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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전국 치과대학 치과보존학 교실

제

목 : 2016년도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제145회) 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는 2016년 5월 20일(금) - 21일(토) 양일간 부산 한화리조

트 해운대 티볼리에서 춘계학술대회(제145회) 및 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을 개최하
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및 협조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치과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붙임1) 2016년도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제145회) 일정
별첨1)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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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제145회) 일정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는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제145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인정의 필수보수교
육을 겸하고 있는 본 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들의 치과보존학 관련 최신 임상시술법에 대한 다양한 증례
발표와 더불어 저명한 연자들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원 및 치과의사 선생님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Ÿ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 21일(토)

Ÿ

장

소

：

부산 한화리조트

Ÿ

일

정

해운대 티볼리

5월 20일 금요일
12:30 - 13:00 학회 등록
13:00 - 14:30 증례 발표Ⅰ (O1-O18)
14:30 - 14:50 Coffee Break
14:50 - 16:20 증례 발표Ⅱ (O19-O36)
16:20 - 16:40 Coffee Break
16:40 - 18:00 증례 발표Ⅲ (O37-O52)

5월 21일 토요일
08:30 - 09:00 학회 등록
09:00 - 10:30 증례 발표Ⅳ (O53-O69)
10:30 - 10:50 Coffee Break
10:50 - 12:00 증례 발표V (O70-O76)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미소심미를 위한 3차원적 미세 치아이동 ── 이기준 교수(연세대)
14:00
14:20
15:20
15:40

-

14:20
15:20
15:40
16:20

Coffee Break
미세 치근단 수술의 결과에 대한 논쟁 ── 김의성 교수(연세대)
Coffee Break
필수보수교육Ⅰ

쉽게 하는 구치부 심미수복(Using CEREC３D) ── 류길주 원장(굿윌치과병원)
16:20 - 17:00 필수보수교육Ⅱ
17:00 Ÿ

근관치료와 관련된 응급처치 ── 양성은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시상 및 폐회식

보수교육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
대한치과보존학회 인정의 일반보수교육점수 4점
대한치과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점수 3점

l

등록비
학술대회 등록비

일반

공보의, 군진, 전공의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6만원

8만원

4만원

5만원

현장등록

8만원

10만원

5만원

6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7-063332 대한치과보존학회

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등록비
입금계좌

사전등록 4만원

현장등록 5만원

신한은행 100-027-063332 대한치과보존학회
2점

Ÿ

[학술대회] 등록 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인정.

Ÿ

[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 등록을 필히 요망.

Ÿ

[학술대회]와 [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등록 계좌가 동일하며, 해당 시 합산하여 입금.

Ÿ

학회 회원 중 전공의는 [보존학회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의무참석 및 등록비 면제.

Ÿ

계좌입금 시 반드시 면허번호 및 등록자 성명 명시 요망. - 예, 12345홍길동

Ÿ

단체 등록 시 kacd@kacd.or.kr로 단체 등록 서식을 요청하여 작성 후 제출.

Ÿ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는 학술대회

Ÿ

5월 13일 이후에는 학술대회 등록비 환불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Ÿ

사전등록 마감: 2016년 4월 29일(금)

2시간

이상 참석 시 인정.

문의 : 학회 사무실 전화, 02-763-3818; E-mail, kacd@kacd.or.kr
문의 : 학술이사 박정원 pjw@yuhs.ac; 총무이사 김진우 mendo7@gwnu.ac.kr
문의 : Homepage: www.kacd.or.kr
주관 : 대한치과보존학회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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