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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일정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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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02-845-2880

10/11

10/12

뷰티라인 소아,청소년 예방 교정 세미나 코스

치과보험청구사 2급 평일반
●IPIKOREA - 신원덴탈 역삼동 세미나실 / 02-565-6005

IPI Workshop for Periodontal Surgery

토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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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GAO - 청담동 GAO 교육센터 / 02-548-2877

ALIS(Advanced Live Implant Surgery) course 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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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 광주 / 070-4394-7803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KT교정연수회 - 광명데이콤빌딩 12층 세미나실 / 010-3203-8757

2018년도 KT 교정세미나 Basic course
●가남오스콤 - 가남오스콤 세미나실 / 010-9215-6037

O&I 교정 세미나 BASIC COURSE 4기 모집
●예스바이오골드 - 서울대 치과병원 제1강의실 / 02-304-4111

CL.F 원리 및 임상적 활용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02-845-2880

치과보험청구사 2급 토요반
●덴티스, GDIA - 덴티스 서울본부 세미나실 / 02-919-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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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덴티움 - 삼성동 동성빌딩 세미나실 9층 / 070-7098-7596

the Bright MONALISA Basic2 Hands-On Seminar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지하1층 보르도룸 / 070-4202-2288

KSO 10월 월례회
●ICI - 대전 서구 ICI / 010-5548-3011

CEREC 핸즈온 릴레이 세미나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ack GBR COURSE
●대한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 -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 / 010-2705-6524

제7회 안면윤곽수술 및 턱얼굴미용수술 국제사체해부연수회
●F&I임플란트연구회 - 덴티움 세미나실 / 010-9038-1826

Implant Advanced Surgery Course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 02-6003-2044

Esthetics & GBR Impalnt Advance Course
●스트라우만코리아 - 대구 호텔라온제나 8층 포르뚜나홀 / 02-2149-3831

Straumann Lecture Tour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제2강의실 / 010-2541-9991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예방치과 프로토콜
- 치면 세균막관리, 그 임상적 의의와 실행
●오스템임플란트 - 전주 AIC 연수센터 / 070-4394-7802

Digital Master Course ChapterⅠ All Ceramic & One Visit Dentistry
●대한소아치과학회 - 단국대 세종치과병원 3층 대회의실 / 044-410-5012

대전충청지부 제5회 학술대회

ALL IN ONE Hands-on Course
●IBS Implant - 전북치과의사회관·인천시치과의사회 세미나실

2018 IBS Implant 신규·핸즈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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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th Advanced Orthodontic Course
●GAO - 청담동 GAO 교육센터 / 02-548-2877

ALIS(Advanced Live Implant Surgery) course 8회차
●ROTH 교정의사회 - 로스교정의사회 세미나실 / 031-233-0220

2018 로스 교정 교육연구소 - 교정 교합 연수회
●오스템임플란트 - 광주 / 070-4394-7803

임플란트 수술 심화과정
●MTA포럼·한국성인교정연구회 - 휴비트 서울영업본부 / 070-4603-3478

소아환자에서 MTA의 적절한 활용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스마트덴탈아카데미 / 02-845-2880

치과보험청구사 2급 일요반
●덴티스, GDIA - 덴티스 서울본부 세미나실 / 02-919-8312

ALL IN ONE Hands-on Course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 서울 광명 세미나실 / www.kalo.or.kr

제11회 설측교정연수회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ack GBR COURSE

●HDX 세미나실 / 02-577-9344

제12회 NTB/NOB를 이용한 TMD와 근기능치료 세미나
●대한턱얼굴미용외과연구회 - 가톨릭대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 / 010-2705-6524

제7회 안면윤곽수술 및 턱얼굴미용수술 국제사체해부연수회
●덴티움 - 덴티움 세미나실 9F / 070-7098-8917

Seoul Practical Express Hands-On Course
●메가젠 - 메가젠 대구 신사옥 / 02-6003-2044

Esthetics & GBR Impalnt Advance Course
●서울치의학교육원 - 사당역 서울치의학교육원 평생교육원 / 02-592-0333

동네 행복한 실장 만들기 - 생산관리 및 인사관리
●오스템임플란트 - 전주 AIC 연수센터 / 070-4394-7802

Digital Master Course ChapterⅠ All Ceramic & One Visit Dentistry
●바이오세텍 - 바이오세텍 세미나실 / 070-4261-7796

교정 전문 치위생사 기초 과정 3기
●아이비덴탈 - 롯데시티호텔마포 2층 세미나실 / 070-4694-2875

미국근관치료학회 추천연자로 선정된 김의성 교수의 엔도 세미나
●민 교정아카데미 - 압구정 민치과 / 02-318-2822

교정 네비게이터 & 프랑켈장치 OPEN SEMINAR

●전신치의학연구회 - HDX 제1세미나실 / 010-5673-6610

족부 교정 치료와 턱관절 보톡스 통증 치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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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 연세대 치과병원 보존과 / 02-2228-3020

2018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후반기)
●SSWA임상교정연수회 - 해운대 부산예치과 세미나실 / 051-741-7790

제10회 Basic course
- Self ligation bracket을 이용한 Straight Wire Appliance

●대한치과교정학회 - 전남대 치전원 5층 평강홀 / 062-514-2275

광주전남지부 2차 학술집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