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8. 6. 14(목)｜제2616호｜

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제1강의실(B1) / 02-2273-3875

화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 / 02-831-1867

수

●오스템임플란트 - 전국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394-5023

목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제1강의실 / 02-740-8603

6/18

6/19

6/20

6/21

제3차 학술집담회 Reducing morbidity in critical situations
- How modern technique adds to the solution

치과보험청구사 2급 평일반

2018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치과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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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라인치과 - 대구은행 황금PB센터 또는 뷰티라인치과 / 053-246-7528

뷰티라인 소아,청소년 예방 교정 세미나 코스
●한국레벨앵커리지 교정연구회
- 덴츠플라이시로나 7층 세미나실 / 010-7488-2275

2018 교정 입문자를 위한 Basic Course

The EDGE line 교정연수회

금

6/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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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18 조직위원회 - COEX / 02-498-9142

SIDEX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

●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SML교정연구회 - 서울역 이프라자 12층 세미나실 / 010-3719-2875

교정진료 평생 수제자 코스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Clinical dentistry program 14기
●부산대 치전원 -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7층 세미나실 / 010-8426-5055

2018 평생교육 프로그램
●원광대치과병원 2층 세미나실 / 063-905-5678

홍성우 교수님의 교합세미나

●VIVOS - 서울 종로 HDX 세미나실 / 1544-2833

수면무호흡, DNA를 만나다

●국제치과교류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 / 02-318-2866

제2회 문화예술제
●쓰리디케이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 031-442-0077

제2기 임상교정 심화과정
●스마트덴탈 아카데미 - 스마트덴탈 제2강의실 / 02-845-2880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기 [치과 상병명]
●MTA포럼·한국성인교정연구회 - 휴비트 서울영업본부 / 070-4603-3478

4 to 4 MTA
●VIVOS - 서울 종로 HDX 세미나실 / 1544-2833

수면무호흡, DNA를 만나다

●SIDEX 2018 조직위원회 - COEX / 02-498-9142

SIDEX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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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 070-4394-0426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얼굴미용치과 - 서울성모병원 611호 / 070-7734-8298

얼굴미용치과 Membership을 위한 99% 안전한
얼굴미용성형 무료 핸즈온 코스 6차
●SIDEX 2018 조직위원회 - COEX / 02-498-9142

SIDEX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

월

●연세치대 - 02-2228-3020

화

●연세치대 - 02-2228-3020

수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6/25

6/26

6/27

8th Yonsei International Mini Residency for
Advanced Orthodontics; course Ⅰ

●얼굴 턱 미용 치과 - 서울성모병원 611호 / 070-7734-8298

최재영 원장 초청 무료핸즈온 코스
- 필러/보톡스/실리프팅/프락셀/IPL/토닝/하이푸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 - 가톨릭대 성모병원 대강당(지하) / 033-640-3152

2018년 제4회 학술강연회
●VIVOS - 서울 종로 HDX 세미나실 / 1544-2833

수면무호흡, DNA를 만나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 02-558-5966

임플란트 치료의 조화와 균형 Episode1. 즉시 식립 A to Z

8th Yonsei International Mini Residency for
Advanced Orthodontics; course Ⅰ

제26기 Orthodontic Seminar
●오스템임플란트 - 전국 OSSTEM AIC 연수센터 / 070-4394-5023

2018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치과스태프대상)

●연세치대 - 02-2228-3020

8th Yonsei International Mini Residency for
Advanced Orthodontics; course Ⅰ
●ICD Korea - 서울클럽 지리산룸 / 010-6280-6490

6월 학술집담회 - '백범이 묻다, 김구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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