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0월 13일(목) 

0800-0900 접수 및 현장 등록 

구 분 그랜드홀 A+B 그랜드홀 C 프리미어홀A+B 107-109호 

0900-1020 

 

연수강좌 

What is the best treatment for wounds?  

최선의 상처 처치는 무엇인가요? 

Session director  양희범(을지의대) 

Moderator 정현수(연세의대) 고재욱(연세의대) 

 

1. Wound map, anatomy under the wound and skin tension line 

백진휘(인하의대) 

2. What is best wound care, suture? adhesive? or simple compressive dressing? 

민진홍(충남의대) 

3. What further considered? outcome measurement and short term care material 

이혜경(을지의대 성형외과) 

연수강좌 

Professionalism in medical direction 

의료지도의 전문화 

Session director  김주영(고려의대) 

Moderator 송경준(서울의대) 위대한(원광의대) 

 

1. 응급의학에서 의료지도의사의 역할 - 지역사회와 응급실 사이  

(Role of medical direction in emergency medicine - communication  

between community and emergency department) 

홍기정(서울의대) 

2. 미국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주요 의료지도 관련 이슈  

(USA EMS Scope of Practice) 

Michael Levy(President of NAEMSP, Anchorage Fire Department, US) 

3. 의료지도의 현재와 미래 

(Current and future status medical direction) 

송성욱(제주의대) 

연구위원회 

Session director  차경철(연구이사) 

Moderator 황성오(연세원주의대) 

권운용(서울의대) 

 

1. 대한응급의학회 젊은연구자 연구비  

지원사업 성과발표 

허세진(성균관의대) 

2. 대한응급의학회 젊은연구자 연구비  

지원사업 성과발표 

이윤석(연세원주의대) 

3. 대한심폐소생협회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연구 성과발표 

신현구(한양의대) 

4. 대한심폐소생협회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연구 성과발표:  

장동현(을지의대) 

5.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생의학 연구자상  

수상자 연구 성과발표 

박정수(충남의대) 

KTAS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체계 

(preKTAS) 

Session director  

윤준성(가톨릭의대) 

Moderator 윤준성(가톨릭의대) 

최한주(단국의대) 

 

1. preKTAS  tool introduction 

최한주(단국의대) 

2. Results of 1st pilot project  

ㅡ 1차 시범사업 결과 

이민희(중앙응급의료센터) 

3. Results of 2nd pilot project 

ㅡ 2 차 시범사업 결과 

박준범(순천향의대) 

4. 소방상황기록 고도화: 

 PreKTAS 탑재와 이송고도화 

홍원표(소방청 119구급과) 

1020-1040 

 
Coffee break / Exhibition opening ceremony(제1전시장) 

1040-1140 

 

Plenary 1 

Session director 이강현(연세원주의대) 

Moderator 이강현(연세원주의대) 허  탁(전남의대) 

 

1. HEMS:  Past, present, and future     

Dr. Raed Arafat(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Romania) 

2. Past, present and future of HEMS system in Japan 

 Tomokazu Motomura (Nippon Medical School Chiba Hokusoh Hospital) 

 

  간행위원회 

Session director  신태건(간행이사) 

1140-1200 개회식 



1200-1300 

 

Luncheon symposium 

벡톤디킨슨코리아 

Luncheon symposium 

한국애보트 
응급실 손상 심층조사 (204-205호)  

구 분 그랜드홀 A+B 그랜드홀 C 프리미어홀A+B 102-207호 204-205호 110-117호 

1300-1420 

 

연수강좌 

Neurocritical care and precise neurological 

prognostication  

신경중환자 치료 및 정확한 신경학적 예후 예측 

Session director 오제혁(중앙의대) 

Moderator 박규남(가톨릭의대) 김원영(울산의대) 

 

1. Neurocritical care for critically ill patients 

유정암(성균관의대) 

2. Multimodal approach for predicting precise  

neulogical prognostication 

박정수(충남의대) 

연수강좌 

Prehospital skill and practice 

병원전 술기의 적용 

Session director  김기운(순천향의대) 

Moderator 김성중(조선의대) 유인술(충남의대) 

 

1. Safe and organized medication in field 

조영순(순천향의대) 

2. Diagnostic modality in field 

조진성(가천의대) 

3. Practice in special situations 

김소은(전북의대)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응급의학 1: Plenary session 

Session director  김규석(차의대) 

Moderator 김규석(차의대) 

 

1300-1330 The Future of Sepsis 

          Mervyn Singer 

(Professor of intensive care medicine 

 University College London) 

1330-1400 IT와 의학의 컨버전스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 

구연 1 (102+103호) 

구연 2 (104+106호) 

