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Seamless emergency care 

04월 20일(목) 

0830-0900 접수 및 현장 등록 

구 분 컨벤션홀A+B 컨벤션홀C 201-204호 

0900-1020 

[80분] 

연수강좌 

ED Overcrowding(응급실 과밀화) 

 

Moderator 정윤석(아주의대), 류현욱(경북의대) 

 

1. 응급실 과밀화 관련 최신 국내외 현황 및 해소 방안 리뷰 

문성배(경북의대) 

2.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김태림(성균관의대) 

3.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연계망 및 중증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 운영  

홍기정(서울의대) 

연수강좌 

Emergency airway management in special circumstances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기도관리) 

 

Moderator 임태호(한양의대), 정현수(연세의대) 

 

1. Pediatric airway management 

김중헌(아주의대) 

2. The unstable patient : Cardiopulmonay optimization for airway management 

최혁중(한양의대) 

3. Distorted airway and acute upper airway obstruction 

오영민(가톨릭의대) 

심포지엄 

Mass gathering 시의 Crowd crush의 이해와 대처 

 

Moderator 김   원(제주한라병원), 서길준(서울의대) 

 

1. Crowd crush의 이해와 일반적 접근 방법 

왕순주(한림의대) 

2. Crowd crush의 현장의료 대응과 사상자 관리 

최대해(차의대) 

 

3. 패널토의 

김장한(서울아산병원 법의학회) 

김주현(서울의대) 

김성중(중앙응급의료센터장) 

왕순주(한림의대) 

최대해(차의대) 

1020-1040 Coffee break / 전시장 오픈 세레모니 및 참관 

1040-1140 

[60분] 

Plenary lecture 1 

Seamless emergency care 1 

 

Moderator 최성혁(고려의대), 홍은석(울산의대) 

 

1. Seamless emergency care for major trauma 

박찬용(대한외상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2. Seamless emergency care for acute stroke 

이성은(아주대병원 응급집중치료실장) 

 

   

1140-1200 2023년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막식 및 축하공연 
공보위원회 

11:30~13:00 

1200-1300 Luncheon symposium 



구 분 컨벤션홀 A+B 컨벤션홀 C 201-204호 205호 206호 101-104호 105호 

1300-1420 

[80분] 

심포지엄 

수용곤란 고지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Moderator 유인술(충남의대), 양혁준(가천의대) 

 

1. 새롭게 적용된 수용곤란 고지 제도 

김원영(울산의대) 

2. 소방에서 생각하는 기대 및 우려 

홍원표(소방청 구급팀장) 

3. 응급의료센터에서 생각하는 기대 및 우려 

류현욱(경북의대)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 관리 방향 

 고은실(중앙응급의료센터) 

5. 패널토의 

 

연수강좌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mechanical 

chest compression device 

(기계식 가슴압박장비의 현황과 향후 전망) 

 

Moderator 황성오(연세원주의대), 박규남(가톨릭의대) 

 

1. Introduction of the mechanical chest compression  

devices 

김용원(동국의대) 

2. Mechanical versus manual chest compression  

during out-of-hospital CPR 

정유진(전남의대) 

3. Mechanical versus manual chest compression  

during in-hospital CPR 

안치원(중앙의대) 

심포지엄 

Critical care debate 1 

Vasopressor and steroid in sepsis: When, what, 

and how much  

 

Moderator 김규석(차의대) 

 

1. Vasopressor 

 안세중(고려의대) 

2. Steroid 

공태영(연세의대) 

3. 패널토의 

권운용(서울의대),  

신태건(성균관의대) 

고벽성(한양의대) 

 

   Workshop 

중환자술기(VENT) 

 

1420-1440 Coffee break (전시장) 

1440-1600 

[80분] 

연수강좌 

Major burn patient: ED Management and definitive care 

(중증화상환자의 응급실에서의 처치와 전문병원에서의 치료) 

 

Moderator 김영식(분당제생병원), 윤천재(베스티안서울병원) 

 

1. 중증화상환자: 응급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평가와 처치  

이누가(베스티안병원) 

2. 중증화상환자: 전문병원에서의 치료 

전후완(베스티안서울병원) 

 

연수강좌 

In-depth review of major emergency cardiac cases 

(핵심 응급심장 증례 리뷰) 

