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kssb2020.cade.education

2020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공동개최

온라인 교육강좌

일시 〮 2020년 9월13일(일)

◈ ID : 이메일주소 / PW : 개인휴대번호 마지막 번호 4자리 숫자

사이트
접속

ID/PW 입력

교육강좌
시청

〮학회 홈페이지(http://sleepbreathing.org/)에서

교육강좌 방송보기 에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강의 녹화 영상은 당일 00:00~23:59 송출됩니다.

〮ID : 이메일주소 / PW : (핸드폰 뒤 4자리) 입력해주세요.

〮본 교육강좌는 비실시간 녹화 영상 교육(VOD 제공)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각 강좌 별 [출석=        ] [종료=         ] 버튼 클릭하여 출결 확인 필수

〮해당 교육일 1일 (00:00~23:59) 동안 송출됩니다.

〮각 강의에 대해 100% 완강 해야 해당 강의에 배정된 평점이 인정되고

〮1개의 계정(아이디)으로 1개 기기로만 로그인 허용(동시접속 불가)

〮크롬 및 사파리 브라우저를 권고 드리며, 엣지 사용도 가능하나

익스플로어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PC, 모바일, 태블릿 모두 사용가능하나 모바일은 통화 등의

변수가 있으니 가급적 PC 접속 을 권고 드립니다.

〮전자강의록(pdf)은 토요일 18시부터 강좌사이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녹화강연 영상 송출 방식(비실시간)

http://kssb2020.cade.education/
http://sleepbreathing.org/


• 원활한 시청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사용, PC 접속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기기 이용)

• 강의 시청 중 접속장애 등 시스템 문의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가능 합니다.

• 강의 화면의 촬영 및 녹화는 불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시간 연제 연자

인사말 대한수면호흡학회 회 장 : 구수권

Session   1.      수면의 기본 생리 및 AASM 수면단계 룰 (80min)

20분 정상 수면 생리 경상대 김상욱

30분 뇌파의 기초 원리 이해 순천향대 신경과 양광익

30분 AASM sleep stage rule 가톨릭대 박찬순

Session   2.       AASM 수면 중 각성 및 호흡장애 룰 (80min)

25분 AASM arousal rule 아주대 박도양

25분 AASM movement rule 한림대 김동규

30분 AASM respiratory rule 고려대 이승훈

Session   3.       수면다원검사 판독 실습 (80min)

40분 수면다원검사 판독 실습(1)-수면 단계 리앤홍 이비인후과 이현종

40분 수면다원검사 판독 실습(2)-호흡 장애 연세대 조형주

✓ 평점확인 : 출결데이터 확인 작업 (1주일소요) 을 거친 후 반영됩니다

◆2020년 9월 13일(일) 비실시간 녹화 영상 교육(VOD 제공) 

◆순 교육시간 총 4시간 (240분)



2020년도 대한수면호흡학회온라인교육강좌는 2020년 9월 13일(일) 비실시간 녹화 영상 교육(VOD 제공)으

로 진행되며 순수교육시간은총 4시간(240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사평점 3평점, 정도관리위원회로부터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4평점으로 최종

승인 통보 받았으며 강의영상 시청 시간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평점이 인정됩니다.

교육강좌 평점 안내

강의를 끝까지 모두 시청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강의 영상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청 시간이 100% 자동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