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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The Days of Pediatric Critical Care
온라인 학술대회
2020년 12월 5일(토)~6일(일)
대한의사협회 평점

5점/5점

Day 1. The Day of Pediatric Emergency Care
새로운 소생술 가이드라인 톺아보기와 코로나 시대의 소아응급처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09:00-10:00

구연발표

• 심포지움. 2020 새로운 CPR ECC 가이드라인 톺아보기 2020 New CPR and ECC Guidelines
10:00-10:30

2020 소아전문소생술 변화와 근거

아주의대 이지숙

- Repiratory Perspectives

10:30-11:00

2020 소아전문소생술 변화와 근거

순천향의대 장혜영

- Cardiovascular Perspectives

11:00-11:30

2020 소아전문소생술 변화와 근거

서울의대 김도균

- Post-arrest Care Perspectives

11:30-12:00

울산의대 류정민

PALS vs ACLS

12:00-13:00

Lunch

• 특강. Special Lectures : Hot Issues
13:00-13:30

특강 1. 어려운 증례의 진단서 작성

서울의대 유성호

- 아동학대/사망한아이/보호자없는아이 등

13:30-14:00

특강 2. 2020년 하반기 소아 코로나19 현황과 전망

서울의대 최은화

-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14:00-14:20

Break

• 연수강좌. 증례로 알아보는 소아 응급상황 대처법
14:20-14:50

쌕쌕대는 아이 잘 보는 방법

인제의대 김효빈

–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있을까?

14:50-15:20

이물 삼킨 아이 잘 보는 방법

가천의대 류

- 코로나19 시대의 소아 내시경은?

15:20-15:50

머리가 아픈아이 접근법

충남의대 서정호

- 내 머리가 더 아파.. 두통도 코로나 19증상?

15:50-16:20

가와사키 병 놓치지 않기 : MIS-C

연세의대 은영민

- 코로나19와 관련있을까?

16:30-

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총무이사 김도균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정기총회

Day 2. The Day of Pediatric Intensive Care
소아 중환자 전문의들이 들려주는 10가지 생생한 진료의 팁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 Session 1. PICU 환자 관리의 첫걸음
09:00-09:30

익숙하지 않은 소아 중환자의 통증 조절과 진정 요법

서울의대 최유현

09:30-10:00

놓치기 쉬운 소아중환자의 영양 지원 가이드

부산의대 김영아

10:00-10:30

매일 하는 혈액가스 검사: 결과 분석하고 이해하기

서울의대 박준동

10:30-10:40

Break

• Session 2. PICU에서 꼭 필요한 술기들
울산의대 최승준

10:40-11:10

기관 삽관: 언제, 어떻게 할까?

11:10-11:40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소아 중심 정맥관 삽입 비법

11:40-12:30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이사 장익완

Lunch

• Session 3. PICU 진료, 이정도는 알고 시작합시다
성균관의대 한영주

12:30-13:00

소아 인공호흡기 초기 세팅의 정석

13:00-13:30

패혈성 쇼크 치료의 골든 타임

경북의대 권정은

13:30-14:00

급성 심부전, 놓치지 않고 치료하기

세종병원 윤자경

14:00-14:10

Break
가톨릭의대 김경훈

14:10-14:40

급성 뇌염: 초기 치료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14:40-15:10

급성 간부전 환자의 내과적 치료

연세의대 김수연

15:20-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정기총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 최유현

등록 안내
사전등록 마감 : 12월 2일(수)까지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으로만 운영합니다.
- 마감일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 불가합니다.
- 마감일까지 미입금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전등록 방법 : 소아응급의학회 홈페이지(www.kspem.org) 또는
소아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www.kspccm.org) [학술/교육 등록] 메뉴
		

- Day1,2 모두 수강하실 경우 하루씩 각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9-826787, 예금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문의

정회원

전공의,일반의,간호사 등

Day1

5만원

4만원

2만원

Day2

5만원

4만원

2만원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사전등록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사전등록

초록 접수
초록접수 마감 : 11월 22일(일)까지
초록접수 방법 : 학술위원회 메일 qweynaver@naver.com로 접수
※ PPT 발표 녹화 영상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 10분 엄수)
※ 아래 초록 작성 요령에 따라 초록을 작성합니다. (PDF배포예정)
- 본문 글자 수가 영문 2,400자, 한글 1,200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영문 한글 혼용일 경우 한글은 영문 2글자에 해당합니다.)
- 표 1행 당 100글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글자 수 만큼 본문의 글자 수를 줄여주십시오.

공지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링크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점 인정 유의사항(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기준)
* 각 세션별 입출 기록, 최초 입장시간, 최종 퇴장시간이 없을 경우 평점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 각 세션별로 시작, 종료 시 마다 [세션입장] & [세션퇴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 [세션퇴장] 버튼은 해당 세션의 종료시간이 되어야 활성화됩니다. (10분 동안만 클릭 가능합니다)
- 모든 세션 종료 후 우측 하단에 있는 [학술대회 퇴장하기] 버튼을 반드시 누른 후 퇴장해 주십시오.
- 퇴장하기 버튼이 아닌 브라우저 X버튼으로 종료하실 경우 정확한 출결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퇴장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종료시 출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모든 평점은 순수 강의시간의 합으로만 인정됩니다. 구연발표, 휴식, 점심시간은 평점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강의 시청 중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강의화면 종료 후 재입장 부탁드립니다.
(재입장하셔도 최종 퇴장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퇴장하기 버튼 정상적으로 누르시면 최종 출결 인정시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 페이지는 PC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크롬/익스플로러 최신버전)
(모바일, 태블릿으로 강의 시청은 가능하나 E-booth는 참여 불가합니다.)

온라인 평점 기준(부분평점 있음)
* 대한의사협회 평점 : Day1 5점, Day2 5점
- 체류시간 1시간 미만 : 1평점 인정 불가
- 체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평점 인정 ex) 체류시간 1시간 40분: 1평점만 인정 (2평점 인정불가)
- 체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 체류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 체류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 체류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메인페이지 E-Booth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사에 방문 스탬프를 등록하시면 행사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불법다운로드, 재촬영, 캡처, 강의자료 유포 금지
강의자료 및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법적인 이유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을 금하며, 허가되지 않은 다운
로드 및 유포는 불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