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김 린 교수 정년퇴임기념

일시 : 2019년 6월 28일 (금)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 윤병주홀 & 최덕경강의실
의사협회 연수평점 : 6점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인증평점 2.5점) : 50명 선착순 접수
09:00~

등 록
인사말: 박두흠(회장). 이헌정(이사장)

유광사홀

09:40~11:00 Chronobiologic approach to eating and obesity

좌장: 박두흠(건국대의전원), 이헌정(고려의대)
Circadian rhythm and glucose metabolism
오성민(동국의대)
The timing for food: circadian eating pattern and obesity
최형진(서울의대)
Intermittent fasting in relation to circadian rhythm 
권오빈(서울의대)
Circadian rhythm in eating problems
조철현(고려의대)
11:00~11:10 Coffee Break
11:10~12:30 PAP for all or PAP for few: controversies in management of sleep-disordered
좌장: 김우성(울산의대), 이상학(가톨릭의대)
breathing
Moderate to severe OSA should be treated to improve
cardiovascular outcomes? 
김세원(가톨릭의대)
Treatment of ambulatory patients with obesity hypoventilation syndrome (OHS)
should start with CPAP or NIV (non-invasive ventilation)
강현희(가톨릭의대)
PAP therapy should be used in patients with central sleep
apnea and heart failure? 
나진오(고려의대)
Manage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children 
홍석진(한림의대)
12:30~13:40

윤병주홀

사회: 이유진(서울의대)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1)

Scoring rule and basic knowledge for polysomnography
Current reimbursement guidelines for polysomnography

신홍범(코슬립수면의원)
Interpretation of polysomnography report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Patient hook up for full polysomnography 
이소진(경상의대)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2) 

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 rules
for polysomnography scoring
Scoring sleep staging and arousals 
Scoring respiratory events 
Scoring movement events 

최덕경강의실   사회: 조철현(고려의대)   Luncheon Symposium NuvigilⓇ: New treatment for hypersomnia

유광사홀

13:40~15:00 Management of RLS

좌장: 박영우(박영우신경정신과의원), 김의중(을지의대)
Update in clinical guideline for RLS 
전홍준(건국대의전원)
Augmentation in dopaminergic therapy 
김정빈(고려의대)
Opioid use in RLS 
최재원(을지의대)
Iron therapy in RLS 
이소진(경상의대)
15:00~15:10 Coffee Break
15:10~16:30 Chronobiology and sleep medicine

좌장: 김린 (고려의대), 박두흠 (건국대의전원)
Circadian rhythm and mood 
이헌정(고려의대)
Application of wearable device in psychiatry based
on circadian rhythm
조철현(고려의대)
Neuroimaging studies in insomnia disorder
강승걸(가천의대)
Impact of exposure to light at night on sleep 
윤호경(고려의대)

사회: 강승걸(가천의대)

오성민(서울의대)
이유진(은평병원)
최재원(을지의대)

          좌장: 이헌정(고려의대)

최덕경강의실

Management of complex sleep problems

좌장: 신재공(용인정신병원), 김석주(성균관의대)
OSA comorbid with insomnia or depression 
이 은(연세의대)
RBD and comorbidity 
김우정(명지병원)
Narcolepsy comorbid with psychiatric disorders 
이유진(은평병원)
Childhood ADHD and RLS 
서완석(영남의대)

Lifespan management of sleep-related breathing disorders:
real, feasible or just theory?  좌장: 최재갑(경북의대), 이유진(서울의대)
Weight loss strategies in kids and adolescents and the impact on OSA:
from the view of lifestyle intervention 
강은경(동국의대)
What is the real impact of lifestyle intervention and anti-obesity drugs
on OSA severity and intermediary outcomes in adults?  김경곤(가천의대)
Efficacy and safety of bariatric interventions in adults
with OSA and obesity hyperventilation syndrome 
허윤석(인하의대)
Evidence of orthodontic management for pediatric OSA

김명립(서울일리노이치과)

16:30~17:30

유광사홀   김린 교수 정년퇴임 기념특강 수면의학과 함께 한 30년 - 김 린(고려의대)                 좌장: 정도언(서울대 명예교수)

17:30~18:00

공로패 시상식 및 총회

주 최 : 대한수면의학회
(Korean Academy of Sleep Medicine)

후원 및 협찬 : MSD, 건일제약, 한독, 광원메디칼, 한독테바, 한국오츠카제약, CJ,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리메드,
코슬립수면의원, 위드메드, 한국화이자제약, JW중외제약, 동화약품, 필립스코리아, 피셔앤파이클헬스케어, 환인제약

사전등록 접수마감: 2019년 6월 20일자 입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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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선착순 접수 (등록비: 4만원 / 반드시 대회비 사전등록이 필요함, Workshop만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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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