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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고압의학회 고압산소치료 심포지엄

Ÿ 일시: 2021년 06월 25일(금) 00:00~23:59
Ÿ 지역·장소: 녹화 강연 온라인 송출
Ÿ 교육사이트: 사전등록자만 추후 개별 공지
Ÿ 주관: 대한고압의학회
Ÿ 주최: 대한응급의학회

※ 문의사항 및 연수교육은 뒷면을 참고하세요.

<Program>
강의 시간 

(분)
강의 내용 강사

03:00 인사말
대한고압의학회

회장 허탁

40:00 Basic mode of action of hyperbaric oxygen therapy 해군본부 박선균

40:00 Carbon monoxide poisoning 연세원주의대 차용성

40:00
Korean treatment guideline of acute carbon monoxide 

based on expert's opinions (한국형치료가이드라인)
아주의대 최상천

25:00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25:00 Arterial insufficiency 전주예수병원 김미진

30:00 Sensorineural hearing loss 전남의대 이성민

40:00 Intractable wounds 인하의대 강수

20:00 Current treatment guideline of diabetic foot ulcer 순천향의대 한상수

40:00 Decompression sickness 울산의대 오세현

25:00 Necrotizing soft tissue infection / Gas gangrene 원광의대 최정우

25:00 Adjunctive HBOT in the treatment of thermal burns 영남의대 김정호

25:00 Mild traumatic brain injury 목포한국병원 김재혁

25:00
Effect of TTM on patients with severe CO poisoning – 

multicenter RCT
연세원주의대 차용성

25:00
Effect of antipsychotic agent on patients with DNS – 

multicenter RCT
아주의대 최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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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 2021-06-20(일) 사전등록 마감
▪ 이름, 소속, 의사면허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사이트 주소가 송출됩니다.
▪ 6월 22일 이후 사전등록자만 접속 방법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번 학회는 사전등록자만 시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은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대한고압의학회 홈페이지 https://www.kauhm.org/
▪ 입금이 확인되어야 최종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 일치 (다를 경우 재무이사 김재혁 aseptic@naver.com에 문의)
▪ 등록비 입금: 191-105391-01-025 기업은행, 재무이사 김재혁(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만 가능) 
▪ 환불규정: 학회 15일 전까지 100%, 7일 전까지 50% 환불, 7일 이내 취소는 환불 불가
▪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정회원 ▪정회원 외

참가자 구분 사전등록 참가자 구분 사전등록

전문의 4만 원 전문의 5만 원

전공의 3만 원 전공의 4만 원

간호사/응급구조사

/기타
3만 원

간호사/응급구조사

/기타
4만 원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6점 
▪ 출결이 아닌 로그인/로그아웃하여 실제 강의를 들은 시간으로 평점 계산이 됩니다. 꼭 완강 

해주셔야 합니다.
▪ 배속 돌려 강의를 들으면, 평점 인정이 안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4분 강의를 5분 만에 듣기)

① 해당 교육일 하루(00:00~24:00) 동안 교육 제공 가능
② 각 강의에 대해 100% 완강해야 해당 강의에 배정된 평점 인정
③ 해당 교육일에 수강자 1인이 같은 주제의 교육에 대해 중복 수강 및 평점 인정 불가

※ 문의사항 및 강의 관련 질의

▪최상천: 아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avenue59@ajou.ac.kr, 031-219-7754
▪김혁훈: 아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hyukhoon8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