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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치과의사신협 - 부산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51-463-1640

세미나

●이닥터 홍성우치과 - 서울치의학교육원 / 063-905-5678

홍성우 교수 2019 서울 기능교합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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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금

●대한치주과학회 광주전남지부 - 전남대치과병원 5층 평강홀 / 062-530-5648

토

●오스템임플란트 - 대전, 서울 / 070-4394-7803(9978)

4/5

4/6

춘계학술집담회 - 실리캡을 이용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
●KACG - CDC 치과(청담동) / 070-8275-4739

2019 Orthocephalics : PAMPA Therapy seminar in SEOUL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5기
●HDX 10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6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대한치과교정학회 광주전남지부 - 전남대 치과병원 대강당(5F) / 062-514-2275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서울센터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서서울,부산센터

치과보험청구 2,3급 교육과정
●IBS Implant - 대전, 수원

연수회 15기 1회차·경기 세미나
●덴티스, GDIA - 덴티스 서울본부 세미나실 / 02-919-8312

ALL PLUS SEMINARS : ALL+GBR&SINUS
●덴탈스쿨 - 무역센터 1005호 스트라우만코리아 / 010-4512-1828

김영삼 원장의 이틀만에 끝내는 임플란트 MASTER
●신흥 - 서울 신흥연수센터 / 080-819-2261

박정철 교수 초청 - Back to the Suture
●메가젠 - 메가젠 대전지점 세미나실 / 02-6003-2044

SOLUTION COURSE 베테랑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마스터가 되는 필수코스
●크리애드 - 덴츠플라이시로나 세미나실 / 010-6212-3363

2019 APEX 근관치료 연수회

2019 Symposium - Digital Dentistry, Digital Orthodontic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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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 대전, 서울 / 070-4394-7803(9978)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휴비트 - 서울대 치과병원 / 080-318-2844

The 1st Korean Carriere Symposium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 서울 코엑스 남측 컨퍼런스룸 327호 / kjlo@kalo.or.kr

2019년 제11회 학술대회 - Next Generation of Lingual Orthodontics
●KACG - CDC 치과(청담동) / 070-8275-4739

2019 Orthocephalics : PAMPA Therapy seminar in SEOUL
●HDX 10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6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대한치과교정학회 광주전남지부 - 전남대 치과병원 세미나실(6F) / 062-514-2275

2019 Post-congress course - Digital Dentistry, Digital Orthodontics

●IBS Implant - 대전

연수회 15기 2회차
●덴티스, GDIA - 덴티스 서울본부 세미나실 / 02-919-8312

ALL PLUS SEMINARS : ALL+GBR&SINUS
●덴탈스쿨 - 무역센터 1005호 스트라우만코리아 / 010-4512-1828

김영삼 원장의 이틀만에 끝내는 임플란트 MASTER
●앵글교정연구소,3DONS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앵글교정연구소 / 02-511-8179

3D 교정 워크샵 - 교정도 수술도 3D시대
●메가젠 - 메가젠 대전지점 세미나실 / 02-6003-2044

SOLUTION COURSE 베테랑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마스터가 되는 필수코스
●크리애드 - 덴츠플라이시로나 세미나실 / 010-6212-3363

2019 APEX 근관치료 연수회
●대한노년치의학회 -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회 2층 대강당 / 031-202-5226

2019년 춘계학술대회 - 그레이네상스 시대, 노년층을 위한 적극적 치료
●쓰리디케이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회의실 / 031-442-0077

임상교정세미나
●벼꽃 임상아카데미 - 덴츠플라이시로나 아카데미 서울 보드룸 / 053-746-2275

2019 전치부와 구치부 레진 강의 통합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대전,서서울,부산센터

치과보험청구 2,3급 교육과정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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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전반기)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센터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화
4/9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서울센터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대한치과교정학회 - 전북치대 양이재 1층 양이홀 / 063-250-2123

전북지역 춘계학술대회 - 골격성 3급 성인 환자의 비수술적 교정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