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istration

Oral & Poster Presentation

Fellowship

·신청 마감일 : 2013년 4월 6일 

·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파일이름을 작성자명으로 
   저장하신 뒤 사무국 E-mail(waups@pcor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Oral & Poster Presentation은 폐회식에서 시상 할 예정입니다.

부스 크기: 3m(W) * 3m(H) (장소만 제공합니다) (부가세별도)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주      소 : 경북 경주시 신평동 477-2
전화번호 : 054-748-2233
홈페이지 : http://www.hyundaihotel.com

·먼저 WAUPS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WAUPS Clinical Case
   Form에 15개의 케이스를 올려야 하고, 그 중 최소 5개 이상의 
   초음파 시술 케이스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Fellowship 신청비 : USD 300

구분 제공내역 금액

Gold
전시 부스 공간 6부스 제공(3*3m) 
(부스공간 우선 선점 가능) 프로그램 북 2페이지 전면 광고
행사 환경 장식물, 안내 자료, E-뉴스레터에 로고 삽입

30,000,000원

Silver
전시 부스 공간 4부스 제공(3*3m) 
(부스공간 우선 선점 가능) 프로그램 북 1페이지 전면 광고
행사 환경 장식물, 안내 자료, E-뉴스레터에 로고 삽입

20,000,000원

Bronze
전시 부스 공간 2부스 제공(3*3m) 
프로그램 북 1페이지 전면 광고
행사 환경 장식물, 안내 자료, E-뉴스레터에 로고 삽입

10,000,000원

Normal 전시 부스 공간 부스 제공(3*3m), 최대 2부스 신청 가능 4,000,000원

WAUPS  
사 무 국

대구시 북구 복현동 573-3번지 테크노빌딩 321호 
Tel. 053-955-2678          Fax. 053-955-2679
E-mail. waups@pcored.com

전시안내

WAUPS 회원 가입 안내

Convention Venue

초음파 수술기와
자가성장인자를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
- 현재와 미래

세계초음파악안면수술학회(WAUPS) ,                              ,

경북치과의사회

후원

주최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보수교육점수 인정 (2점)

WAUPS 회원이 되시려면 학회 웹사이트(www.waups.org)에서 회원가입 후 
2013년 연회비 5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지불방법 : 카드(홈페이지 결제가능) 
                  현금(기업은행: 437-031005-01-011, 예금주: 세계초음파악안면수술학회)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웹사이트 상에서 관련 영상 및 사진을 열람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장 회원가입 가능)

구분 치과의사 전공의 학생/치과의사

사전등록
(4월 13일)

25만원 20만원 15만원

현장등록 30만원 25만원 20만원

·문의처
     Tel. 053-955-2678      Fax. 053-955-2679  
     E-mail. waups@pcored.com

·보수교육안내 -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인정(2점)   

·환영만찬 및 중식포함

·입금계좌 : 기업은행 437-026457-01-047(예금주: (주)레드컴)
 ※ 본인이름으로 송금을 하신 뒤, 입금내역을 아래 문의처인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Message Speakers
(in alphabetical order)    

염문섭 원장
서울탑치과

최병호 교수
연세대

손동석 교수
대구가톨릭대

김현민 교수
가천대

박효상 교수
경북대

김정란 원장
크림치과

Dr. Jin Y. Kim 
Board-Member, Orange 
County Dental Society, 
Diamond Bar Practice

Dr. Kenneth Lee
Vice President of IAO, 
Principal of Today's 
Dental

권긍록 교수
경희대

Dr. Kunihiko Teranishi
Teranishi Dental 
Office(Institute of 
Clinical Dentistry 
TERRA)

Dr. Lanka Mahesh
Head Department of 
Dental Surgery Modi 
Hospital

Dr. Manabu Iinuma
Kitaotsuka Dental 
Office

Dr. Seiichiro Kinjo
Tomari Hills Dental 
Office

Dr. Samer Srouji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 Carmel 
Medical Center
Technion- Faculty of 
Medicine Haifa, Israel

Dr. Tarun Kumar
Associate Dean 
Academics, Bapuji 
Dental College & 
Hospital

허영구원장
보스톤치과

Program

4. 20(토)

11:10 ~ 13:20 Registration

13:20 ~ 14:10 SessionⅠ(Fellow) 10 Minutes for 5 Persons

14:10~14:20 Opening Ceremony

14:20 ~ 15:50

손동석 Minimally Invasive Flapless Sinus 
Augmentation without Bone Graft.

김현민 Osteotomy with Piezo. Bone Surgery 
for dental implant

최병호 Flapless Implant Surgery in Deficient 
Alveolar Ridge

15:50~16:10 Coffee Break (20"), 경품추첨

16:10 ~ 17:40

박효상 Paradigm shift from Orthodontic 
Microimplants

Kunihiko Teranishi Clinical application of piezo. 
surgery and autologous CGF

Manabu Iinuma Functional recovery for the severe
bone-absorbed case by implant.

17:40 ~ 18:30 Coffee Break (50")

18:30 ~ 20:00 Welcame Party (만찬, 경품추첨, Fellow 수여식 등)

4. 21(일)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11:00

염문섭 Revised Piezo. Surgery from the view 
point of Orthodontists

Lanka Mahesh Piezo. Surgery - in Implant Practice

김정란 Immediate Placement Now and Next 

11:00 ~11:15 Coffee Break (15")

11:15 ~ 12:15
Seiichiro Kinjo Minimally Invasive Alveolar Ridge 

Augmentation in the Esthetic Zone

Samer Srouji The mystery of the sinus lifting, 
biological and clinical Aspects.

12:15 ~ 13:05 Lunch (50"), 경품추첨

13:05 ~ 14:35

허영구 A New Horizon of Solving & Preventing 
Various Implant Complications

Jin Y. Kim Clinical Applications of Ultrasonic Piezo. 
Bone Surgery in Contemporary Periodontics

Tarun Kumar Innovative 3D Ridge augmentation 
in Implantology

14:35~14:50 Coffee Break (15")

14:50 ~15:50
권긍록 Computer-aided design in prosthetic 

implant dentistry.

Kenneth Lee Management: How to integrate new 
technology and techniques into your practice.

15:50~16:10 Closing Ceremony (시상식, 경품추첨 등)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권오흥입니다.
저명한 치과의사 여러분들이 모여 임플란트 
학문 정보를 교류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학문은 치과 치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필수적이고, 선택적인 치료가 되었으며 여러 치과 
분야의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르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수술기와 자가성장인자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안전
하고 예지성 있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열리는 학술 모임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 
유명 연자를 초청하여 귀한 자료를 나누며 여러분과 다양한 임상 
경험과 학술 정보를 공유하는 매우 유용한 배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세계초음파악안면학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치과학 교실 손동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치과 의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 벚꽃 가득한 경주에서 뵙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흥
경북치과의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