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끊임없는 도전”

대한 응급 기도 관리 연구회
Korean Emergency Airway Manage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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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대한 응급기도관리 연구회
신:
조:
목 : 2017 응급 기도 관리 연수 강좌 개최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대한 응급기도관리 연구회는 2006년부터 다양한 직역을 대상으로 응급기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국내외로 응급기도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
으로 창립 만 10주년인 2015년부터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2017년 세 번째로 개최하려 합니다. 올
해에도 기도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기도관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응급기도관리와 관련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나은 기도관리를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 제 목 : 응급기도관리 연수강좌
2.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2:30 ~ 18:00
3. 장 소 :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
4. 주 제 : Up-to-date Emergency Airway Management
5. 사전등록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keams.or.kr ) 접속〕-> 회원 가입 -> 〔학술/교육 등록〕/
〔프로그램안내〕등록 -> 사전등록기간내 입금하시면 됩니다.
▶ 등록비 : 3만원 / 우리은행 1002-334-996555, 응기연: 김의중
6. 사전등록기간 : 2017년 9월 28일 ~ 11월 29일
7. 문 의 : keamsmaster@gmail.com
※ 일 정 : 별첨자료 참조
대한 응급 기도 관리 연구회

기안자최혁중
협조자
시행 응기연 17-47
www.keams.or.kr
keamsmaster@gmail.com

(2017. 9. 27.)

접수
/ 공개

직인 생략

대한응급기도관리연구회장 오영민
통제
(2017. . .)

※ 별첨 자료: 일정
2017 응급 기도 관리 연수 강좌
2017 Emergency Airway Management Review Course

저희 응급기도관리 연구회는 2006년부터 다양한 직역을 대상으로 응급기도관리 교육과정
을 운영해 왔으며, 또한 많은 연구실적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첫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창립 10주년인 2016년 올해에도 기도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기도
관리에 관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응급기도관리와 관련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나은 기도관리를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
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17년 12월 6일 (수) 오후 12시 30분 ~ 6시 00분
◎ 장소 :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차병원그룹 판교종합연구원)
◎ 주최 : 대한 응급 기도 관리 연구회
◎ 주제 : Up-to-date Emergency Airway Management
◎ 일정 :
◆12:30~13:00 Registration 등록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3:00~13:20 Introduction 안내 및 인사말
◆13:10~14:25 1부 - 안전한 삽관을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좌장: 임태호 (한양의대)
1. (13:10~13:35) 삽관 전 최적화의 개념과 방법은?
강형구 (한양의대)
2. (13:35~14:00) 기도관리 환자 모니터하기 - 산소포화도와 이산화탄소분압 조한진 (고려의대)
3. (14:00~14:25) 불안정한 환자를 안전하게 삽관하려면?
김수진 (고려의대)
◆14:25~14:45 Break
◆14:45~16:00 2부 - 익숙하지만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는 사실들
좌장: 김영민 (가톨릭의대)
4. (14:45~15:10) 약물을 이용한 삽관 - 요즘 트렌드는?
김의중 (차의과학대학교)
5. (15:10~15:35) 성문외기도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강구현 (한림의대)

6. (15:35~16:00) 병원 전 기도관리,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김현종 (인제의대)

◆16:00~16:20 Break
◆16:20~17:20 3부 - 기도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술

좌장: 오영민 (가톨릭의대)
7. (16:20~16:45) 삽관 후 관리와 안전한 발관 방법은?
최재형 (순천향의대)
8. (16:45~17:10) 수술적 기도관리, 드물지만 필요할 때가 있다
박신률(영남의대)
9. (17:10:~17:35) 비디오장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혁중 (한양의대)

◆17:35~17:50 Q & A
◆17:50~18:00 Closing

◎ 등록 안내
등록비 : 30,000원
등록방법 : 대한 응급기도관리연구회 홈페이지 (http://keams.or.kr) 계정 생성 후 “학술
/교육 등록-프로그램 안내”메뉴에서 등록
◎ 오시는 길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차병원그룹 판교종합연구원)
주차는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주차할인권 별도구입)
지하철 판교역 하차 후 약 1Km 거리
◎ 기타 안내
-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심포지엄의 내용과 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