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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Editor

단국대학교병원 외과 지예섭 선생님은 “Esophageal obstruction caused by the solidification of residue of an enter-

2018년 6월에 발행되는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JCN)

al feeding formula”라는 내용으로 증례 보고를 하였습니다.4

에는 3편의 원저와 1편의 증례를 게재하였습니다. 분당서울대

급성 중증 환자에서 경장 영양 공급은 대부분 Levin 튜브를 통

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이연주 선생님은 “복와위 상태 중환자에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Levin 튜브 위치가 식도

서의 영양공급에 따른 임상적 예후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원저

에 위치하면서 식도 막힘 현상이 나타난 두 명의 환자에 대한 증

1

를 게재하였습니다. 복와위 상태에서 경장 영양 공급이 이루어

례를 보고하였습니다. 튜브 영양 공급을 받는 환자들에서 발생

질 경우 구토, 흡인 등의 합병증 발생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

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의료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나 특별한 권고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자들은 복와위 상태

보입니다.

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정맥

앞으로도 JCN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및 경장 영양 공급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약무국 손은선 선생님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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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협의진료체계 개선활동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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