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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y Management

- 사전등록 : 전문의 5만원 , 전공의 3만원
- 당일등록 : 전문의 7만원 , 전공의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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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H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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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성명훈교수 정년퇴임 기념)

- 사전등록 : Hands-on 100만원, Observer 10만원
▶

th

입금계좌 : 신한 110-475-656651 (예금주 : 권성근)
* 등록 유의사항 *
- Hands-on은 물품 등 준비를 위해 사전등록만 가능합니다. (선착순 20명)
- Hands-on 등록하신 분은 11월 26일(토) 심포지엄 등록비 면제입니다.
- 무료주차는 사전 등록자만 가능합니다. (주차권 발급 불가 및 당일 주차 등록 불가)

연수평점(예정)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지하1층 우덕 윤덕병홀

1) [22.11.26.토] Symposium
- 전문의(대한의사협회) : 6점
- 전공의(대한이비인후과학회) : 1.5점
2) [22.11.27.일] Animal Dissection Course
- 전문의(대한의사협회) : 6점
- 전공의(대한이비인후과학회) : 1점

등록방법

네이버폼 신청
- 링크 : https://naver.me/xLEqhAwA
- QR Code

일시

2022. 11. 26.(토) 8시 50분 ~ 16시 40분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지하1층 우덕 윤덕병홀
일시

2022. 11. 27.(일) 8시 50분 ~ 17시

장 소 Animal Dissection Course,

등록마감

2022년 11월 16일(수) (기간엄수)

등록취소

등록 취소는 반드시 이비인후과학교실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문의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사무원 김진아
Tel. 02-2072-2447~8
E-mail. rkawksdk@hanmail.net

올림푸스 한국 의료트레이닝센터(송도)
주 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후 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중심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Airway Management

9 th SNUH Workshop

초대의 글

Airway Management SNUH Workshop Program

안녕하십니까? 환자를 위하여 주야로 열의를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
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한 Airway Management SNUH
Workshop이 올해로 아홉 번째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기도 질환 관련
많은 임상, 기초 연구를 이끌어 주신 성명훈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기
념하고자 합니다. 대표저자로서 참여하신 <기관절개술>의 개정판 집필
을 기념하여 <기관절개술>의 저자들의 강의를 통해 기도 관리에 종합
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 관리의 기본적 개념부터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상세한 지침까
지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은 그간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
어왔습니다. 이는 비단 직접 시술을 하는 이비인후과의 수술 방식 외
에도, 소아과, 마취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도 질환과 관
계되어 유기적인 발전을 해왔음이 분명합니다. 기도 질환 치료의 종합
적인 접근은 정확한 원인의 진단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처치 이

11.26 (Sat)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지하1층 우덕 윤덕병홀
시간
08:50-09:00

연제
Opening remark

Session 1. 기도관리의 기본개념과 원칙
09:00-09:20
09:20-09:40
09:40-10:00
10:00-10:20
10:20-10:40

상기도의 해부
응급상황에서의 기도중재
기도 삽관
기관절개술 이외의 방법
Coffee break

Session 2. 소아기관절개술
10:40-11:00
11:00-11:20
11:20-11:40

성인기관절개술
소아기관절개술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Session 3. Keynote lecture

후에도 지속되는 적절한 기도 관리 전반의 철학을 공유하고 기도 관

11:40-12:10
12:10-13:10

리에 관여하는 모든 의사,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 종사자에게 필

Session 4. 특수한 상황 및 기관절개술 후 관리

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합니다. <기관절개술> 개정판

13:10-13:30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50
14:50-15:10
15:10-15:30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강의를 통해 환자 돌봄의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릴 것으로 확
신하고 이를 통해 환자 및 가족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학회를 통해 이비인후과 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

Difficult airway cases in my career
Lunch
종격동 기관절개술
체외막산소요법(ECMO)
기관절개관과 연관된 응급상황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수술 후 캐뉼라 관리
기관절개술 환자의 연하 및 언어관리
발관 및 기관공폐쇄술
Coffee break

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의 기도 질환의 경험이

Session 5. 성문하협착의 수술적치료

풍부한 연자들의 강연으로 풍성한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15:30-15:50
15:50-16:10
16:10-16:40

또한 학회 다음날인 27일에는 airway surgery hands-on workshop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 질환의 수술적 접근법을 animal dissection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전달
하고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전공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주임교수 이 준 호

Endoscopic management
Laryngotracheal reconstruction (LTR)
Partial cricotracheal resection (pCTR)

연자
권성근 (서울의대)
좌장: 이용식 (건국의대), 정필상 (단국의대)
차원재(서울의대)
권운용(서울의대)
김희수(서울의대)
박지수(서울의대)
좌장: 김상윤 (울산의대)
안순현 (서울의대)
이도영 (서울의대)
남인철 (가톨릭의대)
좌장: 김광현 (분당제생병원)
성명훈 (서울의대)
좌장: 백정환 (성균관의대), 김진평 (경상의대)
박인규 (서울의대)
김상윤 (서울의대)
이윤세 (울산의대)
박성준 (중앙의대)
오병모 (서울의대)
정영호 (울산의대)
좌장: 최승호 (울산의대)
김다희 (연세의대)
이윤세 (울산의대)
권성근 (서울의대)

11.27 (Sun) Animal Dissection Course, 올림푸스 한국 의료트레이닝센터(송도)
시간
08:5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5:00
15:00-17:00

연제
Opening remark
Overview of surgical procedure on porcine airway
Pediatric tracheostomy (Demonstration and Hands-on practice)
Rib cartilage harvest (Bilateral) (Demonstration and Hands-on practice)
Lunch
Laryngotracheal reconstruction (Demonstration and Hands-on practice)
Cricotracheal resection (Demonstration and Hands-on practice)

연자
권성근 (서울의대)
정우진 (서울의대)
권성근 (서울의대)
이윤세 (울산의대)
권성근 (서울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