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fire Conferenc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신경생리학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Crossfire Conferenc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rossfire Conference는 하나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연자들이 상반된 입장에 서서 주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청중들의 의견을 반
영하여 공동의 견해를 수렴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좌장 역시 연자들을 소개하고 이따금씩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극적인 자
세에서 벗어나 주제의 pro와 con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일방적
인 강의의 지루한 혁식에서 벗어나 연자와 참석 회원들간의 양방향 의견의 교감을 통해 흥미 있고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도록 그 역
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인 만큼 그 주제가 어렵거나 너무 논란이 많은 것보다 많은 회원들이 친숙하고 아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Controversies in Usefulness of EEG for Clinical Decision in Epilepsy로 정했으며 주제는 향후 근신경계 분
야를 비롯한 모든 신경생리학 분야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간질 분야에서 활발히 학술적 연륜을 쌓아 가고 계신 두분 연자를 모셨고 두 분께서 이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강의는 좌장이 5분간에 걸쳐 주제 선정의 의의와 pro와 con을 맡은 연자들이 어떤 내용을 토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후에 두 분의 연자가 15분씩 발제 형식의 강의가 있은 후 그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재미있고 신선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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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ies in Usefulness of EEG for Clinical Decision in Epielpsy
좌장 : 박수철 교수 (연세의대)
강사 : 손영민 교수 (가톨릭의대), 이서영 교수 (강원의대)

1. 뇌파 소견을 통해 간질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예들
2. 임상 양상과 뇌파 소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간질 발작이 잘 조절되는데 간질양 뇌파가 지속해서 보이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3. 항경련제 Withdrawal에서의 뇌파의 역할
4. Nonepileptic Paroxysmal Episode와의 감별에 도움 여부
5. First Unprovoked Seizure 에서 항경련제의 시작과 예후 판정에 도움 여부
위의 소 주제들에 대한 두 분 연자의 pro와 con의 입장에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 들이 오셔서 새로이 시도되
는 토론의 장이 활기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또한 다음 번 주제도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다면 주제 선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