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10월 25일 (금)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 시청각실
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09:00~

등 록
인사말: 박두흠(회장), 이헌정(이사장)

    대강당    
9:30~10:50

  

  사회: 이유진(서울의대)

Sleep medicine updates 1

좌장: 박두흠(건국대의전원), 신재공(용인정신병원)
Treatment guideline of chronic insomnia 
이소진(경상의대)
Treatment guideline of RLS 
임희진(한림의대)
Hypersomnia: etiology and management 
전홍준(건국대병원)

10:50~11:10 Coffee Break
11:10~12:30 Sleep medicine updates 2 
Circadian rhythm regulation 
Sleep and performance/learning 
Sleep and neurodegeneration 
12:30~13:30

좌장: 김의중(을지의대), 김석주(성균관의대)
윤호경(고려의대)
전세현(삼성서울병원)
김정빈 (고려의대)

    시청각 교육실

사회: 강승걸(가천의대)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1)
9:30~11:00 Basic Knowledge for Polysomnography and MSLT
Indications for polysomnography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Practice parameters for the use of MSLT and recommendation
for protocols 
이미현(서울의대)
Parameters to be reported for polysomnography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2) 
Scoring sleep staging and arousals 
Scoring respiratory and movement events 

오성민(동국의대)
최재원(을지의대)

점심식사

13:30~14:30 Special lecture 좌장: 최재갑(경북치대)    
14:30~14:40 Coffee Break

    대강당    

Sleep-promoting substances and the ventrolateral preoptic area 

  

  사회: 이유진(서울의대)

    시청각 교육실

이만기(경북의대)
사회: 조철현(고려의대)

14:40~16:10 Management of sleep disordered breathing:
New insights from recent publications  좌장: 김우성(울산의대), 이상학(가톨릭의대)
PAP Therapy for OSA: Recent Updates 
김세원(가톨릭의대)
Personalized Sleep Apnea Therapy and Adherence 
강현희(가톨릭의대)
Faci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OSA 
김명립(일리노이치과)
Upper airway stimulation therapy for obstructive sleep apnea  홍석진(한림의대)

Understanding morningness/eveningness chronotype
좌장: 이헌정(고려의대), 서완석(영남의대)
and seasonality 

16:10~17:40

Computational methodology and big data analysis :
a new era for sleep medicine  좌장: 정도언(서울대명예교수), 박광석(서울의대)

Beyond sleepiness: neurobiology and comorbidity of hypersomnolence

Epidemiological big data analysis in sleep medicine

Diagnostic challenges by multiple sleep latency test

정선재(연세의대)



좌장: 박영우(박영우신경정신과), 강승걸(가천의대)

The Influence of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on Sleep 민경복(서울의대)

for hypersomnolence 

Circadian basis of mood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bipolar disorder

Neurobiology of narcolepsy and Idiopathic hypersomnia



손기훈(고려의대)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for apnea and sleep stage classification

17:40~18:00

How can we measure chronotype and seasonality?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Chronotype and seasonality: Is this natural or the result of adaptation?

조철현(고려의대)
Relationship between chronotype/seasonality and suicidality

김은영(서울의대)
Relationship between chronotype/seasonality and metabolism

김경진(고려의대)

최상호(서울의대)



오성민(동국의대)
강승걸(가천의대)

Psychosocial aspect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narcolepsy


학술상 시상식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대회비 및 등록: 대회비 (현장등록) - 정회원: 4만원 / 비회원: 6만원 / 전공의: 2만 5천원 /기타: 2만 5천원 / 평생회원: 1만원
(사전등록) - 정회원: 3만원 / 비회원: 4만원 / 전공의: 2만원 / 기타: 2만원 / 평생회원: 무료
수면다원검사 인증워크샵: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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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을지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