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전문학술대회
< 구강내과 전문의 및 인정의를 위한 update 연수 교육 >

＊ 일시 : 2018년 12월 2일 (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캐치프레이즈 : 구강내과 전문 진료를 업그레이드하다.
11:30-12:00
12:00-12:10

등록
개회

전양현 학회장

Session I. 구강내과 전문 진료 업그레이드 I
(좌장: 어규식 교수 (경희대 구강내과))
12:10-12:50

턱관절 질환 물리치료의 실제

조상훈 (조은턱치과의원)

12:50-1:30

턱관절 질환 환자에서의 주사요법

김욱 (의정부 TMD치과의원)

1:30-2:10

치과 개원과 구강내과 전문 진료

김연중 (아림치과병원)

2:10-2:30

Coffee break
Session II. 구강내과 전문 진료 업그레이드 II
(좌장: 고홍섭 교수 (서울대 구강내과))

2:30-3:20

내 진료실에서 하는 구강건조증 매뉴얼

박문수 (강릉원주대 구강내과)

3:20-4:10

구강점막질환의 진단 및 처치 protocol

심영주 (원광대 구강내과)

4:10-4:30

Coffee break
Session III. 구강내과 전문 진료 업그레이드 III
(좌장: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

4:30-5:10
5:10-5:50
5:50-6:00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구
강장치 요법의 A to Z
구강내과 전문 진료의 보험청구
폐회

태일호 (아림치과병원)
진상배 (메디덴트치과의원)
송윤헌 학술대회장

등록 안내
< 학술대회 등록비 >
사전 등록

현장 등록

(11월 25일(일) 24:00까지)

(11월 25일(일) 이후)

회원 (치과의사)

60,000원

80,000원

비회원 (치과의사)

100,000원

120,000원

30,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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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내과 전공의는 사전등록시 무료입니다.
※ 치과대학 또는 치전원 학생 및 인턴선생님은 현장등록비가 무료이며, 누
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사전 등록 >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사전등록 신청을 하신 후,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등록비를 납부하
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 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aom.org) 접속 -> “사전등록” 버튼 또는 “학술대회” 메
뉴 -> 사전등록신청
* 입금계좌: 하나은행 392-910004-61105 문경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재무이
사)
* 본 학회의 회원은 반드시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원의 사전등록 비용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신청 페이지에 있는 “사전등록신청 상세
안내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점수 >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

및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필수보수교육 점

수 10점이 인정됩니다.

< 주 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주차장

< 안내 및 문의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조정환
: 02) 2072-3811, junghwanjo@snu.ac.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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