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전문의 시대의 구강내과학,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다"
일자: 2018년 10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대강당

프로그램
10월 20일(토)
12:30 - 13:10

등록 및 개회

<Session 1> 전공의 증례 발표
13:10 - 14:40

전공의 증례 발표(구연)

14:40 - 15:00

Coffee Break

- 좌장: 안종모 교수(조선대)

<Session 2> New paradigm: 정밀의학

15:00 - 16:00

정밀의학의 개념과 최신 동향

16:00 - 17:00

정밀의학, 구강내과학을 만나다

17:00 - 17:20

Coffee Break

<Session 3> 만성구강안면통증과 약물요법

- 좌장: 고홍섭 교수(서울대)
김경철 박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
구소)
김경철 박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
구소)

- 좌장: 안형준 교수(연세대)

17:20 - 18:20

만성구강안면통증의 치료: 약물 기전의 이해

18:20 - 18:30

우수 전공의 증례발표 시상

이윤실 교수(서울대)

<Satellite session> 2018 구강내과치과를 만나다

- 장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층 교수회의실

15:00 - 17:00

1. 구강내과의 현주소

변진석 교수(경북대)

2. 일반진료? 구강내과진료?

엄창호 원장(바른턱코앞
구강내과치과의원)

3. 나의 구강내과치과의원 개원일기

이기호 원장(조웰구강내
과치과의원)

10월 21일(일)
9:00 - 9:30

등록

<Session 3> 만성구강안면통증과 약물요법

9:30 - 10:30

만성구강안면통증 약물치료의 실제

10:30 - 10:50

Coffee Break

<Session 4> 구강안면영역의 감각이상

- 좌장: 안형준 교수(연세대)
박지운 교수(서울대)

- 좌장: 안용우 교수(부산대)

10:50 - 11:50

구강안면영역에서의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김혜경 교수(단국대)

11:50 - 12:50

구강안면 감각이상의 진단 및 약물요법

변진석 교수(경북대)

12:50 - 13:00

폐회

연자 소개
김경철 박사: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이윤실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약리학교실
엄창호 원장: 전주 바른턱코앞구강내과치과의원
이기호 원장: 분당 조웰구강내과치과의원
박지운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김혜경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변진석 교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등록 안내
학술대회 등록비
사전 등록

현장 등록

(10월 13일(토) 24:00까지)

(10월 14일(일) 이후)

회원(치과의사)

70,000원

90,000원

비회원(치과의사)

100,000원

120,000원

회원(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30,000원

40,000원

비회원(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비치과의사(치과위생사, 치기공사 등)

40,000원

50,000원

※ 저녁 만찬이 제공됩니다.
※ 치과대학, 치전원 학생 및 인턴 선생님은 현장 등록비가 무료이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
니다.
사전 등록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메뉴
를 이용하여 사전등록 신청을 하신 후,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사전
등록이 완료됩니다.
※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aom.org) 접속
‣‣ “사전등록” 버튼 또는 “학술대회” 메뉴 ‣‣ 사전등록신청
입금계좌: 하나은행 392-910004-61105 문경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재무이사)
※ 본 학회의 회원은 반드시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
원의 사전등록 비용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
다.
※ 사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신청 페이지에 있는 “사전등록신청 상세안내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4점 및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보수교육 점수 5점
이 인정됩니다.

주 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

안내 및 문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조정환 (02) 2072-4829, junghwanjo@snu.ac.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전 양 현
2018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장 안형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