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치위생학교육50년기념 제37회 종합학술대회 학술강연 일정
★ 4평점 신청자 - 2개 강연 선택 / 8평점 신청자 - 4개 강연 선택 가능

< 7/11(토) >
시간
장소

08:00- 09:0009:00 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2:3014:00

8평점등록자 간식제공

[09:00~11:00]
손해보지 않는 청구의 팁
(2015 변경사항)
- 이수정 치과위생사
(오스템임플란트)
[09:00~11:00]

오디토리움
(800명)

그랜드볼룸
(600명)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20:30 21:00

등 록

1, 3층 로비

D2홀
(1000명)

11:0012:30

CODA 치위생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및 치
과위생사의 효율적 활용
- JoAnn Gurenlian 회장
(세계치과위생사연맹)

[09:00~11:00]
이야기 치의학 - 경청과 공감 능력 향상
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박영국 교수(경희대학교치과대학)

개회식

중식
(앞서 종료된
강연장에서
식사)

[14:00~16:00]
치위생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숙향 교수(한서대학교)

[16:30~18:30]
효과적인 임플란트 유지 및 관리를 위
한 최신경향 이해
- 윤정호 교수
(전북대학교 치주과)

[14:00~16:00]
새로운 전기를 맞은 치과위생사의
나아갈방향
- 김종열 자문(대한치과위생사협회)

[16:30~18:30]
교정치료에서의 구강근기능요법
- 백철호 원장(새이치과)

[19:00~21:00]
임상예방치과진료의 최신경향
- 김백일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4:00~16:00]
한국 치위생학 교육 50년 역사의
재조명
-정원균 교수(연세대학교)

[16:30~18:30]
치과위생사 업무의 방향성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19:00~21:00]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 염건령 교수(한국범죄학연구소)

컨퍼런스룸A
(100명)

[09:00~11:00]
감염관리 인증평가 지표
-김선경 팀장(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진료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노희진교수(연세대학교)

컨퍼런스룸B
(100명)

[09:00~11:00]
가족형태변화에 따른 구강건강관심과
시니어의 역할
- 박명숙 교수(강동대학교)

[14:00~16:00]
치과위생사의 브랜드십
- 원복연 교수(대전보건대학교)

[16:30~18:30]
치과진료실에서 적용 가능한 금연치
료프로그램
-김미정 교수(전주비전대학교)

컨퍼런스룸C
(100명)

[09:00~11:00]
요양시설과 재가노인의 구강위생관리
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망
-김남희 교수(연세대학교)

[14:00~16:00]
치과위생사 의료윤리
-강명신 교수(강릉원주대학교)

[16:30~18:30]
남자치과위생사의 역할
-김태한 고문(남자회)

[14:00~16:00]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역량
- 남용옥 교수(원광보건대학교)

[16:30~18:30]
지역사회 치과위생사의
역할확대방안 모색
-장종화 교수(한서대학교)

[19:00~21:00]
수술없는 안티에이징 보톡스 필러,
리프팅의 이해
- 김민승, 이민기 원장
(아이니피부과)

[19:00~21:00]
미8군 치과병원 감염관리
-박동수 치과의사(미8군 치과)

[19:00~21:00]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임상해부학
-이재기 교수(남서울대학교)

[19:00~21:00]
구강위생용품에 관한 최신트렌드
- 맹유진 치과위생사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2015년 한국치위생학교육50년기념 제37회 종합학술대회 일정
< 7/12(일) >
시간
장소

08:0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13:30-15:0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등 록

1, 3층 로비

8평점등록자 간식제공

D2홀
(1000명)

[09:00~11:00]
무시할 수 없는 경영, 버릴 수 없는 전
문성 사이에서
임플란트를 통찰한다
-이성복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오디토리움
(800명)

[09:00~11:00]
일본노인구강보건과 정책
-Noriko Kanazawa 회장
(일본치과위생사협회)

그랜드볼룸
(600명)

[09:00~11:00]
치과의 미래 : 디지털혁명
기조강연
- 박현식 원장(하임치과)

컨퍼런스룸A
(100명)

[09:00~11:00]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산책
(입사에서 퇴사까지)
-박종천 노무사
(청담노동법률사무소)

컨퍼런스룸B
(100명)

[09:00~11:00]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법 :
스트레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 심유미아 대표(DaysNanal)

[11:30~13:30]
치과의미래-디지털혁명(live강의)
CAD/CAM
-박현식 원장(하임치과)

[15:00~17:00]
의료분쟁과 대처방법
- 이강운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17:30~19:30]
소비 트렌드로 보는
치과업계의 마케팅 방향
- 이은영 대표
(인재마케팅연구소)

컨퍼런스룸C
(100명)

[09:00~11:00]
CDHC를 통한 한국치과위생사 전문
성의 페러다임 전환
-문상은 교수(광주여자대학교)

[11:30~13:30]
치과의미래-디지털혁명(live강의)
Oral Scan- 남궁유나 치과위생사
디자인-정민수 치과기공사

[15:00~17:00]
골다공증 치료약물에 의한
턱뼈괴사
-황수정 교수(건양대학교)

[17:30~19:30]
임상예방치과진료의 최신경향
- 김백일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오디토리움
미팅룸(30명)

[11:30~13:30]
틀니, 임플란트의 보험청구
-김진옥 강사(스마트덴탈)
치과건강보험 최신동향
- 신인순 실장(한빛치과)
[11:30~13:30]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턱관절병 관리
-최종훈 교수
(연세대학교치과대학)

[15:00~17:00]
성공적인 보존치료의 이해
-이승준 원장(서울하이안치과)

[17:30~19:30]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와 소통
-주혜주 교수(경인여자대학교)

[15:00~17:00]
전신질환과 구강건강
- 고홍섭 교수
(서울대학교치과대학)

[17:30~19:30]
성공 리더를 위한 이미지 UP!
-강진주 소장
(퍼스널이미지연구소)

[15:00~17:00]
치과위생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
강하라
-명훈 교수
(서울대학교치과대학)

[17:30~19:30]
소아환자의 행동조절과 진정치료
-전새로미 원장
(청담어린이치과병원)

중식
[11:30~13:30]
[15:00~17:00]
치과 경영실장이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앞서 종료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강연장에서
회계
예방교육
식사)
-백길현 세무사(텍스홈앤아웃)
- 염건령 교수(한국범죄학연구소)

[17:30~19:30]
치과위생사가 알아야할 응급처치
A to Z
-김희석 강사(한국EFR)

[11:30~13:30]
성인 환자의 심미적 교정치료 - 치료
의 이해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 임중기 원장(연치과)

[11:30~13:30]
치주처치 실습(Hands-on/EMS)
- 박정현 원장(보아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