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형의학회 Expert Meeting
Video Head Impulse Test
2017년 11월 25일 오후 3시 - 6시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2층 1강의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평형의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평형의학회는 2016 년 바라니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평형 관련 학술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심
을 가지고 대한평형의학회에 모이는 회원이 늘어나며 회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 2 회 개최
하였던 정기학술대회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적인 프로
그램이었다면 본 Expert Group Meeting 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경향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로
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임상/기초연구, 컨센서스/가이드라인 형성이 필요
한 이슈, 생소하지만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한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되짚거나, 심도 싶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
습니다.
첫 번째 Expert Group Meeting 은 ‘video head impulse test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1 부에는 5 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강
의가 마련되어 있고, 2 부에는 그 동안 진료나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
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 및 고민해 볼만한 증례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리뷰
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지럼증환자 진료와 평형연구에 관심이 많은 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환영
하며, 흥미로운 토론을 통해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평소 의문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평형의학회 회장 한규철
기획이사 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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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형의학회 Expert Meeting
일시: 2017 년 11 월 25 일 오후 3 시 -6 시

Program

장소: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2 층 1 강의장
주제: Video Head Impulse Test
1 부: Video Head Impulse Test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5:00 – 15:20

vHIT parameter 의 이해

서명환 (서울대)

: 여러 다른 장비에서 제시하는 지표의 종류와
특징

15:20 – 15:40

Signal 과 artifact 의 이해

정일억 (고려대)

: Signal 과 artifact 의 구분, artifact 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위음성과 위양성을 줄여 vHIT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팁을 공유

15:40 – 16:00

SHIMP 와 Anti-compensatory Quick Eye

김민범 (성균관대)

Movement (AQEM)의 이해
16:00 – 16:20

메니에르병에서 caloric test 결과와 차이를

박주현 (동국대)

보이는 경우에 대한 해석
16:20 -16:40

Central vestibulopathy 에서 caloric test 결과

최정윤 (서울대)

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한 해석
16:40 – 17:00

Coffee break

2 부: 자유토론
17:00 – 18:00

1. Burning question from members
2. Atypical cas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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