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제54차 추계학술대회
일시: 2020년 9월 18일 (금)
강의 진행: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
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

KASMED

온라인 강의실 1
09:20~09:30 인사말
09:30~11:40
09:30~09:50
09:50~10:10
10:10~10:30
10:30~10:50
10:50~11:10
11:10~11:30
11:30~11:40
11:40~11:50
11:50~12:40
12:40~12:50

온라인 강의실 2

박두흠 (회장), 이헌정 (이사장)

SYMPOSIUM 1: Sleep Medicine Update
좌장: 박두흠 (건국의대) / 이유진 (서울의대)
안소현 (충남의대)
Insomnia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Hypersomnia & Narcolepsy
이은 (연세의대)
Restless legs syndrome
김세원 (가톨릭의대)
Obstructive sleep apnea
윤호경 (고려의대)
Chronobiology
김우정 (연세의대)
Parasomnia
질의 응답
Coffee Break
좌장: 이헌정 (고려의대)
SPECIAL LECTURE
인공지능과 프레디쿠스
임영익 대표변호사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공로패 전달식 및 학술상 시상식

12:50~13:20 Lunch Break
13:20~15:10
13:20~13:40

SYMPOSIUM 3: Sleep and Sleep disorders in Children and
SYMPOSIUM 2: Treat or Not?: Miscellaneous Sleep ComAdolescents: from neonates to adolescents
좌장: 김의중 (을지의대) / 강승걸 (가천의대)
plaints
좌장: 안영민 (을지의대) / 채규영 (차의대)
Simple snoring or mild obstructive sleep apnea

조형주 (연세의대)

Sleep and sleep disorders from neonates to infants
이선경 (차의대)

14:00~14:20 Isolated sleep paralysis & sleep talking

Sleep and sleep disorders from toddler to school age-children
강은경 (동국의대)
오성민 (동국의대) Sleep and sleep disorders in adolescents
김승수 (순천향의대)

14:20~14:40 Periodic leg movement during sleep

조철현 (충남의대)

14:40~15:00 Nightmare

전홍준 (건국의대)

13:40~14:00 Bruxism

김명립 (일리노이치과 교정과)

15:00~15:10 질의 응답

Dental treatments of sleep-disordered breathing in children
김수정 (경희치대)
by age
Metabolomic signatures in obstructive sleep apnea: implica신현우 (서울의대)
tions for diagnosis and risk assessment
질의 응답

15:10~15:20 Coffee Break
15:20~16:30

SYMPOSIUM 4: Recent advances in the diagnosis and treat- SYMPOSIUM 5: New Issues in Sleep Apnea
좌장: 서완석 (영남의대) / 김석주 (성균관의대)
좌장: 이상학 (가톨릭의대) /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ment of insomnia

15:20~15:40 Changes in diagnosis of insomnia

이소진 (경상의대)

15:40~16:00 New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전세현 (고려의대)

16:00~16:20 New biological therapy for insomnia
16:20~16:30 질의 응답

Early Recognition of obstructive sleep apnea in Hospitalized
강현희 (울산의대)
Patients
Central sleep apnea in congestive heart failure

Surgical approach combined with continuous positive airway
최재원 (을지의대) pressure (CPAP) : the way to improve the efficacy of CPAP
홍석진 (한림의대)
질의 응답

사전등록 접수마감: 2020년 9월 4일자 입금까지
대회비: 사전등록 - 정회원: 3만원 / 비회원: 4만원 / 전공의: 2만원 / 기타: 2만원 / 평생회원: 무료
등록계좌: 신한은행 100-026-690645 대한수면의학회
입금 후 아래의 메일로 등록자의 인적사항(성명/면허번호/직위/소속/휴대폰번호)을 보내주셔야 사전등록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문의: 대한수면의학회 전화 02)445-1611 / 팩스 02)445-1633 / kasmedorkr@gmail.com
연회비/입회비: 4만원/2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평생회원은 사전등록비 면제)

나진오 (고려의대)

KAS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