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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대소치 2016-12
발신날짜 : 2016. 02. 15.
수

신 :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57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 안내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제57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됨
을 알려 드립니다.
3. 학술대회 등록 후 참석을 하지 않은 회원은 보수교육점수가 인정되지 않
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대한소아치과학회
▣ 주 관 :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 후 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일 시 : 2016년 4월 23~24일 (토~일)
▣ 장 소 : COEX 4층 Conference Room (south)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 4점
▣ 초록제출 안내
❋ 제출처: 학회 홈페이지(www.kapd.org) 학술대회 게시판 참조 (영어발표시 가산점)
❋ 제출기간: 2016년 2월 1일(월)~ 29일(월)
▣ 대학별로 단체 입금 시 신청자 명단을 FAX 또는 e-mail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차권(종일권) : 24,000원 판매
▣ 기타 문의처는 학회홈페이지 또는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kapd59@kapd.org / tel: 070-4145-8875/ fax: 02-745-8875
붙임 : 1. 대한소아치과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1부.
2. 대한소아치과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등록안내 1부. 끝.

대한소아치과학회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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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대한소아치과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일 시
09:00
12:30

제1강연장 (401호)

제2강연장 (403호)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401호)
(인정의 공문 참조/ 별도 등록-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

12:00

등

록

13:00

구연발표 I

구연발표 II

15:00

포스터 발표 / 부스 관람 (402호)

Miniclinic

4/23

기자재
전시

* 심포지움 *

(토)

전시장
(402호)

소아치과 진정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6:00

1. 진정법 빅데이터 분석 및 응급처치 동영상소개 - 서울대 신터전 교수
2. 소아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진정위] 활동보고- 전북대 양연미 교수
3. 소아진정법: 과거, 현재와 미래 - 아동치과 이기섭 원장

17:40

신인학술상 및 논문 발표

18:00

정기총회 및 시상

일 시

제1강연장 (401호)

제2강연장 (403호)

전시장
(402호)

지르코니아관을 이용한 소아치과 심미수복
Conference Room B (403호)

1. 유치용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최신경향
09:30

08:00~12:00

- CDC해운대어린이치과 김성기 원장
2. Uncommon Situations with Zirconia

BLS(Basic Life Support) Course

Crowns – My Clinical Experience

(별도의 사전등록 필요합니다)

- Dr. Jorge Francisco Casian Adem
(Jorge Casián Adem Odontología Pediátrica )

중식 / 포스터 및 부스 관람 (402호)
12:00
4/24

* 런천 코스: Nu Smile크라운 라이브 데모 (403호)
- CDC해운대어린이치과 김성기 원장
(별도의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일)

기자재
전시

특강
13:30

Strategies to address fluoride hesitancy in the community and dental practice
- Donald Leslie Chi (University of Washington)
* 임상연제: (각 30분씩) *
1. sedation의 임상적 모니터링과 그 대처법 - 서울어린이치과의원 박윤정 원장

14:30

2. MFT 교정 증례와 임상적용방법 – 보가치과 오경선 원장
3. 외상으로 변색된 유치의 과학적 진단과 처치 -

서울대 현홍근 교수

4. 소아치과에서의 PALS – 단국대 김종빈 교수
5. 불소바니쉬로 유전치 우식 힐링 시키기- 미래아동치과 권 훈 원장
17:00

폐 회

붙임 : 2. 대한소아치과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등록안내

1. 사전등록: 2016년 2월 15일(월) ~ 3월 31일(목)
개원의, 교수

10 만원

전공의, 공보의/군의관, 전임의

5 만원

치과 staff (위생사, 기공사)

3 만원

사전등록 기간 이후 또는
현장등록시 2만원 추가

❋ 신용카드 결제: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개인정보관리-결제하기-학회참가비
à 카드결제는 사전등록 기간에만 해당 (비회원은 계좌이체)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4-462372 (예금주: 대한소아치과학회)
à 입금 시 반드시 면허번호와 성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치과의사는 2만원을 추가로 받으며 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2. BLS코스 등록안내
❋ 사전등록: 2016년 2월 22일(월) ~ 선착순(24명) 마감될때까지
❋ BLS코스 등록비
개원의,교수

20만원

공의,군의,공보의,전임의

15만원

치위생사,스텝

15만원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589138 (예금주: 대한소아치과학회 진정법위원회)
à 입금 시 반드시 면허번호와 성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학술대회게시판- “BLS코스 등록 안내”
게시글 참조
3. 런천코스 등록안내
❋ 사전등록: 2016년 2월 22일(월) ~ 선착순(50명) 마감될때까지
à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실 분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런천코스 등록비: 무료, 점심 제공
❋ 신청방법: 대한소아치과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학술대회게시판- “런천코스 등록 안내”
게시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