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9. 4. 4(목)｜제2693호｜

수

4/10

●오스템임플란트 - 덴플 앱, 덴플 홈페이지(www.denple.com) / 070-7016-4565

2019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치과의사, 스태프가 함께하는 치과경영

●AIOBIO - 부산치과의사신협 / 02-561-5101

큐레이를 이용한 우식 검사 및 임상적용법 세미나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센터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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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서울센터

4/11

4/12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이닥터 홍성우치과 - 서울치의학교육원 / 063-905-5678

홍성우 교수 2019 서울 기능교합세미나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지하1층 보르도룸 / 070-4202-2288

KSO 4월 월례회

●대한치과보철학회 경남울산지부 - MBC 컨벤션진주 (진주종합운동장) / 055-741-7528

2019년 춘계학술대회 - 구강스캐너의 다양한 임상활용 및
디지털임플란트 치료의 최신경향

토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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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KA3o - 플래그 원 세미나실 / 010-5009-3651

Advanced Implant Seminar 2019
●연세치대 - 02-2228-3020

치주-임플란트 연수회 : "Perio-GenerationⅡ"
●ICGA - 소해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 / 010-8555-7791

견고한치주, 안정된 교합을 위한 연수회
●오스템임플란트 - 대구 AIC 연수센터 / 070-4394-7811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서서울센터

치과보험청구 2,3급 교육과정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 양재동 AT Center 제1,2전시장 / 02-754-5921

KDX 2019 제5회 한국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및 학술대회
●IBS Implant - 서울,평택·안성

서울, 평택·안성 세미나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UE COURSE -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메가젠 - 메가젠 강남사옥 세미나실 4층 / 02-6003-2044

Overdenture Total Solution Hands-on Course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 / 02-465-0488

제33차 정기총회 - 브랜드 소비시대의 스타작가들
●대한치과보철학회 부산지부 - 센텀 디오 본관 강당

2019년 학술집담회
●GAO - 네오바이오텍 대구경북지사 세미나실 / 010-2625-2875

GAO 대구 Level up Course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 / kalddent@gmail.com

2019 춘계학술대회 - 미래 치의학의 징검다리
●한턱관절·교정연구회 - TP치과 교정 기공소 / 010-6642-2445

한 턱관절·교정연구회 9기 강의
●전남대치전원 총동창회 -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 / 010-9537-2875

제35차 정기총회 강연 - 치과보험청구

●메가젠 - 메가젠 대전지점 세미나실 / 02-6003-2044

SOLUTION COURSE 베테랑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마스터가 되는 필수코스

일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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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연세치대 - 연세치대 3층 세미나실 / 02-2228-3020

최신 TMD 진단 및 치료 / 치주-임플란트 연수회 : "Perio-GenerationⅡ"
●전신치의학연구회 - HDX 제2세미나실 / 010-5673-6610

제6차 2019 전신치의학 세미나&실습 :
근육검사로 하는 치과진료, 턱관절 도수 치료
●분당제생병원 - 치과분당제생병원 별관 지하1층 소강당 / liontaehee@naver.com

제1회 치과 치료와 연관된 합병증과 문제점 해결 연수회
●자세교합교정연구회 - 010-9215-6037

6일 과정 집중코스
●오스템임플란트 - 대구 AIC 연수센터 / 070-4394-7811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 서울,대전센터

치과보험청구 2급 교육과정
●대한통합치과학회 - 연세대 의료원 은명대강당 / 02-2228-8968

교육강연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 양재동 AT Center 제1,2전시장 / 02-754-5921

KDX 2019 제5회 한국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및 학술대회
●한국포괄치과연구회 -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 / www.kidt.co.kr

2019년 연례학술대회 - 한국 최신 디지털교정 총정리

●서울대치과병원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2408

구기태 교수의 Peri-implantitis 핸즈온 연수회 :
임플란트주위염, 이제는 실전이다!
●디오 - 부산 디오 본관 7층 대강당 / 1599-3875

디지털교정 세미나
●메가젠 - 메가젠 대전지점 세미나실 / 02-6003-2044

SOLUTION COURSE 베테랑들과 함께 임플란트의
마스터가 되는 필수코스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UE COURSE -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 - 서울대치과병원 8층 강당
/ yjchang3@hanmail.net

3D Digital과 인공지능 교정학의 미래
●GAO - 네오바이오텍 대구경북지사 세미나실 / 010-2625-2875

GAO 대구 Level up Course
●미소지음치과 - 경기 용인 수지구 미소지음치과 / 010-2201-2894

제15차 발치측시 임플란트의 이론과 실제
●팀세미나 - 강남토즈 / 070-8861-9301

하루에 완성하는 치과매니저-관리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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