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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 yude@yuhs.ac

치과의료기기의 이해(3/15~6/14, 격주 목요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제1강의실 / 02-740-8603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한국레벨앵커리지 교정연구회 - 덴츠플라이시로나 7층 세미나실 / 010-7488-2275

2018 교정 입문자를 위한 Basic Course
●의료기기 상생포럼 - 서울대치과병원 B1 제1강의실 / 02-2072-4455

국제 미래진단치의학 심포지엄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 - 이화여대 ECC B142호 / 02-2650-5763(5765)

최광철 교수 특강
- The biomechanical foundation of clinical orthodontics

금

6/15

토

6/16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 / 02-831-1867

치과보험청구사 2급 평일반

●자인텍, 대한나래출판사 - 자인텍 세미나실 / 02-2655-9091

2018 임상교정코스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2-3443-6876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BDPG - 서울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8년(22기) Won's Basic Course
●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 070-4606-1980

2018년 2분기 교합아카데미
●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수술 심화과정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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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식 교수의 Adjunctive Orthodontics 임상연수회
●보스톤덴탈아카데미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치과의사가 손쉽게 접근하는 턱얼굴 이야기

일

6/17

●MTA포럼·한국성인교정연구회 - 휴비트 서울영업본부 / 070-4603-3478

중장년을 위한 교정치료, 무통교정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2-3443-6876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BDPG - 서울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8년(22기) Won's Basic Course
●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 070-4606-1980

2018년 2분기 교합아카데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 - 02-740-8603

Advanced course of Periodontal / Implant Therapy
●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수술 심화과정
●보스톤덴탈아카데미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환자와 의사가 만족하는 이상적인 보철의 핵심Ⅰ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19기 정규과정 ELIT course
●ROTH 교정의사회 - 로스교정의사회 세미나실 / 031-233-0220

2018 로스 교정 교육연구소 - 교정 교합 연수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8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지하1층 보르도룸 / 070-4202-2288

KSO 6월례회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19기 정규과정 ELIT course
●ROTH 교정의사회 - 로스교정의사회 세미나실 / 031-233-0220

2018 로스 교정 교육연구소 - 교정 교합 연수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8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기본과정
●덴탈스쿨 - 경희대학교 / 010-4512-1828

치과보험청구사 2급 토요반
●한국치과건강보험연구원 - 부산치과의사신협 7층 / 02-6003-2044

최희수 원장의 보험 특강
- 2018 NEW SOLUTION 문케어에 대비하다
●원광대치과병원 2층 세미나실 / 063-905-5678

홍성우 교수님의 교합세미나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 02-2072-4109

2018년도 제18차 학술대회
●치호 학술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 / 010-8994-5542

조영린 원장 오픈 세미나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기본과정
●덴탈스쿨 - 경희대학교 / 010-4512-1828

치과보험청구사 2급 일요반
●신흥 - 강남 보아치과 / 080-819-2261

Swiss Dental Academy Course
- 예방치과 Total Solution (치과의사•치과위생사세션)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이프라자빌딩 12층 / 042-273-2275

제4회 학술대회 - 혼합치열기 Ⅱ급 부정교합, 상악골 과성장/
하악골 열성장 원인에 따른 치료 접근전략
●세계초음파치과학회 - 대구가톨릭대병원 데레사홀 / 010-9214-4422

춘계학술대회 - 치과의 현재와 미래
●푸르고바이오로직스 - 강남 글래드 호텔 Live Studio1 / 02-548-1875

임상증례보고회 그 첫번째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 www.kdima.or.kr

치과건강보험 전문가 과정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연세대치과병원 7층 대강당 / 02-3281-0102

턱관절 One-Day 세미나
●HDX 세미나실 / 02-577-9344

제11회 NTB/NOB를 이용한 TMD와 근기능치료 세미나
●대한치과감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 / 02-958-9440

2018 춘계학술대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1강의실 / 02-2072-4109

2018년도 제18차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