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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안내
• 금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됩니다.
•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 별도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은 불가합니다.
• 초록집은 E-book으로 배포되며 학술대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참석 방법 안내
• 학술대회 사전등록 마감 후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한 ID, PW를 개별
발송하여 드립니다.
• 출결은 각 세션별로 입장과 퇴장을 필히 체크해주셔야 연수평점이

2021년

체류 시간당 제공 평점
체류시간

평점인정

1시간 초과

1점

퇴장버튼을 필히 체크하셔야

2시간 초과

2점

합니다.

3시간 초과

3점

*연수평점은 1시간 초과당 1

모든세션 체크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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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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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션 시작과 종료시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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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1월 23일(토) 08:30-16:45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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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션 시작과 종료시 반드시 입장과 퇴장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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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PROGRAM

REGISTRATION

Common Session (Room A)

INVITATION

09:00 - 09:30 Registration
개회식
09:30 - 09:45
09:45 - 12:00

안녕하십니까?

09:45 - 10:30

지난 해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의
호흡기 감염관리가 일반인의 생활 범주에 포함이
되기 시작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 또한 합병증이 동반된
만성환자의 증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빈번한 국제적 전염병의
응급 산소요법과 기도확보 및 기계적 인공호흡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와 이해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와 공기오염 등의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만성 호흡기 질환의 증가와 노인 환자에 대한
가정산소요법, 모바일 기반 호흡진단 및 호흡재활치료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30 - 11:00
11:00 - 11:30
11:30 - 12:00
12:00 - 13:00

대한호흡관리학회 회장 이국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김재환
Plenary Session for Covid-19
김동찬 (전북의대)
Special Lecture: Introduction of Covid-19
김신우 (경북의대 감염내과)
Guideline of Anesthesia in Covid-19 Patients 주 진 (가톨릭의대)
Guideline of Ventilator Care for Critical Ill Patients with
Covid-19
류호걸 (서울의대)
Q&A
Lunch

Doctor's Session (Room A)
13:00 - 14:45 Sedation in ICU

Monitoring of Sedation Depth at the ICU - Scales and Tools
이한나 (서울의대)

14:00 - 14:30 Chosen or Declined Sedatvies at the ICU

이미 구미에서는 호흡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이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완화치료, 수면크리닉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인공호흡기의 사용, 산소 흡입요법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지 않은 현실인 듯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부전증의
인공호흡요법,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기계환기, 심폐수술과 장기이식 수술
후의 호흡치료 등은 대부분 담당 주치의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간단한 시술에서도 수면, 마취 등의 협진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환자의 안전한 호흡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한호흡관리학회는 다양한 임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호흡관리에 관한 임상연구와 연수를 통하여 중환자
호흡관리, 인공호흡기 사용, 산소호흡요법, 기도유지법, 응급환기법,
약물흡입요법, 호흡기계 감시법, 폐기능 검사법, 체위변화 환기법, 호흡기계
감염관리, 호흡간호관리, 수면 및 진정지침 정비 그리고 윤리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호흡관리 표준화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한호흡관리학회는 코로나 유행으로 기존의 학회를 연기하였고,
이에 새해 첫 달에 온∙오프라인 겸용 학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
호흡치료와 수면, 진정 및 호흡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최신 지견을 공유하시고 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호흡관리학회 회장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 국 현 배상

이동규 (고려의대)

14:30 - 14:45 Q&A

사전등록
전문의

50,000원

전공의

20,000원

간호사

30,000원

현장등록
불가

-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후 하단의 입금처를 통해 입금을 해주시면, 학회에서 등록비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입금 시, 등록자 명과 송금인이 다를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누락될
수 있으니 본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 확인’에서 등록과 입금 여부를 꼭

14:45 - 15:00 Coffee Break
15:00 - 16:45 Sedation for Detailed Situation

김상훈 (조선의대)

15:00 - 15:30 Sedation for Imaging Studies in Children

이혜미 (연세의대)

15:30 - 16:00 Sedation for GI Endoscopy in Adults

최근주 (중앙의대)

이형묵 (가톨릭의대)
16:00 - 16:30 Sedation during Regional Anesthesia
16:30 - 16:45 Q&A
Closing
대한호흡관리학회 회장 이국현
16:45~

확인하여 주십시오.
환불 안내
- 사전등록 기간인 1월 17일(일)까지 접수된 환불메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환불은 성함,소속,연락처,환불 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Nursing Session (Room B)
13:00 - 14:45 Outline of Sedation

등록비

사전등록 안내
홍성진 (가톨릭의대)

13:00 - 13:30 Guideline of Sedation at the ICU	 하은진 (서울의대 신경외과)
13:30 - 14:00

▪ 사전등록기간 : 2021년 1월 17일(일)까지
▪ 연수평점 : 5점(예정)
▪ 학술대회홈페이지 : http://2021ekarc.gaonpco.com
*금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장참석은 불가합니다.

김정연 (신촌세브란스병원)

13:00 - 13:30 Overview of Commonly Used Sedatives

김동준 (조선의대)

13:30 - 14:00 Assessment for Sedation Depth

정승호 (연세의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처 안내

S
 edation for the Intubated and Non-intubated ICU Patient
14:00 - 14:30
조준우(대구가톨릭의대)

은행명 : KEB 하나은행

14:30 - 14:45 Q&A

계좌번호 : 435-910041-82404 / 예금주 : 대한호흡관리학회

14:45 - 15:00 Coffee Break
15:00 - 16:45 Nursing Care for Sedated Patients
15:00 - 15:30 Pre-sedation Assessment and Nursing
15:30 - 16:00

심미영 (서울대병원)
김은영 (서울아산병원)

 onitoring for Sedation and Nursing Management of
M
Complications
김연수 (삼성서울병원)

Delirium Assessment and Nursing Management
16:00 - 16:30
김은성 (용인세브란스병원)
16:30 - 16:45 Q&A
Closing
대한호흡관리학회 회장 이국현
16:45~

등록문의처
대한호흡관리학회 사무국
가온컨벤션
주소: (우)03949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12 도원빌딩 206호
전화 : 02-2038-7988 | 팩스 : 070-8668-1019 |
E-mail : gaonpco@gaonp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