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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호흡기내과 중환자 심포지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하던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무더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및 각종 화학 물질들의 사용으로 인해 호흡기
환자들의 증상 악화와 발병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어

l 주 제 l 기본을 충실하게

PROGRAM

중환자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도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시기이지만 진료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환자 진료에
유익한 학술의 장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ICU BASICS

2014년을 기점으로 고양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창원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지만, 중환자 관련 연수강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13:40~14:10

ABGA interpretation in ICU

이 현 한양대학교

14:10~14:40

Chest x-ray in ICU

임채만 울산대학교

14:40~15:10

Circulatory shock

박소희 인제대학교

15:10~15:30

Break

요구와 기대 또한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회 심포지엄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리며,
이번에 제 2회 중환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환경의 급박한 변화로 치료에만 전념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나
중환자 진료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정보를 공유하고자 시작된
강좌가 지속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기본에 충실하게” 라는 주제로,
ICU 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ABGA, CXR 및 circulatory shock 에 대한

MECHANICAL VENTILATOR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전반부에 마련하였으며, 후반부에는
기계환기의 초기 적용부터 dyssynchrony 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새로 개정된 ICU 진정, 진통, 섬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5:30~16:00

Mechanical ventilator basics and initial setting

박소영 이화여자대학교

16:00~16:30

Mechanical ventilator dyssynchrony

장유진 인제대학교

16:30~17:00

Agitation, pain/sedation, delirium and sleep in ICU

강형구 인제대학교

중환자실을 처음 접하는 전공의나 간호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료로 바쁘시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한 배움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선생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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