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way Management

7th SNUH Workshop
(Online)
일

시 : 2020. 11. 29 (Sun)

주

최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 교실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실 교수들도 연구와 교육에 평소와 다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13일에 제1회 SNUH Workshop (Endoscopic management of the
Upper Aerodigestive Tract)을 개최한 이래 금년 일곱 번째 워크샵을 2020년 11월 29일에 준비하였습니다.
기도질환은 경미한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해부학적인 특성상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자칫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치 이후에도 적절한 기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바탕위에서 환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근
기도질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도질환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기도질환에 대한 이해와 최신
학문적인 동향을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SNUH 워크샵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비인후과 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과,
가정간호팀 등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Airway team의 다학제 강의를 시작하였고, 금년에도 소아 청소년과,
소아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참여로 풍성한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소아의
기도 질환에서의 처치와 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소아 기도 질환 중에서도 난치성 질환으로
여겨지는 recurrent respiratory papillomatosis에 대한 다양한 처치에 대해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할
예정이어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관계로 모든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쉽게도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온 airway surgery hands-on workshop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교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전공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이 재 서

Program
08:50~09:00 Welcome remark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성명훈

Session I. Pediatric tracheostomy

서울대병원 소아중환자의학 박준동

09:00-09:20

Pediatric tracheostomy: Surgical procedure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차원재

09:20-09:40

Tracheostomy를 처음 시행받은 아이의 부모에 대한 교육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윤정

09:40-10:00

From hospital to home: caring for a child with tracheostomy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10:00-10:20

Pediatric tracheostomy: tracheostomy cannula의 종류,

여의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성준

환자별 적용 및 decannulation
10:20-10:40

Tracheo-innominate artery fistula

10:40-11:00

Coffee break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유현

Session II. Management of GI issues of pediatric airway patients

서울대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신형익

11:00-11:20

Oral aversion (oral hypersensitivity) - Intervention

서울대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신진용

11:20-11:40

Surgical management of chronic aspiration

11:40-12:00

Management of drooling

12:00-12:20

Management of severe GERD

12:20-13:00

Lunch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은재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우진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김현영

Session III. Airway obstruction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안순현

13:00-13:20

Surgical/Radiologic anatomy of pediatric airway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이도영

13:20-13:40

The upper airway during anesthesia

13:40-14:00

Role of flexible bronchoscopy for difficult airway

14:00-14:20

Choice of open surgical management of subglottic stenosis

14:20-14:40

Contemporary Management of Pediatric Subglottic Stenosis: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은희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권지원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윤세
양산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 성의숙

Balloon laryngoplasty
14:40-15:00

Coffee break
Session IV. Management of recurrent respiratory papillomatosis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권택균

15:00-15:20

Epidemiology of RRP: In the era of HPV vaccination

국립암센터 이비인후과 석준걸

15:20-15:40

Surgical tip for laryngeal RRP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임재열

15:40-16:00

Management of tracheal RRP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권성근

16:00-16:20

Ancillary option for intractable RRP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한성준

Adjourn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권성근

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등 록 비

11월 20일

무

료

연 수 평 점 : 6.0 (전문의)
등 록 방 법 :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주십시요.
등록문의처 :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유병숙
Tel. 02-2072-2447 / Fax. 02-766-2447
E-mail. entsnu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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