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이용시

대전역에서 좌석버스 102, 104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02번

▶ 유성IC에서 우회전(약 2.7km)
▶ 금호고속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제10회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학술대회

제10회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학술대회

초대의 글

학술대회 일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 제 : Early Mobilization in the ICU
▶ 일 시 : 2022년 12월 3일(토) 13:30 ~ 18:00
▶ 장 소 : 대전

유성호텔 3층 킹홀
시 간

올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부분적이나마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프로그램 및 발표

13:00 ~ 13:30

사회 / 좌장

접수 - 등록 확인
Ⅰ 부. 학술지 편집보고 및 연구윤리 교육

수 있었습니다.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일상을 통해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13:30 ~ 13:35

▶ 개회사 : 김기송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회장)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 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신체활동이 어려운

13:35 ~ 13:40

▶ 학술지 소개 및 편집보고 : 김진섭 (선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편집위원장)

중환자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전문 선생님들께 국민의 한

13:40 ~ 13:50

▶ 연구윤리 : 한동욱 (신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연구윤리위원)

사람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주현
동의대학교

Ⅱ 부. 학술발표

이러한 마음을 담아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제10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Early Mobilization in the Intensive Care Unit”로 정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심장호흡계 전문 선생님들의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회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주제에
관심을 갖는 많은 전문 선생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3:50 ~ 14:10

▶ 남성 심부전 환자의 넙다리 네갈래근 근력이 최대 유산소 능력과 재입원에 미치는 영향 :
송중섭 (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정대인

14:10 ~ 14:30

▶ Post COVID-19 환자들의 재활 : 무작위대조시험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김현중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

14:30 ~ 14:40

▶ Q&A

14:40 ~ 14:50

▶ 학술상 시상

14:50 ~ 15:00

이번 학술대회의 학술정보가 심장호흡계물리치료학 발전에 열정을 갖고

광주보건대학교

포스터 발표 및 휴식
▶ 초청 특강 : 중환자 관리의 필요성 -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재활팀

15:00 ~ 15:50

계신 회원분들과 선생님께 소중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학술대회의

정치량 교수(중환자의학과), 도종걸 교수(재활의학과),
정진희 간호사(중환자재활 코디네이터), 강승탁 물리치료사(재활치료실)

참여로 즐거운 추억이 생기길 희망합니다. 선생님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15:50 ~ 16:00

감사합니다.

16:00 ~ 16:10

김진섭
선문대학교

▶ Q&A
포스터 발표 및 휴식
Ⅲ 부. 주제 강연

2022년 10월 18일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학회장

김기송

Korean Academy of Cardiorespiratory Physical Therapy (KACRPT)

16:10 ~ 16:35

▶ 미국 중환자 물리치료의 실제 : 김옥경 (Tempa General Hospital, Florida, USA)

16:35 ~ 17:00

▶ 일본 중환자 물리치료의 실제 : Ryo Kozu (Nagasaki University, Japan)

17:00 ~ 17:25

▶ 한국 중환자 물리치료의 실제 : 이민형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17:25 ~ 17:40

▶ Q&A

17:40 ~ 17:50

폐

회

https://www.kacrpt.org/

윤정호
부천세종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