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SAT) ROOM1_#401(호) 4/27(SAT) ROOM2_#402(호) ROOM4_#300( ) 복도
전공심화교육(별도접수) 진정법 기본과정(별도접수)

등록은 
12시부터

포스터 및 
부스공간

08:30-09:20 전치부 수복치료의 최근경향
서울대 현홍근교수

08:00~08:30 등록 

08:30~08:40 진정법연수원 소개
부산대 정태성교수

09:20-10:10 소아청소년을 위한 진정법의 최근경향
단국대 김종빈교수

08:40~09:00 어린이의 행동평가
경희대 최성철교수

09:00~09:20 호흡생리
단국대 지성인교수

09:20~09:40 기도관리
서울대 신터전교수 

break time break time

10:20-11:10 심리적 행동유도의 최신경향
부산대 정태성교수

10:00~10:20 환자평가
cdc어린이치과 정우진원장

10:20~10:40 진정시 사용 약물
연세대 강정민교수

11:10-12:00 유치 치수치료의 최근개념
원광대 라지영교수

10:40~11:00 국소마취
연세대 송제선교수

break time
11:10~11:30 모니터링

서울대 송지수교수

11:30~11:50 합병증과 응급상황 시 처치 
서울대 신터전교수

12:00-13:00 등 록
등록데스크

및
60주년기념 전시 공간

13:00-14:00 구연발표1(좌장–이난영교수/김영재교수) 구연발표2(좌장-정태성교수/김현정교수)14:00-15:00

15:00-17:00
소아치과60주년 특강 (과거, 현재, 미래) (Sponsored by SHOFU company) (좌장-김재곤회장) Reciproc NI-TI hands-on course (Pre-registration only)
1. Prof. Shigenari Kimoto (President of the Japanese Society of Pediatric Dentistry)
2. Prof. Man Qin (President of the Chinese Society of Pediatric Dentistry) 
3. Prof. Sang-Ho Lee (Honorary President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유치 근관치료에 Niti file 사용하기
서울대 이우철교수

17:00-18:00 정기총회 및 사진촬영(401호)

18:30-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만찬(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_오키드 룸)

2019 대한소아치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4/28(SUN) ROOM1_#401(호) 4/28(SUN) ROOM2_#402(호) 4/28(SUN) ROOM3_#403(호) ROOM4_#300( ) 복도
소아 청소년기 2급 부정교합치료에 대한 논란/좌장:박기태교수 소아치과에서 치수치료 잘하기/좌장:최형준교수 기초과학 심포지엄/좌장:김정욱교수

등록데스크
및

60주년기념 전시 공간

08:00
~10:00 포스터발표

09:00-09:45 소아치과 개원의의 현실적인 교정이야기:우리는 왜 소아교정을 주저하는가? 
용인쥬니어치과 문상진 원장

근관의 세척과 형성 

09:00-09:30 치수절제술시 고려해야 할 유구치의 치근과 근관 
이대목동 마연주교수

09:45-10:15 적절한 치료시기의 한국적 접근
서울삼성병원 박기태교수

09:30-10:10 근관 형성에 사용되는 핸드 /나이타이파일 시스템과 다양한 세척방법
연세자연치과 곽영준원장 09:30~10:00 High-frequency ultrasound imaging을 이용한 초기 치아우식증의 횡단면적 진단방법 연구

서울대 현홍근교수치수치료 재료

10:15-10:55 기능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이해 
경희대 최성철교수 10:20-11:00 치수(근관)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시멘트 및 약제

전북대 민경산교수 10:00~10:30 출생에서 유치열 완성까지 신생아 구강미생물총의 변화와 확립; 종적 연구 
경희대 이효설교수

포스터 및 부스공간

10:55-11:25 헤드기어의 이해와 활용 
서울믿음치과 강믿음원장 11:00-11:30 소아치과에서 사용되는 치수치료재료의 현황과 근거

연세대 송제선교수 10:30~11:00 '5% 불화나트륨을 함유한 접착필름의 세포독성과 항균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 지명관교수

11:25-12:00 추가설명 및 질의 응답 
서울삼성병원 박기태교수 11:30-12:00 패널토의 11:00-11:30 통증이 없는 마취가 정말 고통스럽지 않은가? 

단국대 김종빈교수

12:30-13:30
런천세미나

SHOFU_Luncheon Seminar Cention N_ Luncheon Seminar 
11:40-14:30

Reciproc NI-TI hands-on (Pre-registration only)
Luncheon Seminar by SHOFU Inc.　 
Functional materials for caries prevention and restoration
- scientific and clinical rationale -

Prof. Satoshi Fukumoto, Tohoku University  

The Bioactive Powder-Liquid filling material The New Basic Filling Restorative 
                                                Dr. Philipp Schneider, Univ. of Zurich

Niti file을 사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관치료
                                                      경희대 장석우교수

심미수복(보철)/좌장:김성오교수 SHOFU symposium (Chairperson:Prof. Satoshi Fukumoto, Tohoku University) 14:40-16:00 MIH 심포지엄/좌장:양연미교수

14:00-15:00 소아청소년의 심미수복
미치과 신주섭원장 Cutting-edge technology indispensable to pediatric dentistry in Japan 

1. Inhibitory effect of S-PRG filler against dental caries and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products 
containing S-PRG filler

Prof. Kazuhiko Nakano, Osaka University

2. Oral management of children with oral dysfunction related to Incompetent Lip Seal
Dr. Issei Saitoh, Niigata University 

Causes, Diagnosis, and Treatment of MIH
1. Prevalence rates and treatment of Molar Incisor Hypomineralization
                                        Prof. Masato Saitoh, Health Sciences University of Hokkaido

2.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olar incisor hypomineralization in Korea children 
                                                                             전북대 양연미교수

소아치과관련법규/좌장:김성오교수

15:00-16:00 치과의료와 법적분쟁
양승욱 법률사무소 양승욱변호사

보험청구/좌장:최성철교수 적정진료/좌장:이제호교수 개원준비, 개원의 병원경영/좌장:이주석부회장
16:00-17:00 최신 치과건강보험 핵심정리

본치과 강호덕원장
환자안전 및 질향상
연세대 이강영교수

개원준비, 개원의 병원경영
연세웰키즈치과 한윤범원장

17:00-17:30
폐회식
- 신인학술상 및 논문발표
- 우수발표상 및 우수논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