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고압의학 임상의 기초교육과정 연수강좌

(HBOT course for MD)
“Hyperbaric medicine: introductory course for a physician”

○ 대상 : MD (전문의, 전공의, 임상과 관계없음) (최대 20명)

○ 주관 : 대한고압의학회

○ 주최 : 대한응급의학회

○ 강사 : 허 탁, 김 현, 오세현, 김기운, 최상천, 백진휘, 이성민, 차용성, 이윤석

○ 실습강사 : 박슬비 ○ 진행 : 김진재, 이상은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 18시 / 27일(금) 9시 ~ 18시

          28일(토) 9시 ~ 15시 30분 (3일 과정)

○ 장소 :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Ÿ 강의/실습: 세미나실 203호 (변경 시 개별공지)

○ 연수평점 : 15점 (예정) (3일간의 모든 교육프로그램 참석 필수)

○ 등록비 : 70만원 (대한고압의학회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시 60만원) / 

    3일교육, 점심식비, 교재비 포함 / 숙박 불포함

○ 등록마감 : 2020년 11월 19일(목) 13시 (입금 순서로 20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 https://www.kauhm.org/  

- 사전등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입금 : 191-105391-01-025 기업은행, 김재혁  

- 등록비는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등록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 만약 다를 경우 재무이사 김재혁(aseptic@naver.com)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환불규정: 코스 15일 전까지는 100% 환불, 7일 전까지는 50%, 7일 이내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은 교육과정을 모두 참석 하셔야 발부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 : 교육이사 이윤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임상조교수, yslee524@gmail.com, 033-741-0952)



<교육 프로그램 시간표>

시간 1일차(11/26) 강사

09:30-10:00 Registration (30min) -

10:00-10:10 Welcome remarks (10min) 회장 허탁

10:10-11:00

Introduction to Hyperbaric medicine /

History of hyperbaric medicine /

Current status of HBOT around the world (50min)

전남의대 허탁

11:00-11:10 Break time

11:10-12:00
Physics, primary, and secondary mechanism of

hyperbaric medicine -1 (50min)
연세원주의대 차용성

12:00-13:00 Lunch

13:00-13:50
Physics, primary, and secondary mechanism of

hyperbaric medicine -2 (50min)
연세원주의대 차용성

13:50-14:00 Break time

14:00-14:50 Cellular mechanism of hyperbaric medicine (50min) 연세원주의대 김 현

14:50-15:00 Break time

15:00-15:50 DM foot ulcer (50min) 연세원주의대 차용성

15:50-16:00 Break time

16:00-16:50

Decompression theory / Decompression illness 

(Cerebral arterial gas embolism and Decompression 

sickness) (50min)

울산의대 오세현

16:50-17:00 Break time

17:00-18:00
Fit to dive /

How to read diving table (60min)
울산의대 오세현



시간 2일차(11/27) 강사

09:00-09:30
Hyperbaric Chamber Systems & Fire hazard safety 

(3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09:30-10:00 Inside attendant safety and role (3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10:00-10:10 Break time

10:10-11:00
The use of drugs under pressure & seizure /

Critical care in HBOT (5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11:00-11:10 Break time

11:10-12:00
Patient assessment and contraindication / 

Side Effects and Complications (50min)
전남의대 이성민

12:00-13:00 Lunch

13:00-13:50

Buerger’s disease, PAOD /

Delayed complications from radiation therapy 

(50min)

전남의대 이성민

13:50-14:00 Break time

14:00-15:00
Acute CO poisoning and other gas poisoning: acute 

to DNS (60min)
아주의대 최상천

15:00-15:10 Break time

15:10-16:40

Acute wounds: 

Amputation, compromised flap, burn, etc. /

Soft tissue necrotizing infection (90min)

인하의대 백진휘

16:40-16:50 Break time

16:50-18:00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 (70min)
순천향의대 김기운



시간 3일차(11/28) 강사

09:00-12:00

Hands on –1 (90min)

Team 1 & 2 Multiplace chamber operating 

and responding to emergency events 

Team 3 & 4 Monoplace chamber operating and 

responding to emergency events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연세원주의대 고압의과학연구소 

박슬비
Hands on –2 (90min)

Team 3 & 4 Multiplace chamber operating 

and responding to emergency events 

Team 1 & 2 Monoplace chamber operating and 

responding to emergency events 

12:00-13:30 Lunch

13:30-14:30 Examination (6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연세원주의대 고압의과학연구소 

박슬비

14:30-15:00 Exam review (3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15:00-15:30  Critique of course and faculty (30min)

연세원주의대 이윤석

연세원주의대 고압의과학연구소 

박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