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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학술대회 및 제16차 인공환기 워크샵
2018. 7. 14 (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131호 강의실

Airway Management: Updates and Advances (의과대학 강당)
08:50-09:00

Opening

Session 1: Updates on airway management
09:00-09:30
09:30-10:00

An update on supraglottic airway devices

10:00-10:30
10:30-10:50

Administration of inhaled medications

10:50-11:40

경북의대 임동건

Session 1: Difficult airway management

강동경희의대 서형석

Coffee break
서울의대 이국현

Emergency intubation with/without muscle relaxants
outside of the operating room

11:40-13:00

08:50-09:00

대구가톨릭의대 이동원

Session 2: Special lecture

Session 2: Special lecture
outside of the operating room

15:00-15:20

Coffee break

15:00-15:20

Coffee break

16:20-16:50
16:50-

Emergency situations during sedation

Lunch

The mechanical ventilator machine

칠곡경북의대 이정은
조선의대 안태훈
가톨릭의대 이형묵

Preparation and monitoring during sedation

Kyushu Uni. Kentaro Tokuda

14:00-14:30
14:30-15:00

고려의대 이동규

Overview of propofol sedation

Emergency intubation with/without muscle relaxants

서울아산병원 서가진

DAS obstetric guidelines

15:20-16:50
15:50-16:20

서울의대 이국현

Humidiﬁcation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14:00-14:30
14:30-15:00

Session 4: Sedation management

Coffee break

삼성서울병원 남지명

연세의대 변효진

동아의대 박상융
양산부산의대 최윤지

Farewell dinner

Ventilator Workshop (임상연구센터 지하 2층, 그룹토의실)
진행 : 류호걸 (서울의대), 고미혜 (서울대병원)

중급

고대안산병원 민두재

Oxygen delivery systems

DAS pediatric difﬁcult airway guidelines

초급

DAS intubation & extubation guidelines

13:00-13:30
13:30-14:00

연세의대 김현주

17:00

10:00-10:30
10:30-10:50

Session 3: Nursing care for mechanical ventilation

DAS intubation & extubation guidelines

~

칠곡경북의대 정 훈

고려의대 윤승주

13:00-13:30
13:30-14:00

13:00

Airway devices for the difﬁcult airway

11:40-13:00

Airway management in major trauma

세브란스병원 김정연

Assessment and nursing care of the difﬁcult airway 가톨릭의대 김용석

10:50-11:40

Lunch

서울의대 이국현

09:00-09:30
09:30-10:00

Kyushu Uni. Kentaro Tokuda

Session 3: Difficult Airway Society guidelines review

Opening

서울의대 이국현
조선대의대 김상훈

Tracheostomy update

Airway Management for Nurses: Assessment and Care (131호 강의실)

초급 1조

김남오 (연세의대) - 최지연 (신촌세브란스병원)

초급 2조

김승현 (연세의대) - 표미연 (신촌세브란스병원)

초급 3조

박희평 (서울의대) - 김영주 (서울대병원)

중급 1조

박영철 (고려의대) - 이미미 (서울대병원)

중급 2조

이국현 (서울의대) - 박민아 (서울대병원)

중급 3조

이한나 (서울의대) - 권영옥 (서울대병원)

인공호흡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작동원리와
기본적인 mode를 pressure-time curve와 함께 공부한 후 인공호흡기 조절과
보조 호흡을 체험합니다.
3-5년 이상 인공호흡기를 다루어 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델 폐를 사용하여
흡기유량 변화, auto-PEEP, auto-triggering 등의 변수들이 PCV와 VCV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ursing care for noninvasive ventilation patients

Session 4: Sedation management

건국대병원 구은용

연세의대 나성원
세브란스병원 강혜원
서울아산병원 이순행

15:20-16:50
15:50-16:20

Overview of propofol sedation
Preparation and monitoring during sedation

연세의대 민지영

16:20-16:50
16:50-

Emergency situations during sedation

계명의대 김현창

성균관의대 김덕경

Farewell dinner

• 평점안내
전문의 학술대회 5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평점 5점
전공의 스티커 발부

• 미국호흡관리학회(www.aarc.org) 인증
• 등록비 및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 : 2018년 7월 1일 (일) 24:00까지 http://www.e-karc.org/abstract/
학술대회 당일 등록은 08:20분 부터 시작합니다.
인공환기 워크샵은 선착순으로 사전등록자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사전등록이 불가하오니 사전등록 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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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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