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8년 6월 22일 (금)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 시청각교육실
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09:00~

등 록
인사말: 박두흠(회장). 이헌정(이사장)

대 강 당

시청각실
사회: 이유진(서울의대)

9:10~10:40

Circadian Rhythm: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좌장: 김 린(고려의대), 박두흠(건국의전원)
Molecular circadian rhythm shift and bipolarity
조철현(고려의대)
Sleep-wake cycle and brain β-amyloid deposition
황정연(담양군보건소)
Chronotype and adverse reactions of chemotherapy
in breast cancer
이광민(서울대병원/경기도의료원)
Circadian misalignment and obesity
이지원(연세의대)

10:40~11:00 Coffee Break
11:00~12:30 Complex Sleep Issues in Chronic Conditions
좌장: 이상학(가톨릭의대), 김석주(성균관의대)
Sleep disturbances in patients with epilepsy
Sleep disturbances in mood disorders
Obstructive sleep apne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the overlap syndrome
Sleep apnea management in patients with heart disease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Special lecture
Progresses in Sleep Monitoring Technologies

임희진(한림의대)
윤호경(고려의대)
이재승(울산의대)
나진오(고려의대)

사회: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Polysomnography Workshop (심화과정)
신홍범(코슬립수면클리닉)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최재원(을지의대)
오성민(서울의대)
1. 수면다원검사 준비 과정 소개(강의)
2. 디지털수면다원검사 시스템 사용법 소개(강의)
3. 수면단계판독 강의 및 실습(심화)

Polysomnography Workshop (심화과정)
신홍범(코슬립수면클리닉)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최재원(을지의대)
오성민(서울의대)
4. 수면 이벤트 판독 강의 및 실습(심화)
5. 수면다원검사의 해석 (심화)
좌장: 정도언(서울대 명예교수)
박광석(서울의대)

14:30~16:00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Sleep Medicine
좌장: 박영우(박영우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고려의대)

Management of Childhood OSA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in sleep medicine
김종원(인제대)
Sleep stage estimation and apnea detection using
unconstrained methods
윤희남(LG 연구소)
Utility of digital healthcare and sleep medicine
김치원(서울와이즈요양병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7:50 The Nuts and Bolts of Successful Sleep Apnea Management
좌장: 김우성(울산의대), 최재갑(경북치대)

Assessment and diagnosis childhood OSA
강은경(동국의대)
Surgical and supplement treatment of childhood OSA 홍석진(한림의대)
Orthodontic approaches in childhood OSA 김명립(서울일리노이치과)
Attention and emotion in childhood OSA
서완석(영남의대)

Fixed versus auto-PAP for OSA management
Update of advanced PAP therapy
Anatomical phenotypes of OSA patients and influences
on PAP adherence
Update of oral appliance therapy for OSA
17:50~18:20 총 회

강현희(가톨릭의대)
김세원(가톨릭의대)
김현직(서울의대)
정재광(경북치대)

좌장: 안영민(을지의대), 서완석(영남의대)

Overcoming Difficulties of CBT-I Implementation in Clinic
좌장: 신재공(용인정신병원), 김의중(을지의대)
Basic component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CBT-I 이 은(연세의대)
CBT-I for patients with comorbidity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Combined treatment of brief CBT-I and pharmacotherapy
for insomnia in the outpatient clinic
이유진(서울의대)
CBT-I using mobile and online application
강승걸(가천의대)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후원 및 협찬 : 광원메디칼, 바이탈에어코리아㈜, 영우 메디텍, 레즈메드코리아, 한독테바, 한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동화약품, 보령제약, 일동제약,
통일의료기, 필립스코리아, 건일제약, 부광약품, 환인제약, CJ헬스케어, 한국애보트, 한국룬드벡㈜,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얀센
사전등록 접수마감_ 2018년 6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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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등록비(20명 선착순 접수) - 7만원 (반드시 대회비 사전등록이 필요함, Workshop만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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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중
 식, 강의자료 / 등록문의_ 대한수면의학회 전화 02) 445-1611 / 팩스 02) 445-1633 / kasmedorkr@gmail.com
연회비/입회비_ 4만원/2만원 / 평생회비_ 50만원 (평생회원은 사전등록시 등록비 면제)

병원 공사 관계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주차권은 부득이하게 제공할 수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