 

Moderator 조광현(을지의대), 이재훈(동아의대) 

 

1. Ventricular arrhythmia and sudden cardiac arrest 

신동금(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2. 2022 informative ED cardiac cases 

오성범(단국의대) 

 

심포지엄 

Critical care debate 2 

Hemodynamic optimization and E-CPR in cardiac 

resuscitation 

 

Moderator 김원영(울산의대) 

 

1. Hemodynamic optimization 

 김윤정(울산의대) 

2. Extracorporeal CPR 

 정용훈(전남의대)  

3. 패널토의 

 김수진(고려의대) 

 윤준성(가톨릭의대) 

 박정수(충남의대) 

 

CAPTURES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

협의회 및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회 

In-training exam 

준비 

Workshop 

중환자술기(VENT) 

 

1600-1620 Coffee break (전시장) 



1620-1740 

[80분] 

필수평점 

Professional guidelines for media use in emergency  

physician (프로답게 미디어(대중매체, SNS 등) 사용하기) 

 

Moderator 진영호(전북의대),  

허   탁(전남의대) 

 

1.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안전하게 미디어 사용하기  

(Legal issues of media use for Medical professionals) 

박지혜(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2.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품위 있게 미디어 사용하기 

(Ethical issues of media use for medical professionals) 

박송이(동아의대) 

연수강좌 

Distinguishing acute coronary syndrome and similar  

diseases: Evidence based (급성관동맥증후군과 유사 

질환 구별하기: 근거 중심으로) 

 

Moderator 도병수(영남의대), 이정훈(전북의대) 

 

1. 증상으로 감별 

유지나(연세의대) 

2. 심전도로 감별  

이재훈(동아의대) 

3. Troponin으로 감별 

김태윤(동국의대) 

2. 심장초음파로 감별 

김창선(한양의대) 

심포지엄 

국가 재난 응급의료체계 강화 

 

Moderator 

김성중(중앙응급의료센터), 김인병(명지병원) 

 

1. 국가 재난응급의료 사업 개선 방안 

김   원(제주한라병원) 

2 국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메뉴얼 개편 방향 

김   현(연세원주의대) 

3. 국가 재난응급의료 교육과 훈련 방향  

김정언(중앙응급의료센터) 

CAPTURES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

협의회 및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회 

In-training exam 

(17:00 ~) 

Workshop 

중환자술기(VENT) 

 



2023년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Seamless emergency care 

04월 21일(금) 

0830-0900 접수 및 현장 등록 

구 분 컨벤션홀 A+B 컨벤션홀 C 201-204호 

0900-1020 

[80분] 

심포지엄 

Assessment system in competency-based EM residency program 

(역량바탕 응급의학 수련 프로그램에서 임상역량평가 시스템) 

 

Moderator 김영민(가톨릭의대) 송경준(서울의대) 

 

1. Canadian CBME: Learner perspectives on EPAs 

안유상(Ottawa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2. 응급의학 EPA 평가도구 시범 실행 경험  

박주옥(한림의대) 

3. 향후 응급의학 임상역량평가의 방향: 거버넌스 중심으로 

송경준(서울의대) 

4. 패널토의 

연수강좌 

Musculoskeletal procedures in ED 

(응급실에서 근골격계 술기의 최신 지견) 

 

Moderator 이경룡(건국의대), 김기운(순천향의대) 

 

1. 응급의학과 영역에서 근골격계 외상 환자 표준 치료  

(Standard managements for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trauma in  

emergency departments) 

강인구(순천향의대) 

2. 어깨/고관절 탈구 정복의 최신지견 (Latest advances in shoulder/hip  

dislocation management) 

이한유(순천향의대) 

3. 손목 골절과 손가락 탈구(Wrist fracture and finger dislocation) 

이대욱(안성의료원) 

연수강좌 

Common pediatric medical emergencies in ED 

(야! 너두 소아 볼 수 있어!: 소포자 탈출 시작) 

 

Moderator 이진희(서울의대), 장혜영(순천향의대) 

 

1. 소아에서 이런 상황, 더 자신있게 처치 하도록: 호흡곤란, 경련, 저혈당 등 

정재윤(서울의대) 

