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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 02-2228-3020

측두하악장애 및 수면장애 미니 레지던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제1강의실 / 02-740-8603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KIMS 교정연구회 - 서울 광명데이콤 세미나실 12층 / 010-8944-7737

2018 CE Course Facial asymmetry, midline deviation and TMJ
●씨원덴탈, 서울헬스포럼
-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프라자 3층 삼경교육센터 / 010-9457-8768

The EDGE line 교정연수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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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년치의학회 전북지부 - 전북치대 양이재 양이홀 / 063-250-2118

춘계학술집담회
●지씨코리아 - 지씨코리아 본사 / 010-9378-1254

●신원덴탈, 이보클라비바덴트 - 신원덴탈 1층 Green Room / 010-7377-3554

치아우식 활성 예방 전문 프로그램
●공직치과의사회 -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 / 02-742-7551

2018 학술집담회 - 치과계의 블루오션
●대한심미치과학회 대구경북지부
- 경북대 치전원 복지후생동 3층 세미나실 / 053-753-0153

Composite Resin Hands-On Course
●한국쓰리엠 -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 / 02-3771-4128

개원치과에서 자주하는 건강보험진료 - 알고하면 기쁨이 두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전충청지부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9층 상지홀 / 010-2490-5935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치과 임플란트 학술집담회

이승규 원장과 함께하는 실천 보철 세미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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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 서울·부산 세미나실, 대구테크노파크, 천안아산역2층키로실 / 051-745-7810

Basic Course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 천안 가온치과병원 세미나실 / 063-275-2275

춘계학술대회 - 레이저와 디지털, 보험과의 조화
●BDPG - 서울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8년(22기) Won's Basic Course
●가이스트리히코리아 - 서울, 전주 / 02-2138-6238

치조제 보존술 완타치 & 까다로운 골 결손부를 위한 GBR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2층 세미나실 / 042-366-1156

근거있는 골이식재 및 성장인자의 선택과 사용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5회 임상교정세미나(실전Basic+ Course)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이수역 휴비트 홀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TTM 임상연수회 Advanced Course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19기 정규과정 ELIT course
●쿠보텍 - 창원컨벤션센터 602호 / 010-7761-8811

Advanced Periodontal/Prosthetic/
Implant Therapy in Compromised Patients
●동아대병원 치과학교실 - 원치과기공 본사 / 010-2094-9756

2018 제4회 임플란트 연수회 From A BASIC to the LONG
-TEAM management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오스템 연수센터 / 070-4394-9978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1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덴티움 - 삼성동 덴티움 세미나실 / 070-7098-6349

2018 GBR&Sinus Intensive Course

●대한치과보철학회 -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 / 02-569-1604

제79회 학술대회 - 변화의 시대, 보철치료의 원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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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덴탈 - 광주치과의사회관 강의실 2F / 010-8768-5918

Aline tube를 이용한 bracket 없는 교정술식
●팀세미나 - 강남 토즈 / 070-8861-9301

전반적인 환자관리를 배울 수 있는 관리자-매니저 코스
●BDPG - 서울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8년(22기) Won's Basic Course
●대한치과보철학회 -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 / 02-569-1604

제79회 학술대회 - 변화의 시대, 보철치료의 원칙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19기 정규과정 ELIT course
●성인치과교정연구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마리아홀 / 02-442-3735

2018 성인교정 심포지엄 수/면/교/정
●쿠보텍 - 창원컨벤션센터 602호 / 010-7761-8811

Advanced Periodontal/Prosthetic/
Implant Therapy in Compromised Patients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오스템 연수센터 / 070-4394-9978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
●덴티움 - 삼성동 덴티움 세미나실 / 070-7098-6349

2018 GBR&Sinus Intensive Course

●ROTH 교정의사회 - 서울대 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 / 031-233-0220

2018 ROTH ORTHODONTIC SOCIETY SYMPOSIUM Occlusion
& Orthodontics
●덴티스, GDIA - 서울대치과병원 8층 / 02-919-8312

2018 GBR&SINUS FORUM
●신흥 - 강남 보아치과 / 080-819-2261

Swiss Dental Academy Course
- 예방치과 Total Solution (치과위생사세션)
●소강덴탈아카데미 - 광주 치과의사회관 강의실(2F) / 010-8768-5918

Aline tube를 이용한 bracket 없는 교정술식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서울성모병원 대강당 마리아홀 / 02-442-3735

2018 성인교정 심포지엄 - 수면교정
●옐로우메디 - 덴탈빈 / 070-4288-1170

우리 치과의 무기 예방진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1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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