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회 호흡재활 WORKSHOP
일시 : 2021년 3월 20일(토) 오전 8시 25분
장소 : 온라인 플랫폼
주관 :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주최 : 연세의대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재활연구소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
후원 :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모시는 글
근육병, 루게릭, 그리고 척수성 근위축증 같은 신경근육계 환자들에게는 호흡재활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치료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적절한 호흡재활을 통해 복용 약물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재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감염성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폐렴, 각종 질환과 수술 후에 동반되는 호흡기계 합병증,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
리는 수면무호흡 등도 호흡재활의 주요 치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호흡재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2003년도부터 호흡재
활 Workshop을 통해 체계화된 호흡재활 치료시스템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많은 의료
인들과 의료기관에서 호흡재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20년에는 갑자기 발생한 COVID-19로 호흡재활 Workshop을 진행하지 못하였습
니다. 2021년 현재에도 COVID-19로 인하여 대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배움의 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실습은 불가능하지만 호흡재활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신지견에 대하여 정리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대한호흡(숨)재활연구회 회장 이 상 철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 소장 강 성 웅

◈ 행사 일정 ◈
오전
08:25 - 08:30

개회인사

08:30 - 09:20

환기조절, 호흡근 기능적 해부학

이장우 교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09:20 - 10:10

제한성 폐질환 환자의 호흡재활

최원아 교수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10:10 - 10:20

Coffee Break

10:20 - 11:00

중환자실에서의 호흡재활

11:00 - 11:40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및 노인 환자의 호흡재활

원유희 교수 (전북의대 재활의학과)

김동현 교수 (한림의대 재활의학과)
11:40 -12:10

Case Review

강성웅 교수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 Q & A는 강의 중 플랫폼 내 Q & A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각 연자에게 전달하여 메일로 회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안내
▶ 사전등록 마감일 : 2021년 3월 8일(월)까지
▶ 등록비 : 3만원 (행사 개최 4~5일 전까지 강의록 개별 송부)
▶ 담당자(차정하) Tel : 02)2019-3490 / E-mail : ckwjdgk60@naver.com
▶ 등록비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301-886229

예금주/ 대한숨재활연구회

○ 온라인 강의로 사전등록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및 관련 사항은 등록 마감 이후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등록취소는 2021년 3월 9일(화)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의록 준비 및 개별 우편 발송 관계로 등록취소
기한 이후 취소 시 등록비가 환불 되지 않습니다.)
○ 기한 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등록비 전액이 환불 되지만,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 수수료(500원)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 됩니다. (2021년 3월 27일에 일괄적으로 환불 해 드립
니다.)
○ 강의록 개별 송부를 위해 강의록을 수령 할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1년 3월 17일(수)까지 강의록을 못 받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ckwjdgk60@naver.com)로 보내주시고, 등록비를 입금해 주십시오.
- 신청서만 보내고 입금을 하지 않으시거나, 신청서를 보내지 않고 입금만 하는 경우 모두 등록이 완료되
지 않습니다.
- 등록자 이름과 입금자가 다를 경우나 한 분이 단체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확정 여부는 1주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 1주일 이내에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교육평점 3점이 주어집니다.
- 강의 시작 전과 종료 시 입실 퇴실 시간 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간에 따라 평점이 부여됩니다.
- 평점은 닥터빌 컨퍼런스사이트(www.dvwebinar.co.kr)를 통해 가입 및 강의 신청을 진행한 등록자(의사
에 한함)만 인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1평점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2평점
▷3시간 초과 : 3평점

<등록신청서>

성명
소속
전공과목
구분
(해당되는 칸에 O 표시해 주시고,
해당되는 구분이 없는 경우 기타에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전문의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전공의

일반의

기타

의사면허번호
(의사일 경우만 기재)

근무처 주소
근무처 우편번호 (5자리)
근무처 전화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 반드시 모두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주소와 우편번호 미기입 시 우편물 발송에 제한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