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안) 
4월21일(목)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0800-0900 사전등록자 접수 

 컨벤션 A 컨벤션 B 컨퍼런스 1+2 

0900-1030 연수강좌 

New era for airway management : Videoscope 

기도관리의 새 시대 : 비디오후두경 

 

Session director : 조영순(순천향의대) 

Moderator : 이강현(연세원주의대) 정현수(연세의대) 

 

Past, present and future of videoscope  

조용일(한양의대) 

 

Videoscope assisted case review of airway  

management in the emergency department  

이준철(한양의대) 

 

Experience of pediatric tracheal intubation using 

videoscope in operating theater 

구본성(순천향의대) 

Essential 

Pediatric emergency 1 

응급의학과 선배가 알려드리는 소아응급 

 

Session director : 장혜영(순천향의대) 

Moderator : 김도균(서울의대) 오성범(단국의대) 

 

그래서 왜 이 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권혁술(서울의대) 

 

교과서를 뒤집는 소아의 기도 관리 최신지견 

김중헌(아주의대) 

 

소아 경련 - 퇴원시켜도 되나요? 처치가 성인과 

다른가요?  

이세욱(성균관의대) 

연수강좌 

Acute poisoning due to household products 

가정용품으로 인한 급성 중독 

 

Session director : 손창환(울산의대) 

Moderator : 이성우(고려의대) 

 

Acute poisoning due to antiseptics, disinfectants, and  

sterilants 

이미진(경북의대) 

 

Acute poisoning due to caustics 

고벽성(한양의대) 

 

Acute poisoning due to toxic alcohols 

윤재철(전북의대) 

 

Acute poisoning due to hydrocarbons 

소병학(가톨릭의대) 

1030-1050 Coffee Break / Exhibition opening ceremony(전시장) 

1050-1130 Plenary1 

소아응급 특강 

Session director : 정성필(연세의대) 

Moderator : 진영호(전북의대) 

 

소아응급의학과 세부전문의 

곽영호(서울의대) 

  



1130-1200 
개회식   

1200-1300 
HK inno.N KCPMED  

1300~ 
In-training exam(고시위원회) (컨퍼런스룸 3+4) 

1300-1430 연수강좌 

Challenging cardiovascular care 

응급심혈관케어 

 

Session director : 강보승(한양의대) 

Moderator : 허  탁(전남의대) 강구현(한림의대) 

 

급성/발작성 심방세동, 심방조동  

김성환(가톨릭의대 내과) 

 

폐혈전색전증 최신지견 

정치량(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 

 

판막 이상과 급성심부전  

김현진(한양의대 내과) 

Essential 

Procedural sedation and analgesia in children 

소아 진정과 진통, 이론을 넘어 실제로  

 

Session director : 장혜영(순천향의대) 

Moderator : 양혁준(가천의대) 이지숙(아주의대) 

 

소아 진정 중 사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정용(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어떤 약물로, 어떻게 하면 잘 재울 수 있을까요? 

박중완(서울의대) 

 

소아 진정 중 부작용이 생겼다면 무엇부터 하실래요? 

배우리(가톨릭의대) 

연수강좌 

Standard protocol for point-of-care ultrasound  

in the emergency and critical care areas 

응급중환자 초음파 표준 검사법 

 

Session director : 조영순(순천향의대) 

Moderator : 조영순(순천향의대) 

 

Clinical guidance for point-of-care ultrasound in the  

emergency and critical care areas 

최욱진(울산의대) 

 

Standard point of care ultrasound protocol for cardiac  

arrest 

홍준영(중앙의대) 

 

Standard point of care ultrasound protocol for  

multiple trauma 

정동길(순천향의대) 

1430-1445 
Coffee Break 



1445-1615 연수강좌 

Recent evidences for improving clinical outcomes of  

out-of- hospital cardiac arrest 

병원 밖 심장정지의 임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최신  

근거들 

Session director : 안치원(중앙의대) 

Moderator : 황성오(연세원주의대) 서길준(서울의대) 

 

