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학술대회 초록 작성 가이드라인
1. 학위논문발표회 초록
(1) 학위논문 국문 초록
① 초록 유형: 발표자의 학위에 따라 ‘학위논문(박사)’와 ‘학위논문(석사)’ 중에서 선택한다.
② 발표자 이름: 성 및 이름 순서로 표기한다(예: 홍길동).
③ 발표자 소속: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 교실 순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복수인 경우 아라비아 숫
자를 순서대로 소속 앞에 추가하고 각각 위첨자로 표기한다.
④ 제목: 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을 모두 기재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⑤ 초록: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내용에 사용되는 단어는
300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⑥ 주제어: 6개 이하의 주제어를 나열한다.

(2) 학위논문 영문 초록
① Abstract Type: 발표자의 학위에 따라 ‘Doctoral thesis’, ‘Master's thesis’ 중에서 선택한다.
② Authors: 이름 및 성 순으로 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Gil-Dong Hong).
③ Institutional affiliation: 교실, 학과, 단과대학, 대학교, 도시명, 국가 순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복
수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소속 앞에 추가하고 각각 위첨자로 표기한다.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④ Title: 영문 제목과 국문 제목을 모두 기재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⑤ Abstract: Objectives,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다. 내용에 사용되는 단어는 300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⑥ Key words: 6개 이하의 주제어를 나열한다.

2. 전공의학술대회 초록
(1) 증례발표 국문 초록
① 초록 유형: ‘증례발표’를 선택한다.
② 발표자 이름: 성 및 이름 순서로 표기한다(예: 홍길동).
③ 발표자 소속: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 교실 또는 의료기관, 진료과/부서 순으로 표기한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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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수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소속 앞에 추가하고 각각 위첨자로 표기한다.
④ 제목: 국문 제목과 영문 제목을 모두 기재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⑤ 초록: 서론, 증례, 결론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내용에 사용되는 단어는 250개를 초과하
지 않는다.
⑥ 주제어: 6개 이하의 주제어를 나열한다.

(2) 증례발표 영문 초록
① Abstract Type: ‘Case report’를 선택한다.
② Authors: 이름 및 성 순으로 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예: Gil-Dong Hong).
③ Institutional affiliation: 교실, 학과, 단과대학, 대학교, 도시, 국가 또는 진료과/부서, 의료기관,
도시, 국가 순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복수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순서대로 소속 앞에 추가하고
각각 위첨자로 표기한다.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④ Title: 영문 제목과 국문 제목을 모두 기재한다. 영문 제목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⑤ Abstract: Introduction, Case Report, Conclusion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내용에 사용되는
단어는 250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⑥ Key words: 6개 이하의 주제어를 나열한다.

(3) 연구발표 국문 및 영문 초록
① 학위논문 발표의 초록 작성에 준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한다.
② 발표자의 학위는 표기하지 않으며, 발표자의 소속은 증례발표의 경우에 준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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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초록 작성 예시
- 학위논문발표회 국문 초록 초록 유형
발 표 자
소

속

■ 학위논문(박사)

□ 학위논문(석사)

□ 증례발표

□ 연구발표

□ 강연

□ 기타:

김영준1,2, 고홍섭2
1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진단학교실

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제목(국문)

흡연이 타액 내 미량 금속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목(영문)

Effects of Smoking on Trace Metal Levels in Saliva
목적: 본 연구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타액 내 미량 금속 농도와 구강 내
분비율을 비교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ICP-MS)법을 이용하
여 총 11종의 미량 금속(Mg, Al, Mn, Cu, Zn, Rb, Sr, Mo, Cd, Tl, Pb)의 타액
내 농도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ICP-MS 분석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처리
법이 실험 결과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전처리
법(acid digestion, 초순수 질산 희석법, 증류수 희석법)을 비교하였으며, 타액
내 미량 금속 수준의 일간 변화에 관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피검자는 총 40명
으로서, 30명의 흡연자(평균 연령: 26.5 ± 4.1세)를 실험군으로 나머지 10명의
비흡연자(평균 연령: 27.4 ± 3.4세)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각 피검자의 비
자극성 전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 분비율과 구강 내 수복물의 개수를 기록하
였고, 각 타액 검체의 혈액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액 내 transferrin

초

록

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 타액 검체 내 cotinine 농도 및 미량 금속의 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cotinine 및 미량 금속의 구강 내 분비율을 산출하
였다.
연구결과: 초순수 질산으로 희석한 경우, 회수율의 범위가 86.1% - 117.7%로
나타나서 실험에서 비교된 3가지 전처리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실험 결과를
보였다. 타액 내 미량 금속 수준의 일간 변화 정도는 모든 분석 원소에서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타액 내 미량 금속의 수준은 구강 내 수복물의 개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g, Al, Cu의 타액 내 농도는 타액 분비율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흡연자의 cotinine과 Al의 타액 내 농
도와 구강 내 분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타액이 인체 내 미량 금속의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있
어서 유용한 검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흡연이 타액 내 cotinine 및 Al의
농도와 구강 내 분비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주 제 어

흡연, 미량 금속, 타액,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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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초록 작성 예시
- 학위논문발표회 영문 초록 Abstract Type
Authors

