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대한소아치과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장소:COEX 4층 Conference Room)

일  시 제1강연장 (401호) 제2강연장 (403호) 전시장
(402호)

4/23

(일)

09:00

심포지움 

소아청소년 교정치료 : 담론을 통해 길을 찾다
   

1. 모두발언(좌장)
2. "내가 했던 조기교정치료" 과연 필요했을까? 
- 김앤김치과의원 김은숙 원장 (30분)
3. "Myofunctional therapy"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 CDC 이재천 원장 (30분)
4. 소아청소년의 교정치료 – 왜 수면문제가
   고려되어야 할까?
- 전북대 양연미 교수 (30분)
5. 개원가의 소아치과의사 그리고 교정 I 
-  더라인치과 김석곤 원장 (15분)
6. 개원가의 소아치과의사 그리고 교정 II 
- 키즈파파치과 염순준 원장(15분)
7. 얼굴에 대한 평가 : 진단의 출발이 되다
- 성대의대 박기태 교수(25분)
8. 질의 응답 30분

진정법 하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워크샵 

(08:30-12:00)

별도의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3월 1일 학회홈페이지 학술대회게시판

 공지 예정) 

기자재
전시

12:00 Lunch

13:00

1. Global perspectives of Pediatric Dentistry

The residency Road Previously Less Travelled
- Sarah Ahn (St. Barnabas Hospital, USA)

2. Global perspectives of Pediatric Dentistry

Oral health during pregnancy: policy to 
program implementation

- Hyewon Lee (Johns Hopkins Univ. USA)

일  시 제1강연장 (401호) 제2강연장 (403호) 전시장  
(402호)

4/22

(토)

09:00

12:30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401호)

(별도등록 / 인정의 공문 및 게시판 참조 -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

기자재
전시

12:00 등 록 

13:00 구연발표 I 구연발표 II 

15:00 포스터 발표 /  부스 관람 (402호)

16:00

특강 1
Molecular mechanism of dental epithelium

differentiation and enamel  formation
- Prof Satoshi Fukumoto 

(Tohoku University치과대학 교수)

소아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어린이의 심리
(40분 강연, 10분 질의 응답)

- 단국대 유승훈 교수

17:00
스웨덴의 소아치과 임상과 연구동향

(40분 강연, 10분 질의 응답)
- 부산대 정태성 교수 

재생치료 관점에서 본 소아청소년 치아줄기세포
(40분 강연, 10분 질의 응답)

- 연세대 송제선 교수

18:00  신인학술상 및 논문 발표

18:20 정기총회 및 시상



14:00
특강 2

소아치과에서 꼭 알아야할 보험청구 
- 신구대학교 오보경 교수

 특강 3
소아치과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영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견들
- 서울대 허경회 교수

15:00

임상연제 1 (40분 강연, 10분 질의 응답)

1. Bracket free orthodontics 
- 연세 G치과 김태경 원장

2. FC논란에 대한 해답: indirect pulp capping 
- 분당어린이치과 윤연희 원장

임상연제 2 (40분 강연, 10분 질의 응답)

1. 혀가 이상해요; 소아치과의사가 알아두면
  좋은 혀 치료

 - 서울아산병원 이현헌 교수
2. 새로운 형태의 치아기형 ㅡ Molar-Incisor

   Malformation(MIM)
- 경희대 이효설 교수

17:00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