Pre-hospital factors for increasing prehospital ROSC  

or clinical outcomes of OHCA 

오영택(한림의대) 

 

Analysis of the in-hospital factors influencing OHCA  

patients 

김원희(한림의대) 

 

Influence of COVID-19 on OHCA outcomes 

안치원(중앙의대) 

Essential 

Pediatric emergency 2 

증례로 배워보는 소아응급 

 

Session director : 장혜영(순천향의대) 

Moderator : 류정민(울산의대) 오제혁(중앙의대) 

 

헛갈리는 소아 수액 처방: 증례로 따라하기 

이현정(순천향의대) 

 

의심을 확신으로 - 소아 초음파 활용하기 

박준성(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쉽게 할 수 있는 소아 기계 환기: 증례로 따라 하기 

이의준(서울의대) 

연수강좌 

Emergencie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산부인과 응급 

 

Session director : 손창환(울산의대) 

Moderator : 윤준성(가톨릭의대) 

 

Emergent management of postpartum hemorrhage 

이미영(울산의대 산부인과) 

 

Pulmonary thromboembolism & amniotic fluid  

embolism in pregnancy 

이준호(연세의대 산부인과) 

 

Gynecologic emergencies: ectopic pregnancy,  

ovarian torsion, ovarian cyst rupture 

심승혁(건국의대 산부인과) 

1615-1630 
Coffee Break 



1630-1800 Special 

Machine learning in emergency medicine 

응급의학에서의 머신러닝 적용의 최신지견 

 

Session director : 김태림(성균관의대) 

Moderator : 김중희(서울의대) 정진우(동아의대)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방향 

황보율(국립암센터) 

 

AI를 이용한 Chest X-ray 변화 탐지 

이경준(분당서울대병원) 

 

생체신호AI 를 이용한 Critical care  

송현오(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Essential 

Emergency pediatric ultrasonography 

응급소아초음파검사 

 

Session director : 강보승(한양의대) 

Moderator : 강보승(한양의대) 박신률(영남의대) 

 

장중첩증  

정재윤(서울의대) 

 

급성 우하복부 통증 - "방사선을 피하자!" 

권혁술(서울의대) 

 

급성 고환 통증 - 꼬인걸까 염증일까? 

정원준(충남의대) 

 

"다리를 절어요" 비외상성 무릎/고관절 통증  

김지영(서울의대 영상의학과) 

 

 

 

 

 

 

 

 

 

 

 



2022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안) 
 

4월22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0800-0900 사전등록자 접수 

 컨벤션 A 컨벤션 B 컨퍼런스 1+2 

0900-1030 연수강좌 

Emergency diagnosis and treatment for  

endocrinologic emergencies 

내분비적 응급에 대한 응급 진단 및 치료 

 

Session director : 오제혁(중앙의대) 

Moderator : 홍은석(울산의대) 김원영(울산의대) 

 

Emergency diagnosis and treatment for diabetic  

ketoacidosis and hyperosmolar hyperglycemic state 

김현민(중앙의대 내분비내과) 

 

Emergency diagnosis and treatment for adrenal  

insufficiency 

신종환(서울의대) 

 

Thyrotoxicosis & thyroid storm in emergency  

department 

안신(울산의대) 

Essential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for older adults 

노인응급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Session director : 이정아(한림의대) 

Moderator : 김경환(인제의대) 왕순주(한림의대) 

 

응급실에서의 노인 환자 기능 평가 

노용균(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요양병원,요양원에서의 환자 전원 

김동희(로하스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의 윤리적 이슈 

유상호(한양의대 의료인문학교실) 

Special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량바탕  

수련모델 

 

Session director : 김찬웅(중앙의대) 

Moderator : 김영민(가톨릭의대) 

 

역량바탕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실행: 캐나 

다의 경험 

Jonathan Sherbino(McMaster University) 

 

전공의 공통역량 및 응급의학 전문역량 

김찬웅(중앙의대) 

 

응급의학 위임가능전문직무 

박경혜(연세원주의대) 

 

역량바탕 수련프로그램에서 평가 

김영민(가톨릭의대) 

