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수면의학 WORKSHOP
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 윤병주 강의실
연수평점 : 6점
09:00~
09:25~

사회: 이헌정 (학술이사)
이상학 (이사장)

등  록
인사말
유광사홀 (2층)

09:30~11:00

11:00~11:15
11:15~12:45

13:00~14:00

윤병주 강의실 (1층)

Updated Clinical Guideline of Sleep Medicine
좌장: 박두흠 (건국의대) / 김의중 (을지의대)

Workshop

1.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restless legs
syndrome (RLS)
2. An update on guide for treatment of REM sleep
behavior disorder
3. Practice guideline for the pharmacologic treatment of
chronic insomnia

수면다원검사의 시행과 판독
(30명 제한: 사전등록 선착순)

조규호 (연세의대)
김우정 (서남의대)
이 은 (연세의대)

Coffee Break
Insomnia: Treatment Effectiveness and Outcomes
좌장: 정도언 (서울대 명예교수) / 서완석 (영남의대)
이소진 (경상의대)
1. Effectiveness of pharmacologic and nonpharmacologic treatment in insomnia
이유진 (서울은평병원)
2. Effects of insomnia treatment on brain
3. Cardiovascular outcomes of insomnia
점심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최재원(을지의대)
손홍석(코슬립수면의원)

수면센터 파견처럼 생생한 참관 및 실습
1. 수면다원검사 준비 및 진행 과정 시연
2. 실제 자료를 넘겨 가면서 수면단계 판독 실습
   휴식
3. 대표적인 수면질환 판독 실습
4. 수면검사 결과지 해석 실습

최재원 (을지의대)
Cafeteria

Poster Viewing (1:30~2:00)

좌장: 이유진 (서울의대)

유광사홀 (2층)
14:00~15:40

Emerging Health Technologies in Sleep Medicine and Psychiatry
좌장: 박광석 (서울의대) / 이상학 (가톨릭의대)
1. Mobile applications and wearable devices for
강승걸 (가천의대)
insomnia
2. Estimation of sleep measures using short-time
정다운 (서울대)
analysi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3. Neuromodulation techniques for depression and
이기원 (와이브레인)
sleep disorders
4. A mathematical modelling of Sleep and Light Therapy

15:40~15:50
15:50~17:05

17:05~17:35

윤병주 강의실 (1층)

김종원 (인제대)

Sleep issues in children
1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sleep in children
with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2. Circadian timing system and sleep-wake regulation in
children
3. Emotional and cognitive impact of sleep restriction in
children
4. Relationship between mouth breathing and pediatric
OSA

좌장: 최재갑 (경북치대)
김영훈 (가톨릭의대)
김은희 (차의과대)
이선경 (차의과대)
김명립 (서울일리노이치과)

Coffee Break
Importance of Chronobiology in Various Diseases
좌장: 이헌정 (고려의대) / 박영우 (박영우신경정신과의원)
조철현 (고려의대)
1. Importance of chronobiology in major psychiatric
disorders
정두영 (UNIST)
2. Timing for cancer: chronobiology and psychooncology
김남훈 (고려의대)
3. Chronobiology in endocrine system and disorders

What You Want to Know about CPAP Treatment
좌장: 문화식 (가톨릭의대)
1. CPAP management in a real sleep practice
2. Successful titrations: techniques for various patient
populations
3. 양압기 치료 의료보험 급여화 현황

포스터 발표 시상식 및 총회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후원 : 위드메드, JW중외제약, GSK, 보령제약, 한독, MSD, 통일의료기, 건일제약, MEK Healthcare, 부광약품, 동화약품
협찬 : 유한양행, 좋은잠헬스케어, 환인제약
사전등록 접수마감_ 2017년 6월 18일자 입금 까지
대회비 및 등록_ 대회비 (현장등록) - 정회원 : 3만 5천원 / 비회원 : 4만 5천원 / 전공의 : 2만 5천원 / 기타 : 2만 5천원
		
대회비 (사전등록) - 정회원 : 3만원 / 비회원 : 4만원 / 전공의 : 2만원 / 기타 : 2만원
		
Workshop 등록비 (사전등록) - 7만원 (반드시 대회비 사전등록이 필요함, Workshop만 등록 불가, 노트북 지참)
등록계좌_ 신한은행 100-026-690645 대한수면의학회
입금 후 아래의 메일로 등록자의 인적사항 (성명/직위/소속/연락처) 및 등록 내용(Workshop 등록 여부 등)을 보내주셔야 사전등록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제공_ 중식, 주차권, 강의자료 / 등록문의_ 대한수면의학회 전화 02)445-1611 / 팩스 02)445-1633 / kasmedorkr@gmail.com
연회비/입회비_ 4만원/2만원 / 평생회비_ 50만원 (평생회원은 사전등록시 등록비 면제)

김세원 (가톨릭의대)
강현희 (가톨릭의대)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