구연 3 (107+109호) 

(구연일정표 별첨) 

 Workshop (113호) 

KoCARC  

 

Workshop (116호) 

근골격계스플린트 

 

Workshop (117호) 

응급심혈관초음파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심포지엄 

Special lecture of the humanities: Part 1  

인문학 특강 1 

Session director 오제혁(중앙의대) 

Moderator 강보승(한양의대) 최영환(연세새살의원) 

 

라틴어와 배움의 철학 

한동일(작가) 

연수강좌 

구급대원 교육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Session director  이태헌(한림의대) 

Moderator 이승철(동국의대) 이경원(용인세브란스) 

 

1. 구급대원 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옥택근(강원의대) 

2. 구급대원과 함께 지도의사로 거듭나기 

이태헌(한림의대) 

3. 구급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 

박송이(동아의대)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응급의학 2:  

Perspective of medicine 

Session director  김규석(차의대) 

Moderator 박인철(연세의대) 김인병(명지병원) 

 

1400-1420 Emergency critical care 

        김규석(차의대) 

1420-1440 Resuscitation 

차경철(연세원주의대) 

1440-1500 Emergency medical system 

김지훈(연세의대) 

 

구연 4 (102+103호) 

구연 5 (104+106호) 

구연 6 (107+109호) 

구연 8 (206+207호) 

(구연일정표 별첨) 

편집위원회 Workshop (113호) 

KoCARC  

 

Workshop (116호) 

근골격계스플린트 

 

Workshop (117호) 

응급심혈관초음파 

1600-1620 

 
Coffee break / 경품추첨(그랜드홀A+B) 



1620-1740 

 

필수평점 

Session director 임용수(법제이사) 

Moderator 도병수(영남의대) 어은경(순천향의대) 

 

1.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 

이경권(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대한응급의학회 고문변호사) 

2.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임용수(가천의대/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심포지엄 

국민과 함께하는 닥터헬기 

Session director  최한주(단국의대) 

Moderator 김  원(제주한라병원) 최한주(단국의대) 

 

1. 닥터헬기 캠페인의 성과, 대국민 홍보의 방향성 

이진한(동아일보) 

2. 주민친화도 개선방향(연구과제) 

안영태(극동대) 

3. 닥터헬기 서비스의 발전방향(연구과제) 

김원(제주한라병원)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응급의학 3:   

Perspective of technology 

Session director  권준명(세종병원) 

Moderator 왕순주(한림의대) 서동우(울산의대) 

 

1520-1540 생체신호 인공지능 기반 의료혁신 

권준명(메디컬 AI) 

1540-1600 메타버스와 의료 (Medical metaverse) 

박상준(메디컬아이피) 

1600-1620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emergency  

care 

김효석(필립스 사업부) 

1620-1640 함께 가자 응급실로!: AI는 우리의 보조가  

될 수 있을까? 

양형국(Lunit 임상시험팀장)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응급의학 4:  

Perspective of policy 

Session director  차원철(성균관의대) 

Moderator 최성혁(고려의대) 임태호(한양의대) 

 

1700-1710 정부에서 바라보는 미래응급의료 

김은영(복지부 응급의료과장) 

1710-1715 119 구급정책 현안과 미래 

홍원표(소방청 119구급과/무임소이사) 

1715-1720 의협입장에서 바라보는 미래응급의료 

박수현(의협대변인) 

1720-1725 시민단체가 바라는 미래응급의료 

김미영(한국1형당뇨병환우회) 

1725-1730 언론이 바라보는 미래응급의료 

김길원(연합뉴스 기자) 

1730-1735 미래 응급실 서비스 디자인 

팽한솔(하해호 대표) 

1735-1800 패널토의 

구연 7 (102+103호) 

구연 9 (107+109호) 

(구연일정표 별첨) 

 Workshop (113호) 

KoCARC  

 

Workshop (116호) 

근골격계스플린트 

 

Workshop (117호) 

응급심혈관초음파 

 17:00-19:00 전공의 시험 (305-307 호) 



2022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10월 14일(금) 

0800-0900 

 
접수 및 현장 등록 

구 분 그랜드홀 A+B 그랜드홀 C 프리미어홀A+B 204-205호 113-115호 102-109호 

0900-1020 

 

연수강좌 

Emergency ECG reading essential 

응급센터 전문가의 필수 무기 

Session director 강보승(한양의대) 

Moderator 최욱진(울산의대) 이정훈(동국의대) 

 

1. 불규칙하고 넓은 QRS 빈맥 

김기욱(가톨릭의대) 

2. 심실 빈맥의 판독 ECG identification of  

ventricular tachycardia 

이재훈(동아의대) 

