 원본 논문을 집중적으로 출간하는 JACC: Asia 를 창간하기로 하였다. 이 학술지는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 원본을 출간하는 최초의 지역 특이적 심혈관계 학술지가 될 것이다. 

Valentin Fuster 박사(MD, PhD, MACC)가 “JACC: Asia 는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일본,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이 수행되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알리는 데에 중요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가 이 광대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연구를 배포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최적화하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ACC: Asia 는 온라인 전용 공개 열람 학술지로서, 동아시아인의 심혈관계 건강 관련 정보 및 

예방부터 말기 중재 요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 학술지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중국, 일본, 한국 환자에 중점을 둔 임상 수행 지침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대표 편집자에 대한 공개 구인은 2020 년 8 월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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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장학회장 Athena Poppas(MD, FACC)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ACC 는 현지에 맞는 심혈관계 

교육, 훈련, 임상 지침 제공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며, 이를 통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혁신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학회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JACC: Asia 는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고, 심장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심혈관계 

전문의와 연구원들이 언제나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JACC: Asia 는 2021 년 초에 첫 논문 발간을 앞두고 있다.  

미국심장학회는 혁신과 지식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구심점으로서, 본 학회와 

54,000 명의 회원들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 방법을 혁신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ACC 는 엄중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심혈관계 전문가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며 보건 

정책, 표준, 지침 확립을 선도합니다. 또한 본 학회는 전문 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세계적 명망이 

있는 JACC 학술지를 통해 심혈관계 연구를 배포하며, 치료법 측정 및 개선을 위해 국가 등록부를 

운영하고, 병원 및 기관에 심혈관계 인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acc.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심장학회 학술지(JACC)는 전 세계에서 과학적 영향력이 가장 큰 심혈관계 학술지 중 

하나입니다. Elsevier 가 발간하는 JACC 는 여러 자매지(JACC: Cardiovascular Interventions, JACC: 

Cardiovascular Imaging, JACC: Heart Failure, JACC: Clinical Electrophysiology, JACC: Basic to Translational 

Science, JACC: Case Reports, JACC: CardioOncology)를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학술지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모든 면에 대해 최상의 동료 심사 연구 논문을 발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JACC.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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