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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일정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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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대구치과의사회 - 대구 EXCO / 053-424-9753

7/5

7/6

토
7/7

2018 교정 입문자를 위한 Basic Course
2018 DI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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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 070-4606-1980

2018년 3분기 교합아카데미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광주 / 070-4394-9978(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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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환자와 의사가 만족하는 이상적인 보철의 핵심Ⅱ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Clinical dentistry program 14기
●가이스트리히코리아 - 대전 / 02-2138-6238

SINUS TOUR 2018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1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5층 대강당 / 02-742-2884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
- 이대목동병원 임상치의학대학원강의실 / 02-2650-5765

의사와 환자가 만족하는 임플란트 임상족보 과외하기
- 임플란트 관련 보존, 교정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1층 세미나실 / 02-6003-2044

2018 최고의 Implant Standard Course 베테랑
●대구치과의사회 - 대구 EXCO / 053-424-9753

2018 DIDEX
●IBS 국제임상교육원 - 서울 IBS Magic Implant 세미나실 / 070-4865-3146

누구나 할 수 있는 Magic Surgery (무절개) 연수회
●웃는내일치과교정과 - 서울성모병원 대학본관 106호 강의실 / 1566-7528

2018 웃는내일 임상교정포럼 - Borderline 증례 고민하기
●오스템임플란트 - 가산 AIC 연수센터 / 070-4626-0869

임플란트 잘 심기 PROJECT : OneGuide Hands-on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070-7771-2875

박창진 원장의 '스케일링 & TBI 제대로 알기' 선생님은
누구에게 스케일링을 받으십니까?

사랑니 학술집담회
●KIMS 교정연구회 - 부산 광명오소컴 2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일
7/8

●팀세미나 - 부산디자인센터 / 070-8861-9301

하루에 완성하는 상담실장+매뉴얼 완성 코스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2-3443-6876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 070-4606-1980

2018년 3분기 교합아카데미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광주 / 070-4394-9978(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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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총의치 보험 시대에 맞는 덴쳐 완전 정복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1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신흥 - 강남 보아치과 / 080-819-2261

Swiss Dental Academy Course
- 예방치과 Total Solution (치과위생사세션)
●KIMS 교정연구회 - 부산 광명오소컴 2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이대 목동병원 치과진료부
- 이대목동병원 임상치의학대학원강의실 / 02-2650-5765

의사와 환자가 만족하는 임플란트 임상족보 과외하기
- 임플란트 외과
●신원덴탈, 이보클라비바덴트 - 신원덴탈 2층 Blue Room / 010-3049-7794

몸으로 익히는 총의치 연수회

수

7/11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제26기 Orthodontic Seminar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1층 세미나실 / 02-6003-2044

2018 최고의 Implant Standard Course 베테랑
●대한스포츠치의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 2세미나실 / 02-957-5079

2018 제16차 학술대회
●대구치과의사회 - 대구 EXCO / 053-424-9753

2018 DIDEX
●신흥 - 서울 신흥연수센터 / 080-840-2876

MCPA(Multipurpose C-Palatal Applinace)
Hands-on 코스 비발치교정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IBS 국제임상교육원 - 서울 IBS Magic Implant 세미나실 / 070-4865-3146

누구나 할 수 있는 Magic Surgery (무절개) 연수회
●의정부 TMD 치과의원 - 광명데이콤빌딩 12층 세미나실 / 031-841-2875

2018년 제2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One-Day Advance 실습 Course
●오스템임플란트 - 가산 AIC 연수센터 / 070-4626-0869

임플란트 잘 심기 PROJECT : OneGuide Hands-on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 서울대치과대학병원 제2세미나실 / www.kalo.or.kr

제8회 전공의 대상 설측교정 무료강좌
●KA30 - HDX 10층 세미나실 / 010-5009-3651

완전 의치 세미나
●민 교정아카데미 - 압구정 민치과 / 02-318-2822

교정 진단&부작용 M네비게이터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