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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당일 스튜디오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 15일
(수)까지 동영상 제출까지 동영상 제출

제12회 학술대회 및 총회

•질의 토론은 자유연제 중 실시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
※ 초록 접수는 국·영문 모두 가능합니다.
※ 초록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
일시•2022년 6월 25일(토)
장소•베어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44 대웅제약 지하 1층)

서

평점•대한의사협회 6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내
우)0175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Tel 02-950-1383
Fax 02-950-1144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Homepage
http://www.kacprm.or.kr
Tel: 02-950-1383, 010-3332-5463 Fax: 02-950-1144
E-mail kacprm@hanmail.net
kacprm@hanmail.net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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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가산디

모시는 글

프로그램

존경하는 대한심장호흡재활재활의학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가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 심장호흡재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우리 학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앞으로 10년간 학회의 내적 외적 성장을

등록안내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6월 23일(목)까지

09:0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
좌장: 신용범(부산의대 재활의학과)

09:30-10:30 자유연제

Part Ⅰ. 심장재활 운동처방을 위한 기초와 임상적 적용
좌장: 한재영(전남의대 재활의학과)

10:30-10:55 심장재활 처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운동생리

등록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acprm.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김애령(경북의대 재활의학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10:55-11:20 운동부하검사에서 위험의 계층화(risk stratification)와

오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계 역시 심한 홍역을 앓았지만 점차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학술대회 역시 서서히 현장 대면 행사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된 것은 아니어서 이번

최희은(인제의대 재활의학과)

종료시점의 결정

11:45-11:55 Q&A
12:15-13:15 점심식사

Part Ⅱ. 중환자 재활의 세팅을 위한 TIP
좌장: 신형익(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3:15-13:40 중환자 재활의 이해와 평가

범재원(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3:40-14:05 중환자 재활을 위한 환자 선정 및 적용

정치량(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

학술대회 오전은 심장호흡재활 분야의 ‘자유연제 발표’를 시작
으로 ‘심장재활 운동처방을 위한 기초와 임상적 적용’에 대한 알찬
강의와 질의 응답 세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중환자
재활의 세팅을 위한 Tip’, ‘심장호흡재활 대상 질환의 이해: 심부전’,

14:05-14:30 중환자 재활의 실제

장명훈(부산의대 재활의학과)

14:30-14:40 Q&A

Part Ⅲ. 심장호흡재활 대상 질환의 이해: 심부전
좌장: 김철(인제의대 재활의학과)

‘호흡기 감염성 질환 유행 시 호흡재활의 역할’ 세션 순으로 해당

14:40-15:05 심부전의 정의, 진단 및 최신 치료 이찬주(연세의대 순환기내과)

분야 Expert의 강의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5:05-15:30 심부전 환자의 심장재활(근거 및 지침)

좌경림(인하의대 재활의학과)

코로나 감염자 수가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지속 적으로

15:30-15:55 좌심실보조장치, 심장이식 환자의 심장재활

이병주(부산의대 재활의학과)

예방관리에 신경 쓰시돼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학술대회 현장에
모여 열띤 학술적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하시어 최신 지견과
임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대한심장호흡재활
의학회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회장 김 철

15:55-16:05 Q&A
16:05-16:15 휴식

Part Ⅳ. 호흡기 감염성 질환 유행 시 호흡재활의 역할
좌장: 강성웅(연세의대 재활의학과)

16:15-16:40 호흡기 감염성 질환 폐렴의 특징 조재화(연세의대 호흡기내과)
16:40-17:05 호흡기 감염성 질환 유행 시 호흡재활의 적용

이장우(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17:05-17:30 호흡기 감염성 질환 유행 시, COPD환자를 위한 호흡재활 치료 전략

원유희(전북대 재활의학과)

17:30-17:40 Q&A
17:40-17:50 시상/폐회

정회원

사전등록
연회비

준회원

6만원

4만원

비회원

학생

9만원

무료

2만원

회원 등록비 할인 혜택은 2022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부분이오니, 회원으로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등록 시 연회비 납부 클릭)

11:55-12:15 총회 및 사진 촬영

학술대회는 전면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아닌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최하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김지희(원광의대 재활의학과)

11:20-11:45 운동 처방의 실전 가이드

회원

구 분

※ 입회비를 내는 첫해는 ‘연회비’는 없습니다.
※ 정회원(전문의), 준회원(비전문의)
※ 학생은 등록 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송금계좌 1005-701-824825 (우리은행)
예금주: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 반드시

등록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등록만 하고 송금하지
않을 경우와 등록비만 송금하고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를 환불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이 다시 입금 됩니다.

문의처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전화: 02-950-1383 / 010-3332-5463
•e-mail: kacprm@hanmail.net

입회 안내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에서 입회신청을 받습니다.
심장재활 및 호흡재활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입회
부탁드립니다.
•입회비: 2만원
•송금계좌: 1005-701-824825 (우리은행)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입회 방법: www.kacprm.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입회 신청 안내]를 클릭, 입회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kacprm@hanmail.net 으로 입회신청서를 보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