3. 죽음을 부르는 심전도 Life-threatening  

ECGs (You should not miss) 

오성범(단국의대) 

연수강좌 

국내 구급 현장전문소생술 사업의 현황과 

미래 

Session director 안재윤(경북의대) 

Moderator 김기운(순천향의대) 

문성우(고려의대) 

 

1.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문형준(순천향의대)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박정호(서울의대) 

3. 구급 현장전문소생술 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홍원표(소방청) 

연수강좌 

Using  digital tool for writing paper  

디지털 tool을 이용한 논문 작성 

Session director 기동훈(중앙의대) 

Moderator 조준휘(강원의대) 

이미진(경북의대) 

 

1. 개인 연구자와 중소규모 연구팀을 위한  

DIY cohort tool 

한덕재(닥클 대표/내과) 

2. 리뷰어들을 위한 의학 통계 

김진섭(차라투대표/예방의학) 

3. Metaverse in emergency medicine &  

spatial digital twinning 

김요섭((델토이드 대표) 

평가특별위원회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근거 

Session director 정진우(평가위원장) 

Moderator 이성우(고려의대) 

정진우(동아의대) 

 

1. 주요 응급진료 지표의 시계열 변화:  

2016—2020 

최유리(동아의대) 

2. COVID-19 대유행의 진행 경과에 따른  

환자 흐름과 주요 지표 변화 

문형준(순천향의대) 

3. COVID-19 의심 및 확진환자 수용이  

평가지표에 미친 영향 

김지은(동아의대) 

4. 응급진료의 결과지표 제안: NEDIS 기반  

중증도보정 사망 

정진우(동아의대) 

기획위원회 

응급의료의 발전 방향 

(필수, 응급, 공공의료 중심으로) 

Session director  

김  현(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Moderator  

진영호(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최성혁(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1. 주제발표 

응급의료의 발전 방향과 외국의 사례 

김원영(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2. 패널토의 

허윤정(아주의대) 

김성중(중앙응급의료센터장) 

전성훈(대한의사협회법제이사/변호사) 

주 진 (이코노믹데일리 부장) 

김  현(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구연 10 (102+103호) 

구연 11 (104+106호) 

구연 12 (107+109호) 

(구연일정표 별첨) 

1020-1040 

 
Coffee break 

1040-1140 

 

Plenary 2 

Session director 정성필(학술이사) 

Moderator 진영호(전북의대) 

 

Prehospital resuscitation: The future of EMS 

신상도(서울의대) 

 심포지엄 

Role of postmortem CT/CTA for death 

investigation 

사인규명을 위한 사후 CT/CTA의 역할 

Session director 조영순(순천향의대) 

Moderator 김영식(분당제생병원) 

조영순(순천향의대) 

 

1. Postmortem and perimortem CT/CTA:  

Why, when, and how? 

이헌(순천향의대) 

2. Current status of postmortem CT/CTA  

in death investigation process in Korea 

이수경(국립과학수사연구원) 

3. Postmortem CT in major skeletal  

injury: The mechanism leading to  

death 

차장규(순천향의대) 

  



1140-1200 
총회(그랜드홀A+B) 

1200-1300 

 

Luncheon symposium 

한국로슈진단 

Luncheon symposium 

HK이노엔 
이사회 (208호)  

구 분 그랜드홀 A+B 그랜드홀 C 프리미어홀A+B 102-109호 113-117호 

1300-1420 

 

심포지엄 

응급의학 전문의와 미래 

Session director  김윤성(삼척의료원) 

Moderator 조광현(을지의대) 이형민(한림의대) 

 

1. 그래서 얼마를 줘야 응급의학 전문의를 구하는데? 

이형민(한림의대) 

2. 응급의학 전문의 인생설계 

최석재(화홍병원) 

3. 개인병원의 코로나 대면치료, 후유증 클리닉 

신형진(판교연세의원) 

4. 응급의료와 원격의료의 미래 

이의선(아산케이의원) 

5.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인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전방향 

기동훈(메디스태프 대표/중앙의대) 

6.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의 역할과 미래 

조수한(수원 윌스기념병원) 

연수강좌 

EMS database, research, and implementation 

Session director 박정호(서울의대) 

Moderator 양혁준(가천의대) 신상도(서울의대) 

 

1. EMS 연구를 위한 논문읽기 - 병원전 심장정지 중심으로 

안기옥(한양의대) 

2. 국내 주요 EMS database 현황 및 활용방법 

최영호(서울의대) 

3. EMS 사업의 지역사회 도입 경험 

안재윤(경북의대) 

연수강좌 

Antidotes for acutely poisoned patients 

급성 중독 환자를 위한 해독제 

Session director 손창환(울산의대) 

