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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금금 계계좌좌 :: 신협 131-015745-996 예금주 : 대한심미치과학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4점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

- 포스터 초록 마감 : 10월 17일(금)
- 포스터 규격 : 가로90㎝ X 세로150㎝
- 포스터 참가자에게 소정의 제작비와 감사장 증정
- 우수 포스터 시상 및 상금수여
- 문의 전화 : 0022--446655--00116677
- 이메일 : kkaaeedd8877@@hhaannmmaaiill..nneett

대한심미치과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다 높은 경지에 오르겠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Excellence in Esthetics”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하 습니다.
국내외에서 엄선된 다양한 분야의 연자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강의는 여러분들의 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심미치과 분야에 관심 있으신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14 대한심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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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 원
치과의사 60,000 원 80,000 원

치과위생사 + 치과기공사·공중보건·수련의 30,000 원 40,000 원

비회원
치과의사 80,000 원 100,000 원

치과위생사 + 치과기공사·공중보건·수련의 40,000 원 50,000 원

학 생 10,000 원 20,000 원

등등록록안안내내 [사전등록 1100월 3311일까지]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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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Composite & Adhesive dentistry Session 5 - for Dental hygienist 1

09:00~09:45
조조상상호호 원원장장 (미르치과)
-Practical technique for an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김김원원호호 교교수수 (여주대학교)
-발성에 의한 호감형 Voice Training

09:45~10:30
김김덕덕수수 교교수수 (경희대) 
-심미수복을 위한 fiber post의 올바른 사용법

박박지지연연 대대표표 (덴탈리더스아카데미)
-보이는 것이 품질인 상시대
-심미진료의 성향별 동기부여 가치 전달 상담법

10:30~11:00 Coffee break
Session 2 - Hard tissue management Session 6 - for Dental hygienist 2

11:00~11:45
DDaavviidd KK.. CChhaann (미국)
-The Essential Elements of Predictable Excellence in Single Tooth
Implant Esthetics

오오보보경경 교교수수 (대한치과보험학회)
-심미치료와 건강보험

11:45~12:30
정정문문환환 원원장장 (달라스치과)
-Tissue Engineering을 통한 학제간의 심미적 접근

김김재재훈훈 원원장장 (연치과)
-더 착한 앞니 교정 ; 티끌교정

12:30~13:40 중식, 포스터 발표, 정기총회
Session 3 - Soft tissue management Session 7 - New digital dental technology

13:40~14:25
DDaanniieellee CCaarrddaarrooppoollii (이탈리아)
-The management of soft tissue esthetics in post-extraction sites.

김김종종원원 소소장장 (더스타일코리아치과기공소), 김김만만용용교교수수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치과)
-Solution of aesthetic bridge in lateral screw type implant prosthetic

14:25~15:10
김김창창환환 소소장장 (김창환기예원), 신신준준혁혁 원원장장 (문중치과)
-Waiting for digital art : evolution of monolithic zirconia

15:10~15:40 Coffee break
Session 4 - Implant esthetics Session 8 - Conventional analogue dental technology

15:40~16:25
이이동동현현 원원장장 (이동현치과)
-Clinical considerations of implant therapy in ant. maxilla

양양한한원원 소소장장 (원치과기공소), 김김광광효효 원원장장 (대구LA치과)
-Achieving ultimate esthetics through the digital-analogue combined technique.

16:25~17:10
이이정정삼삼 원원장장 (웃는하루치과)
-Passion & Esthetic in Implant Dentistry

김김덕덕중중 치치기기공공사사 (NL기공소), 정정찬찬권권 원원장장 (에이블치과)
-Temporary vs Provisional

17:10~17:30 포스터 시상, 경품 추첨,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