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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Next step to the Future PICU
2021년 5월 29일(토) 08:00~15:10
대한의사협회 평점 5점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평점 5점
08:00~09:00 연제 발표

Session 1 Next Generation of PICU
09:00~09:30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pediatric intensive care

서울대병원 이봉진
Northwestern University

09:30~10:00 Skin interfaced biosensors for advanced wireless physiological monitoring
10:00~10:30 Digital innovation in ICU

John Rogers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Coffee Break

10:30~10:40

Session 2 아동 학대
10:40~11:00 의료진의 초기 역할

서울대병원 곽영호

11:00~11:20 아동 학대 관련 법령

국선 변호사 신진희

11:20~11:40 아동 학대와 정신건강

전남대병원 이주연
Lunch

11:40~12:30

Session 3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치료 및 술기
12:30~13:00 놓쳐서는 안될 소아 부정맥

부천세종병원 윤자경

13:00~13:30 뇌압 조절의 골든타임

은평성모병원 김경훈
Coffee Break

13:30~13:40

13:40~14:10 소아 ECMO의 최신 동향 : 적응증 및 관리

양산부산대병원 김영아

14:10~14:40 소아 중환자 재활의 최신 지견

삼성서울병원 조중범

14:40~15:10 소아 중환자실 필수 술기: Bedside SONO-guided procedures

칠곡경북대병원 권정은

등록안내
■ 사전등록 마감 : 5월 26일(수)까지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으로만 운영합니다.
- 마감일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환불 불가합니다.
- 마감일까지 미입금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 사전등록 방법 : 소아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www.kspccm.org) [학술/교육 등록] 메뉴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1-635340, 예금주 :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문의

정회원

전공의,일반의,간호사 등

사전등록

5만원

4만원

2만원

사전등록 바로가기

초록 접수
■ 초록 접수 마감 : 5월 14일(금)까지
■ 초록 등록 방법 : kspccm@kspccm.org로 접수
■ 한글 또는 영문 작성 모두 가능하며, 한글 초록의 경우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규정된 형식으로 800자 이내로 작성하며 영문
초록의 경우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형식으로 전체 250단어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 접수 마감 후 발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 접속 링크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평점 인정 유의사항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기준)
* 각 세션별 입출 기록, 최초 입장시간, 최종 퇴장시간이 없을 경우 체류시간 계산이 불가능하여 평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각 세션별로 시작, 종료 시 마다 [세션입장] & [세션퇴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십시오.
- [세션입장] 버튼을 누르면 [세션퇴장] 버튼으로 변경되며, [세션퇴장] 버튼은 누를 때마다 최종 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세션퇴장]은 세션 종료 후 10분간만 가능합니다.
- 모든 세션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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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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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버전)
■ 온라인 평점 기준
* 대한의사협회 평점 (부분 평점 있음)
체류시간 1시간 미만 : 1평점 인정 불가
체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평점
체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체류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체류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체류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평점은 부분 평점이 없습니다. 5점 모두 이수하셔야 승인됩니다.
■ 불법다운로드, 재촬영, 캡처, 강의자료 유포 금지
강의자료 및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법적인 이유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을 금하며, 허가되지 않은 다운로드 및
유포는 불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