Moderator 김경환(인제의대) 전병조(전남의대) 

 

1. An antidote for methemoglobinemia 

문정미(전남의대) 

2. Antidotes for toxic alcohol poisoning 

차용성(연세원주의대) 

3. Antidotes for cyanide poisoning 

김소은(전북의대) 

구연 13 (102+103호) 

구연 14 (104+106호) 

구연 15 (107+109호) 

(구연일정표 별첨) 

Workshop (113+115호) 

KTAS  

병원단계 강사 (Hospital-

KTAS Instructor)과정 교육 

Workshop (116호) 

Captures 

 

Workshop (117호) 

응급복부초음파 

1420-1440 

 
Coffee break 

구 분 그랜드홀 A+B 그랜드홀 C  102-109호 113-117호 

1440-1600 

 

심포지엄 

Special lecture of the humanities: Part 2  

인문학 특강 2 

Session director  오제혁(중앙의대) 

Moderator 김찬웅(중앙의대) 

 

뇌신경 연결의 비밀 

신동선(작가/신경과전문의) 

 

연수강좌 

 Surge capacity 의 개념과 활용 

Session director 정  주(서울의대) 

Moderator 홍은석(울산의대) 류현호(전남의대) 

 

1. Surge capacity 의 기본 개념과 병원에서의 대비 

최욱진(울산의대) 

2. 우리나라 Surge capacity 의 측정 

정주(서울의대) 

3. Hospital inicident command system 의 개념과 적용 

최대해(차의대) 

우수구연 

 

Moderator 정성필(연세의대) 최한성(경희의대) 

 

우수-1 Endotracheal intubation using C-MAC video  

laryngoscope vs. direct laryngoscope while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김다샘(성균관의대) 

우수-2 Prediction of mortality among patients with  

isolated traumatic brain injury using  

machine learning models in Asian countries:  

An international multicenter cohort study 

송주현(고려의대) 

우수-3 Utility of CSF lactate to predict neurological  

prognosis in patients with OHCA undergoing  

TTM 

유연호(충남의대) 

우수-4 ABC2S Score to Predict neurocognition in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차용성(연세원주의대) 

구연 16 (104+106호) 

구연 17 (107+109호) 

(구연일정표 별첨) 

Workshop (113+115호) 

KTAS  

병원단계 강사 

(Hospital-KTAS 

Instructor)과정 교육 

 

Workshop (116호) 

Captures 

 

Workshop (117호) 

응급복부초음파 



우수-5 Advantage of vital sign monitoring using a  

wireless wearable device for predicting  

deterioration of febrile pati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machine learning- 

based analysis 

최아름(연세의대) 

우수-6 Extracorpore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or adul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time-dependent propensity  

score-sequential matching analysis from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registry 

최영호(서울의대) 

1600-1620 
Coffee break  / 경품추첨(그랜드홀 A+B) 

1620-1740 연수강좌 

Dyspnea, chest pain, and heart ultrasound 

숨차고 가슴 아프면 초음파를! 

Session director  강보승(한양의대) 

Moderator 하영록(성남시의료원) 오성범(단국의대) 

 

1. 관동맥질환과 국소벽운동장애 RWMA in CAD 

이동현(동아의대) 

2. Wide spectrum of clinical phenotypes of stress  

cardiomyopathy 

김윤정(울산의대) 

3. 호흡곤란 환자에서 심초음파의 활용 Can't breathe:  

When echo really helps 

김계훈(전남의대) 

심포지엄 

중증이송체계의 현재와 방향성 

Session director 차경철(연세원주의대) 

Moderator 임용수(가천의대) 차경철(연세원주의대) 

 

1.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차명일(국립중앙의료원) 

2. 중증이송체계(MICU)의 구축 방향 

김기홍(서울의대) 

3. 한국형 중증이송술기의 교육 개발 

임용수(가천의대) 

 

연수강좌 

Operation of hyperbaric facility in Korea 

한국에서 고압산소시설의 운영 

Session director 김기운(순천향의대) 

Moderator 김  현(연세원주의대) 오세현(울산의대) 

 

1. 국내/국외-고압산소치료기관의 운영현황 

(치료적응증 포함) 

강  수(인하의대) 

2. 주요 뇌관련 질환에 대한 고압치료의 성적 

(뇌졸중, 정신질환, 외상) 

이성민(전남의대) 

3. 국내 고압산소치료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안 

이윤석(연세원주의대) 

 Workshop (113+115호) 

KTAS  

병원단계 강사 

(Hospital-KTAS 

Instructor)과정 교육 

 

Workshop (116호) 

Captures 

 

Workshop (117호) 

응급복부초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