■ Doctoral thesis

□ Master's thesis

□ Case report

□ Research report

□ Lecture

□ Other:

1,2

1

Institutional
Affiliation

2

Young-Jun Kim , Hong-Seop Kho
Department

of

Oral

Medicine

&

Diagnosis,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Korea (ROK)
2

Department of Oral Medicine & Oral Diagnosis,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OK)
Title (English)

Effects of Smoking on Trace Metal Levels in Saliva

Title (Korean)

흡연이 타액 내 미량 금속 수준에 미치는 영향
OBJECTIVES: To compare the salivary levels of trace metals between
non-smokers

and

smokers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 (ICP-MS). The effect of pre-treatment methods on the
accuracy of ICP-MS analysis and daily variations in trace metal levels in
saliva were also investigated.
MATERIALS AND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 male non-smokers
(mean age: 27.4±3.4 years) and 30 male smokers (mean age: 26.5±4.1
years). Unstimulated whole saliva was collected. Salivary flow rate, the
number of metal restorations in the oral cavity, the level of blood
contamination in the saliva, and the levels of cotinine and trace metals in
Abstract

the saliva of each participant were determined.
RESULTS: Direct dilution of saliva samples with nitric acid showed the most
accurate ICP-MS results among the tested pre-treatments. Trace metal
levels in saliva showed wide daily variations. They were not affected by the
number of metal restorations. The concentrations of magnesium, aluminum,
and copper in saliva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alivary flow
r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livary concentrations and/or
salivary secretion rates of cotinine and aluminum between non-smokers
and smokers.
CONCLUSIONS: Saliva can be a medium for trace metal analysis. Cotinine
and aluminum levels were elevated in smokers’ saliva.

Key Words

smoking, trace metal, saliva,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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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초록 작성 예시
- 전공의학술대회 국문 초록 초록 유형
발 표 자
소

속

□ 학위논문(박사)

□ 학위논문(석사)

■ 증례발표

□ 연구발표

□ 강연

□ 기타:

강정현1, 허경회2, 고홍섭1
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제목(국문)

외측익돌근에서 나타난 비감염성 근염: 4증례

제목(영문)

Non-Infectious Myositis of Lateral Pterygoid Muscle: 4 Cases
서론: 비감염성 근염이란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만성 국소 근육통증 장애로 신경성 염증이 동반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영향
을 받게 되므로 중추신경 매개 근통이라고도 불린다. 비감염성 근염이 외측익
돌근에 이환되었을 경우 해부학적 구조 상 직접적인 촉진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임상적으로 진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드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임상검사와 영상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다.
증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 및 턱관절 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외측익돌근에
이환된 비감염성 근염으로 최종 진단된 4개의 증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환
자들은 지속적인 구강 악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만성적인 턱 통증을 호소하였
다. 임상적 특징들은 비정복성 턱관절 관절원판 전방 변위를 가지는 환자들의
특성과 유사하였으나 환자의 병력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환자
들에게 하악의 측방 운동을 시켜 보았을 때 제한적인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제

초

록

한이 나타난 방향 및 하악 편위의 방향도 비정복성 턱관절 관절원판 환자가
가질 것으로 의심되는 방향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고 관절잡음의 병력도
임상적 증상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3명의 환자들은 전이부를 촉진했을 때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한 환자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여 연관통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감별진단을 위해 전산화단층촬영 및 턱
관절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검사가 시행되었고 영상학적 검사 중 특히 축상에
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결론: 구강악습관을 가지는 환자가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턱 통증을 호소하고,
하악 측방운동의 정도나 방향, 하악 편위 방향 등의 임상적 증상과 관절잡음
의 등의 병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통증 호소 부위를 촉진해도 통증이 나
타나지 않거나 이명 등의 기타 증상을 호소할 경우, 외측익돌근의 비감염성
근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축상이 포함된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제 어

근염, 외측익돌근, 영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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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al thesis

□ Master's thesis

■ Case report

□ Research report

□ Lecture

□ Other:

Jung-Hun Hong, Jong-Hoon Choi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Korea
Nasopharyngeal Cancer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 and Neurologic
Symptom: A Case Report
측두하악장애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비인두 암종의 증례
INTRODUCTION:

Nasopharyngeal

cancer

is

malignant

tumor

of

nasopharyngeal area that is characterized of lymphadenopathy, pain, otitis
media, hearing loss and cranial nerve palsy and may present symptoms
similar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 such as facial pain and trismus.

CASE REPORT: In

this

case,

the

patient

with

symptoms

similar

to

temporomandibular disorder after surgery for otitis media presented with
facial

paresthesia

and

masticatory

muscle

weakness.

Examinaion

of

trigemimal nerve was shown sensory and motor abnormaility. The patient
was referred to a neurologist. Nasopharyngeal cancer was suspected on
Abstract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was

confirmed by biopsy. If the patient presenting with paresthesia and muscle
weakness the cranial nerve examination should be performed regardless of
typical temporomandibular disorder symptom.

CONCLUSION: The neurologic symptom can be caused by neoplasm such
as brain tumor and nasopharyngeal cancer. Nasopharyngeal cancer on
rosenmuller fossa can develop otitis media. Therefore, the patient with
otitis media history should be consulted to otorhinolaryngologist to examin
the nasopharyngeal area.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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