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Improving Management through Science 일 시: 2017년 3월 18일(토) 8:30~18:00
장 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
8:30 ~ 9:00 등록

<Session 1> 학위논문 발표 – 좌장: 안형준 교수(연세대학교 치과대학)
9:00 ~ 9:10 Relationship between intermittent locking and self-reported bruxism in
temporomandibular joint - 이명옥(경희대학교)
9:10 ~ 9:20 Expression of endoplasmic reticulum stress-related molecule in oral lichen
planus - 심영주(연세대학교)
9:20 ~ 9:30 Anatomical study of the venous structure for dermal filler injection to
release cervical wrinkles - 류성용(연세대학교)
9:30 ~ 9:40 Inflammatory cytokine level in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and
treatment outcome of oral appliance therapy - 오재탁(서울대학교)
9:40 ~ 10:00 Coffee Break

<Session 2> 구강내과의 젊은 과학도 - 좌장: 정진우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
원)
10:00 ~ 10:45 The usefulness of diagnostic imaging for the assessment of orofacial
pain and TMDs - 이연희 임상교수(경희대학교 치과병원)
10:45 ~ 11:30 Analgesic effect of botulinum toxin - 김영건

전임의(연세대학교 치과병

원)
11:30 ~ 12:15 Pain catastrophizing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orofacial pain - 김혜경
교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12:15 ~ 13:00 얼굴과 머리뼈를 이용한 신원확인 - 이원준 법의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13:00 ~ 14:20 점심식사 및 학회 이사회
14:20 ~ 14:30 회장 인사 - 서봉직 회장(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Session 3> 구강 연조직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좌장: 이유미 교수(원광대학
교 치과대학)
14:30 ~ 15:30 림프계와 구강점막질환 - 정재광 교수(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5:30 ~ 16:30 Pathogenic mechanism associated with oral diseases: 임상관점에서 본
기초연구 - 김은철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대학)
16:30 ~ 16:50 Coffee Break/Free Time
16:50 ~ 17:50 구강점막 면역매개 질환의 이해 - 변진석 교수(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
원)
17:50 ~ 폐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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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하
여 사전등록을 한 후, 아래의 지정된 계좌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
다.
본 학회의 회원은 반드시 로그인 상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회원
의 사전등록 비용으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계좌: 신협(신용협동조합) 131-018-391905 박계라(학회 재무이사)

보수교육 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 및 턱관절구강내과인정의 일반보수교육 점수 5점
이 인정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은 Session 3을 들어야만 인정됩니다.

주 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주차장
안내 및 문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임현대 (063) 859-2917,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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