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Latest knowledge of
Oral Medicine
일시 : 2018년

3월 17일 (토) 9:30~17:40

장소 :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

숫자의 의미 [ 51,779,148 29,503 5,891 593 174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 구강내과의 최신 지견 ’을 주제로 근거에 바탕을 둔 이론 및 임상술기 능력을 제공하여, 구강내과
임상가들이 환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새 봄을 여는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 숫자의 의미도 새기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행복한 학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장 서 봉 직

프로그램

연자

9:30 - 10:00

등록

<Session 1>

학위논문 발표

10:00 - 12:00

학위논문 발표

12:00 - 14:00

점심식사 및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이사회

<Session 2>

임상구강내과학의 최신 지견

14:00 - 14:50

미각장애의 진단과 치료

14:50 - 15:40

TNFα과발현을 특징으로하는 구강점막 질환의 치료법
김성곤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15:40 - 16:00

Coffee Break / Free Time

<Session 3>

치과진료와 장애

- 좌장 : 안형준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6:00 - 16:50

치과영역의 장애 진단

안용우 교수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6:50 - 17:40

치매 및 기타 인지장애

17:40 -

폐회 및 정기 총회

- 좌장 : 어규식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좌장 : 안종모 교수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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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섭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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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 학술대회 등록비 - 중식 포함

● 사전등록
사전 등록
(3월 14일까지)

현장 등록
(3월 14일 이후)

회원 (치과의사)

50,000원

70,000원

비회원 (치과의사)

70,000원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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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사전등록을 한
후,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반드시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원의 사전등록 비용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비회
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재무이사 박계라 (신용협동조합 131-018-391905)

● 보수교육 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 및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보수교육 점수 5점이 인정됩니다.

30,000원

40,000원

● 주차
경희의료원 및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주차장

40,000원

50,000원

● 안내 및 문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임현대 : 063) 859-2917,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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