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2019년 3월 16일 (토)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

캐치프레이즈

구강안면통증 : from basic to clinic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 2점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보수교육점수 : 5점
등록

9:30-9:50

9:50-10:00
개회
Session I. 학위논문 발표 (좌장 : 어규식 교수(경희대 구강내과) )

전양현 학회장

만성 저작근 근막통증 환자에서 상담개입 및 행동수정이 주는

10:00-10:20

효과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intervention and
behavior modification on patients with masticatory

황미진 (경희대)

myofacial Pain)
Rho-associated kinase inhibitor 에 의한 생쥐 타액선 세포의

10:20-10:40

생체 외 배양 조건 개선(Rho-associated kinase inhibitor
improves the in vitro culture condition of isolated mouse

한충성 (서울대)

salivary gland cells)
한국인에서 구강편평태선과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의

10:40-11:00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oral lichen planus and

류승우 (연세대)

mitochondrial DNA haplogroups in a Korean population)
구강작열감증후군 환자의 통증과 수면, 통증인지 및 심리적 고

11:00-11:20

충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Relevance of sleep, pain cogni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o pain in patients with burning
mouth syndrome)

이근신 (단국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치료결과와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분석

11:20-11:40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outcome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patients with

정 원 (전북대)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nterleukin-8와 Matrix metalloprotease-9 : 측두하악장애 근
육통 환자에서 타액 내 통증 표지자로서의 가능성 연구

11:40-12:00 (Interleukin-8 and matrix metalloprotease-9 as salivary pain

박양미 (부산대)

biomarkers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myalgia)
턱관절장애 환자의 표현형별 통증 경험, 수면의 질, 정서적 고
충의 질적/양적 차이에 관한 연구

12:00-12:20

(A study o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adient of pain
experience, sleep qua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최희훈 (단국대)

patients with different phenotype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12:20-14:00
점심 식사 및 이사회
Session II. 신경혈관성 구강안면통증 (Neurovascular orofacial pain) (좌장 : 김미은 교수 (단국대 구강내과) )
14:00-14:50

두통질환의 임상적 접근

문희수 교수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14:50-15:40

편두통 치료의 실제

김병수 전문의 (분당제생병원 신경과)

15:40-16:00
coffee break
Session III. 초청 연자 특강 (좌장 : 서봉직 교수 (전북대 구강내과) )
16:00-17:20

Fight Fire with Fire :
Capsaicin-induced analgesia for craniofacial pain

17:20-17:30

폐회

17:30

정기 총회

정만교 교수
(Department of Pain and Neural Sciences,
Maryland University)
안용우 학술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