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대강당 / 제 1세미나실
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 3점
09:00~

등 록
인사말: 박두흠(회장). 이헌정(이사장)

대 강 당

제 1 세미나실
사회: 이유진(서울의대)

09:40~11:00

Sleep Medicine Update 1

사회: 조철현(고려의대)

What You Want to Know about OSA Treatment
좌장: 최재갑(경북치대), 안영민(을지의대)

좌장: 박두흠(건국대 의전원), 신재공(용인정신병원)
Insomnia

이소진(경상의대) Effect of CPAP on cardiovascular disease

Hypersomnia

김인애(한림의대)

전홍준(건국대병원) Surgical treatment outcome of childhood OSA

Updates in management of RLS

홍석진(한림의대)

이 은(연세의대) Optimal application of oral appliance in OSA

이상화(가톨릭의대)

Psychiatric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OSA
11:00~11:10

Coffee Break

11:10~12:30

Sleep Medicine Update 2

Consideration for Sleep Disorders Management in Women
좌장: 이상학(가톨릭의대), 강승걸 (가천의대)

Obstructive sleep apnea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arasomnia

점심식사

13:40~14:40

Special lecture

좌장: 박영우(박영우정신건강의학과), 김우성(울산의대)

강현희(가톨릭의대) Sleep disordered breathing in pregnant women: To screen or Not to screen
고현선(가톨릭의대)
윤호경(고려의대)

Circadian medicine

12:30~13:40

임희진(한림의대) Women, sleep, heart disease: What’s the connection

서원희(고려의대)

Menopause and sleep

이유진(서울의대)

좌장: 김 린(고려의대)
이은일(고려의대)

Development of Sleep Disorder Controlling Techniques Based on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1)

Neuroscience

Basic and Clinical Knowledge for Sleep Study

좌장 : 박광석(서울의대), 이헌정(고려의대)

Key neural circuits for stress-related sleep disorder
Molecular neuroscience for circadian basis of sleep regulation
Novel brain stimulation for improvement of sleep disorder
Novel substances for improvement of sleep disorder
16:10~16:20

Coffee Break

16:20~17:50

Health Effects and Practical Approach of Shift Work

김석주(성균관의대)
손기훈(고려의대)
이현주(KAIST)

Relation between shift work and occupational accident

Reimbursement guidelines for sleep study
Patient hook up for level 1 polysomnography
Interpretation of diagnostic sleep report

사회: 강승걸(가천의대)
좌장: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이소진(경상의대)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추현아(KIST)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2)

좌장 : 정도언(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우(박영우정신건강의학과)
김현주(이화의대)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Rules for Polysomnography
Interpretation

좌장 : 김의중(을지의대)

Mental health effects of shift work

강모열(가톨릭의대)

Scoring sleep staging and arousals

오성민(서울의대)

Metabolic and cardiovascular health effects of shift work

김형렬(가톨릭의대)

Scoring respiratory events

이유진(은평병원)

Scoring movement events

최재원(을지의대)

The practical approach of shift work based on chronobiologic point
17:50~

김세원(가톨릭의대)

Mother-Infant room-sharing and sleep outcomes

Chronic Health Effects of Light at Night Based on Epidemiolog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14:40~16:10

강승걸(가천의대)

of view

조철현(고려의대)

학술상 시상식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후원 및 협찬 : 바
 이탈에어코리아(주), 한독, 광원메디칼, 한독테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제약, 한국오츠카제약, 광우메딕스, 한국얀센, 한국애보트,
씨제이헬스케어, 한국메나리니, 부광약품, 영우메디텍, 레즈메드코리아
사전등록 접수마감_ 2018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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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다원검사 인증워크샵_ 50명 선착순 접수 (등록비 : 4만원)
등록계좌_ 신한은행 100-026-690645 (대한수면의학회)
입금 후 아래의 메일로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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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