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한수면의학회

연 수교육
수면다원검사의 판독과 결과해석

KASMED

일시: 2020년 11월 22일(일)
강의 진행: 온라인 실시간 중계방식
의사협회 연수평점: 대한의사협회 4평점,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4평점

모시는 글
KASMED

코로나 19 사태와 대응 속에 지내다 보니, 어느덧 쌀쌀해진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
수면의학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수면다원검사의 시행과 판독, 결과해석에 대한 연수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면다원검사의 시행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의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수면
다원검사 및 양압기 처방을 보험급여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기도 하여 대한의사협회 4평점과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4평점이 부여됩니다.
과거에 시행되던 대면교육 방식과 달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되어, 교육방식의 변화가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다원검사뿐 아니라 수면
의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오며, 부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 학회장 박 두 흠 /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 이 헌 정
대한수면의학회 교육이사 이 유 진 / 대한수면의학회 보험이사 최 재 원

프로그램
KASMED

09:30-11:00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1): Scoring Rule and Basic Knowledge for Polysomnography

09:30-10:00

수면다원검사 보험급여 및 청구

신홍범 (코슬립 수면의원)

10:00-10:30

수면다원검사의 준비과정과 시행

최현경 (코슬립 수면의원)

10:30-11:00

수면다원검사 보고 변수들

오성민 (동국대일산병원)

11:00-11:10

coffee break

11:10~12:40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2): AASM Rules for Polysomnography Scoring

11:10-11:40

수면단계 및 각성의 판독

11:40-12:10

호흡 및 심장 이벤트의 판독

김세원 (은평성모병원)

12:10-12:40

움직임 이벤트의 판독

최재원 (노원을지병원)

12:40-13:30

점심식사

13:30-15:00

수면다원검사 인증교육 (Part 3): CPAP titration, MSLT and interpretation of polysomnography

13:30-14:00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의 시행과 판독

이소진 (경상대병원)

14:00-14:30

수면입면기반복검사 (Multiple Sleep Latency Test)의 시행과 해석

전홍준 (건국대병원)

14:30-15:00

주요 수면장애 수면다원검사 결과 해석

임희진 (한림대병원)

이미현 (서울대학교병원)

• 사전등록 접수마감: 2020년 11월 15일자 입금까지
• 등록비: 전공의 및 군의관(공보의), 의료기사, 기타 4만원 / 전문의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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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smedorkr@gmail.com
• 연회비/입회비: 4만원/2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평생회원은 사전등록비 면제)

KAS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