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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자┃2021.

10. 22(금)

온라인 컨퍼런스

Invitati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해를 넘긴 시점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를 아직 극복하
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은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을 변화시켰고,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에게는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매우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도 활발한 의견 교환과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공유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남은 2021년 건강하시고 힘
든 상황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소아 청소년 영역에서의 알레르기질환, 호흡기질환 및 임상면역질환 분야에 관한
진료 및 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매년 학술대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계 학술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추계학술대회는 “소아 호흡기질환”을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초청 강연에서는 “소아중환자실의 현재와
미래” 및 “소아 수면 무호흡의 진단과 치료”에 관하여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아 호흡
중환에 대한 최신 진단과 치료’ 및 ‘국내 소아 만성 호흡기질환’에 관한 2개의 심포지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 진료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심각한 소아 호흡기질환의 최신 연구와 임상 지식들에 대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들을 모시고 강의와 토의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진료와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2021년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시고 온라인에서 학술적 교류를 나누는 소중한 시
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직접 찾아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학술이사 유 진 호
회

장 최성민

이 사 장 이수영

Program
09:00-09:10 Opening Remark
09:10-10:00 Invited Lecture (1)

좌장: 이수영(아주의대)

PICU care updates: Present and future
Sapna R. Kudchadkar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10:00-10:20 Break
10:20-11:50 Symposium 1: Recent advances in pediatric respiratory critical care
좌장: 최성민(동국의대), 안강모(성균관의대)
10:20-10:50 1.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in ICU
Joo Heung Yoon (University of Pittsburgh, USA)



10:50-11:20 2. Screening critically ill patients in the general ward: Rapid response system
조중범(성균관의대)





11:20-11:50 3. Current strategy of palliative car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respiratory failure
서동인(서울의대)
11:50-13:00 Lunch
13:00-14:30 Symposium 2: Chronic lung disease in children
좌장: 홍수종(울산의대), 박준수(순천향의대)


13:00-13:30 1. Cystic fibrosis: A rare genetic disorder in Korea

김형영(동남권원자력의학원)

13:30-14:00 2. Primary ciliary dyskinesia in Korean children


14:00-14:30 3. Management of bronchiectasis in children

정은희(충남의대)
장광천(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4:50-15:30 Special Lecture (KAPARD-JSPACI Speaker-Exchange Program)



14:30-14:50 Break
좌장: 나영호(경희의대)



Possibility of preventing atopic dermatitis through application of moisturizer since
neonatal period
Kenta Horimukai (Jikei University, Japan)
15:30-16:20 Invited Lecture (2)

좌장: 오재원(한양의대)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leep apnea in children with complex disorders
François Abel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UK)
16:20-16:40 Break
16:40-17:00 학술상 기념강연

나영호(경희의대)

17:00-17:10 분과전문의 자격증 수여식
17:10-17:20 학술연구비 및 감사패 수여식
17:20-17:30 Closing Remark

Registration
•사전등록마감일: 2022. 10. 15(금)
구분

사전등록

정회원(연회비 기납)

30,000원

정회원(연회비 미납)

80,000원

비회원

80,000원

전공의

10,000원

•연회비: 50,000원(매년)
•평점: 5평점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학술행사 등록비가 면제입니다.
•사전등록은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메일 또는 Fax 접수 불가능)
•사전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s://www.kapard.or.kr/workshop/2021fall/
•사전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금 방법 : 무통장 입금 등록비는 반드시 송금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카드결제 (학술대회 홈페이지) 또는 계좌이체
“사전등록만 진행합니다.”


- 농협은행 317-0006-5233-81 (예금주: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무통장 입금 등록비는 반드시 송금인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안내
- 온라인 접속 방식은 등록하신 선생님께 추후 개별 뉴스레터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등록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