2. 열나는 아이, 이것만은 놓치지 않도록: 성인과 다른 발열 소아 접근과 처치  

(Feat. 발진) 

이지숙(아주의대) 

3. 선생님, 할 줄 아시지요? - 신생아소생술, 구토 환아 감별 및 수액요법, 소아 쇼크  

처치 등  

경연영(가톨릭의대) 

1020-1040 
Coffee break (전시장) 

1040-1140 

[60분] 

Plenary 2 

Seamless emergency care 2  

 

Moderator 김   원(제주한라병원), 이강현(연세원주의대) 

 

1. 소아응급전문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도균(서울의대) 

2.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의 상생과 협력  

하영록(성남시의료원) 

 故김승호 학술상 

 

Moderator 박인철(연세의대) 

 

수상자 강연 

1140-1200 대한응급의학회 총회 (컨벤션홀A+B) 
공보위원회 

11:30~13:00 

1200-1300 Luncheon symposium / 이사회 



구 분 컨벤션홀 A+B 컨벤션홀 C 201-204호 

1300-1420 

[80분] 

연수강좌 

Point of care ultrasound for special situations 

(특별한 상황에서 현장초음파 사용하기)  

 

Moderator 강보승(한양의대) 조영순(순천향의대) 

 

1. POCUS for resuscitation  

김한빛(순천향의대) 

2 POCUS for musculoskeletal disease  

김형민(성빈센트병원) 

3. Ultrasound for trauma life support  

이지한(의정부성모병원) 

심포지엄 

Seamless emergency care 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방향 

 

Moderator 김성중(중앙응급의료센터), 문성우(고려의대) 

 

1.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지정기준 등) 

이지연(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2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 네트워크 

(사업, 지역협력체계 등) 

고은실(중앙응급의료센터) 

3.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응급의학회 관점 

김원영(울산의대) 

연수강좌 

Acute poisoning due to misuse or abuse of psychoactive substances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급성중독) 

 

Moderator 김경환(인제의대), 이성우(고려의대) 

 

1. 국내 마약류 중독 현황: 사례 분석 중심으로 

김선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 

2. 마약류 급성중독의 진단과 치료: 응급의학과적 관점에서 

박태진(한림의대) 

3. 마약류 급성중독의 진단과 치료: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점에서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420-1440 Coffee break (전시장) 

1440-1600 

[80분] 

연수강좌 

The ED handoff (응급실 환자 인수인계)  

 

Moderator 이경원(용인세브란스병원), 조수형(조선의대) 

 

1. 구급대원이 바라본 응급실 인수인계 과정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이정혁(소방청) 

2 표준 구급대 인수인계 프로토콜 개발 및 적용 경험 

이경원(서울의대) 

3. 의사직간 인계 관련 주요 연구 및 개선 방향 

윤현경(서울의대) 

심포지엄 

가정에서 응급실까지 Seamless 하게 연계되는 응급의료 정보  

 

Moderator 이재호(울산의대), 윤준성(가톨릭의대) 

 

1. 국민에게 필요한 응급의료정보(AI를 이용한 자가진단, 중증도 분류) 

허세진(성균관의대) 

2 스마트기기와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이송 응급환자 정보 연계:  

AI 앰뷸런스 활용 

김민정(연세의대) 

3.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 전략 

홍원표(소방청 119 구급과) 

4. 응급의료기관 입장에서 응급의료빅데이터 활용 전략 

박찬익(루닛 본부장) 

연수강좌 

Basic principle and device operation in hyperbaric oxygen therapy 

(고압산소치료의 기초와 장비의 운용) 

 

Moderator 김   현(연세원주의대), 임용수(가천의대) 

 

1. Principle: Pressure, oxygen or together? 

신승열(인하의대) 

2. Operation: Pressure, duration or times? 

이윤석(연세원주의대) 

3.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한상수(순천향의대) 

1600-1620 
Coffee break (전시장) 

1620-1740 

[80분] 

연수강좌 

Hospital prenotification system (사전연락체계) 

 

Moderator 이승철(동국의대), 박정호(서울의대) 

 

1. 급성뇌졸중 구급대 사전연락체계  

이상훈(계명의대) 

2 중증외상 구급대 사전연락체계  

허  요(아주의대) 

3. 급성심근경색 병원간전원 사전연락체계 

이상헌(동국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