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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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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라인 소아,청소년 예방 교정 세미나 코스

금

●연세치대 - 02-2228-3020

토

●IPIKOREA - 신원덴탈 세미나실 / 010-8710-3425

7/13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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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정 입문자를 위한 Basic Course

TMD 물리치료 및 장치치료

IPI Workshop Ⅶ
●오스템임플란트 - 서울, 대전 / 070-4394-0426(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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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임상교정세미나(실전Basic+ Course)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19기 정규과정 ALIS course
●부산대 치전원 -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7층 세미나실 / 010-8426-5055

2018 평생교육 프로그램
●ROTH 교정의사회 - 로스교정의사회 세미나실 / 031-233-0220

2018 로스 교정 교육연구소 - 교정 교합 연수회

●한턱관절·교정연구회 - TP치과 교정 기공소 / 02-2202-1234

제9기 한 턱관절·교정연구회 강의 (4/7~7/14, 1·3주 토요일, 8회)
●KT교정연수회 - 광명데이콤빌딩 12층 세미나실 / 010-3203-8757

2018년도 KT 교정세미나 Basic course
●보스톤덴탈아카데미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오늘 배우고, 바로 따라하는 실전 임상 Tips!
●신원덴탈, 이보클라비바덴트 - 신원덴탈 2층 Blue Room / 010-3049-7794

몸으로 익히는 총의치 연수회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1층 세미나실 / 02-6003-2044

2018 최고의 Implant Standard Course 베테랑
●덴츠플라이시로나 - 서울·부산 덴츠플라이시로나 세미나실 / 02-2008-7633

Digital Solutions with CEREC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상 및 기공 동영상과 함께하는 임플란트 보철 과정의 이해

일

7/15

●IPIKOREA - 신원덴탈 세미나실 / 010-8710-3425

IPI Workshop Ⅶ
●오스템임플란트 - 서울, 대전 / 070-4394-0426(7803)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수술 심화과정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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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로스 교정 교육연구소 - 교정 교합 연수회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상 및 기공 동영상과 함께하는 임플란트 보철 과정의 이해
●지씨코리아 - 강남 보아치과 / 010-9525-3382

치과위생사를 위한 GC예방 Hands On 세미나 - 치주질환편
●신흥 - 강남 보아치과 / 080-8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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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원장 초청 무료핸즈온 코스
- 필러/보톡스/실리프팅/프락셀/IPL/토닝/하이푸
●보스톤덴탈아카데미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 알기 쉬운 임플란트 수술 핵심 노하우Ⅰ
●신원덴탈, 이보클라비바덴트 - 신원덴탈 2층 Blue Room / 010-3049-7794

몸으로 익히는 총의치 연수회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1층 세미나실 / 02-6003-2044

2018 최고의 Implant Standard Course 베테랑
●페디덴트 - 전북대치과병원 지하 연송홀 / 070-4411-1275

지르코니아 기성크라운을 이용한 유치관 수복치료 강의와 실습
●팀세미나 - 강남토즈 / 070-8861-9301

하루에 완성하는 상담실장+매뉴얼 완성 코스

Swiss Dental Academy Course
- 예방치과 Total Solution (치과의사세션)

수

●전신치의학연구회 - HDX 제2세미나실 / 010-5673-6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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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7/17

토

7/18

Dr. Shafer introduction 세미나

2018 CE Course Facial asymmetry, midline deviation and T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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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상교정코스
●BDPG - 서울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8년(22기) Won's Basic Course
●오스템임플란트 - 서울 / 070-4394-0426(9978)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수술 심화과정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이수역 휴비트 홀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Adjunctive Orthodontics 임상연수회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Clinical dentistry program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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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정 입문자를 위한 Basic Course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8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KT교정연수회 - 광명데이콤빌딩 12층 세미나실 / 010-3203-8757

2018년도 KT 교정세미나 Basic course
●IBS 국제임상교육원 - 서울 IBS Magic Implant 세미나실 / 070-4865-3146

누구나 할 수 있는 Magic Surgery (무절개) 연수회
●오스템임플란트 - Seoul 강남 ossstem AIC / 070-4626-0869

Digital Guided Surgery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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