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문화식 교수 정년퇴임기념-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강당 / 1세미나실 / B세미나실
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09:00~

등 록

09:30

인사말: 안영민(회장). 이상학(이사장)

대 강 당

1세미나실
사회: 이헌정(고려의대)

09:30~11:00 Sleep Medicine Update 1

사회: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좌장: 박두흠(건국의전원), 김의중(을지의대) CPAP Workshop 1

1. Insomnia

이유진(서울의대) 1. Hands on modes of PAP

2. Hypersomnia

이소진(경상의대) 2. Hands on patient interface

3. Circadian rhythm

이헌정(고려의대)

Sharma, Satyakam(Phillips)

11:00~11:15 Coffee Break
11:15~12:45 Sleep Medicine Update 2

좌장: 김 린(고려의대), 김우성(울산의대) CPAP Workshop 2

Singh, Tripat Deep(Phillips)

1. Restless legs syndrome

서완석(영남의대) 1. Clinical decision making on selection of mask

2. Obstructive sleep apnea

이진성(부산의대) 2. Hands on interpretation of compliance reports with case examples

3. Parasomnia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12:45~14:00 점심식사

대 강 당

B세미나실
사회: 김석주(성균관의대)

14:00~15:20 Sleep and Fatigue

사회: 강현희(가톨릭의대)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Sleep Apnea
좌장: 안영민(을지의대), 이유진(서울의대)

1. Concept of fatigue
2. Sleepiness, insomnia & fatigue
3. Fatigue in sleep-related breathing disorder

정영철(연세의대)
김석주(성균관의대)
최재원(을지의대)

좌장: 최재갑(경북치대), 이상학(가톨릭의대)
1. Sleep apnea and stroke

김용재(이화의대)

2. From CPAP to non-invasive ventilation

강현희(가톨릭의대)

3. Mandibular advancement and positional therapy
4. 양압기 요양비 제도 설명

정진우(서울치대)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15:20~15:30 Coffee Break
15:30~16:50 Psychiatric Aspect of Sleep Disorders
좌장: 박영우(박영우신경정신과의원), 이헌정(고려의대)
1. Psychiatric aspect of subjective insomnia
2. Psychiatric aspect of narcolepsy
3. Psychiatric aspect of sleep apnea and snoring

강승걸(가천의대)
전홍준(건국의전원)
강재명(가천의대)

Treatment Advances in RLS
좌장: 서완석(영남의대), 김석주(성균관의대)
1. New clinical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RLS

이 은(연세의대)

2. Brain iron and iron treatment in RLS

조철현(고려의대)

3. Special considerations in pediatric RLS

채규영(CHA의대)

16:50~17:00 Coffee Break
17:00~17:50 문화식 교수 정년퇴임 기념 특강: 대한수면의학회와 함께한 23년
17:50~

공로패 전달식 및 학술상 시상식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사전등록 접수마감_ 2017년 11월 18일자 입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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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P WORKSHOP_ 20명 선착순 접수 (추가비용없음)
등록계좌_ 신한은행 100-026-690645 (대한수면의학회)
입금 후 아래의 메일로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사전등록 확인 가능합니다.
무료제공_ 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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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정도언(서울의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