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8일 
 
담당자: Dana Kauffman, dkauffman@acc.org, 202-375-6294 
  

 

박덕우 의학박사 JACC: Asia의 부편집장으로 위촉 

심혈관 건강의 여러 저명한 대표 중 한국의 의사과학자로서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참여 

 

워싱턴(2021 년 2 월 8 일) — 박덕우 의학박사가 아시아인 저자가 아시아인 집단을 대상으로 

원저논문, 최신 기술 원고, 임상 기준을 선보이는 미국심장학회의 신규 학술지인 JACC: Asia의 

부편집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명한 중재 심장내과 전문의 박덕우 의학박사는 현재 대한민국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에서 중재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박덕우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및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CABG) 등 관상동맥 혈관재개 치료, 좌주간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PCI,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R), 항혈소판 요법 및 생체표지자입니다. 박덕우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행한 여러 임상시험자에서 시험자로 참여했습니다. 

“JACC: Asia의 부편집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제 커리어에 있어 커다란 기회입니다”라고 박덕우 

교수는 말합니다. “학술지 편집위원들 및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 저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 질환 분야의 중요한 과학적 연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ACC: 

Asia에서 저는 심혈관 진료를 강화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팀의 일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우 교수는 JACC: Asia의 부편집장 3명 중 1명입니다. 베이징 심장·폐·혈관질환연구소의 예방 

심장내과 교수인 Dong Zhao 의학박사 및 도쿄 니혼의과대학 심혈관내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Wataru Shimizu 의학박사가 부편집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FACC의 Jian’an Wang 의학박사가 JACC: Asia의 초대 편집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JACC: Asia는 동아시아 지역의 심혈관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로 구성될 편집위원회 구성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JACC: Asia는 몇 달 내로 원고를 게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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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장학회는 혁신과 지식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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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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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AC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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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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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입니다. JACC는 여러 자매지(JACC: Cardiovascular Interventions, JACC: Cardiovascular Imaging, 
JACC: Heart Failure, JACC: Clinical Electrophysiology, JACC: Basic to Translational Science, JACC: Case 

Reports, JACC: CardioOncology, JACC: Asia)를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학술지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모든 면에 대해 최상의 피어리뷰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JACC.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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