1030-1050 
Coffee Break 



1050-1130 Plenary2 

노인응급 특강 

Session director : 정성필(연세의대) 

Moderator : 최성혁(고려의대) 

 

초고령사회와 노인 응급의학 

왕순주(한림의대) 

  

1130-1200 
총회   

1200-1300 
한국팜비오 동아제약 이사회 (컨퍼런스룸 3+4) 

1300-1430 Special 

메타버스와 미래의료 

 

Session director : 기동훈(중앙의대) 

Moderator : 이재호(울산의대) 임태호(한양의대) 

 

메타버스와 의료의 미래 

김준환(울산의대 내과) 

 

의료데이터와 미래의학 

조인산(에비드넷 대표이사) 

 

미래 EMR, 3세대 클라우드 EMR 

장동진(에이치정션 대표이사/ 가톨릭의대 안과) 

Essential 

노인에서의 감염성 질환  

 

Session director : 이정아(한림의대) 

Moderator : 조광현(을지의대) 최승필(가톨릭의대) 

 

노인에서의  호흡기 감염 

배성진(중앙의대) 

 

노인에서의  소화기 감염 

박혜지(한림의대) 

 

노인에서의 요로감염 

임지용(가톨릭의대) 

연수강좌 

Hyperbaric oxygen treatment for difficult soft tissue  

and bone diseases 

난치성 연부조직 및 뼈 질환의 고압산소요법 적용 

 

Session director : 김기운(순천향의대) 

Moderator : 김  현(연세원주의대) 

 

Necrotizing fasciitis 

안태규(인하의대) 

 

Osteomyelitis 

김선태(원광의대) 

 

Radiational injury 

차용성(연세원주의대) 

1430-1445 
Coffee Break 



1445-1615 Special 

Future medicine, digital therapeutics 

미래의료,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Session director : 기동훈(중앙의대) 

Moderator : 김인병(명지병원) 기동훈(중앙의대) 

 

디지털 치료제란 무엇인가? 

신재용(연세의대 피부과, 예방의학과) 

 

임상현장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권희(라이프시맨틱스) 

 

의료진의 멘탈케어, 디지털 치료제의 역할 

김규태(아토머스) 

연수강좌 

Withholding and termination of resuscitation 

소생술 유보 및 중단 

 

Session director : 박정호(서울의대) 

Moderator : 송경준(서울의대) 류현욱(경북의대) 

 

병원전단계 소생술 유보 및 중단의 국내 현황과  

최신 근거  

이경원(서울의대) 

 

병원전단계 소생술 유보 및 중단 관련 의료지도  

개선 방향  

이태헌(한림의대) 

 

소생술 유보 및 중단 관련 응급실 평가 도구  

이미진(경북의대) 

 

완화치료 환자의 소생술 관련 이슈  

이선영(서울의대 공공진료센터) 

연수강좌 

Emergency situation on severe patient care 

중환자 치료 술기, 장비에서의 주요 응급상황과 해결 

 

Session director : 김기운(순천향의대) 

 박은정(아주의대) 

Moderator : 이정훈(동국의대) 

 

Ventilator emergency in operation 

정호영(아주의대) 

 

ECMO emergency in operation 

정용훈(전남의대) 

 

CRRT emergency in operation 

박은정(아주의대) 

1615-1630 
Coffee Break 



1630-1800 Special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Session director : 김태림(성균관의대) 

Moderator : 권인호(동아의대) 김태림(성균관의대)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의학 

김철호(한림의대) 

 

영상 및 음성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박형민(서강대학교)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의학연구 

고태훈(가톨릭의대) 

[필수평점: 1평점]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Session director : 공태영(연세의대) 

Moderator : 임용수(가천의대) 

 

아동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정진희(서울의대) 

 

노인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오재훈(한양의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신고와 신고자 보호요령 

배현아(이대법학전문대학원) 

故 김승호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Session director : 김민정(연세의대) 

Moderator : 박인철(연세의대) 

 

연구 걸음마를 떼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 

한상수(순천향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