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2018 종합학술대회

2018. 10. 26 (금) ~ 27 (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보수교육 인정 :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예정)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2점(예정) ]

1일차

10/26 (금)

연자소개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식

14:20 - 15:00

주제강연1. 노인구강보건정책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

한동헌 교수 (서울대 예방치학교실)

15:00 - 16:00

주제강연2. Research evidence and knowledge

Prof. Tatsuo Yamamoto
(Kanagawa Dental College)

translation for successful aging in Japan

16:00 - 16:20

휴식

16:20 - 17:40

토론 │ 우리나라 노인구강보건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정책제언

한동헌 교수

Prof. Tatsuo Yamamoto

서울대 예방치학교실

Kanagawa Dental College

지정토론1. 신준호 교수 (전남대 예방의학교실)
지정토론2. 정세환 교수 (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
지정토론3. 박정순 교수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17:40 - 18:00
18:00 - 19:00
19:00 - 21:00

2일차

휴식

09:30 - 10:30

■

초록 접수: 09/03(월) - 10/11(목)

■

등록 기간
사전등록: 09/03(월) - 10/17(수)
일반·현장등록: 10/18(목) - 10/25(목)

■

접수 및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www.kapdoh.or.kr)

■

등록 비용

포스터 세션 (경쟁부문 심사 포함)
만찬

10/27 (토)

09:00 - 09:30

참가등록 안내

프로그램

예방치과 전공의 증례 발표회
사전등록

학회 평생회원

10만원

학회 일반회원*

12만원

예방치과 전공의

8만원

군의관, 공보의,
타 전공의,
보건소 공직 치과의사

12만원

비회원

15만원

18만원

1. 불소이용 사업 측면

보건소 담당 공무원

8만원

15만원

2. 산업 구강보건 측면

학생**

1만원

-

교육세션: 연구방법론

김정선 교수 (전남대 간호학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질적연구의 이해와 활용

10:30 - 12:00

1. 지역구강보건연구회, 한국산업구강보건원 주관 공동 세미나

[ 주제 : 한국 공중구강보건의 위기와 대응 ]
강연

한국 공중구강보건의 위기

류재인 교수
(경희대 예방 및 사회치과학교실)

토론

3. 지역 구강보건 측면

[ 주제 :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과정에서 노인 구강건강의 이해 ]
■

EQ5D를 활용한 구강건강 utility 측정

신호성 교수
(원광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강연2.

잔존치아수와 지적인지능력의 연관성

조민정 박사
(경북대 예방치과학교실)

12:00 - 12:30

15만원

* 2018년도 학회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 관련면허 미취득 학생, 사전등록만 가능
저녁만찬, 토요일 점심식사, 경품추첨 제외

2. 예방치과연구회,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 주관 공동 세미나

강연1.

일반등록,
현장등록

구분

■

등록비 입금
농협은행 301-0148-9939-41
(예금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등록 문의
E-mail: kapdoh1961@gmail.com
Tel: 02-3474-5245(휴네스 이주선)

시상식 및 폐회식

주최 및 주관 │ 대한예방치과ㆍ구강보건학회

후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