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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일정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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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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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5/10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KSO 5월 월례회
●SIDEX 2019 조직위원회 - COEX Hall B1, Hall C, Hall D / 02-498-9146

SIDEX 2019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한국치아은행 - 코엑스 B-908부스 / 1588-2892

SIDEX 2019 : rhBMP-2 탑재 자가치아뼈이식재의 발치와 보존술 임상적용 : A case series
●통합치의학과 - 코엑스 Auditorium

APDC 2019 기간 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대한치과의사협회 - COEX / info@apdc2019.org

APDC·SIDEX 2019 종합학술대회·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토

5/11

●포인트닉스 - COEX 3층 C-349 / 070-7413-6964

포인트 임플란트 ADPC·SIDEX 2019 학술대회
●KIMS 교정연구회 - 부산 광명오소컴 2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SIDEX 2019 조직위원회 - COEX Hall B1, Hall C, Hall D / 02-498-9146

SIDEX 2019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KA3o - 플래그 원 세미나실 / 010-5009-3651

Advanced Implant Seminar 2019
●대한치과의사협회 - COEX / info@apdc2019.org

APDC·SIDEX 2019 종합학술대회·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ICGA - 소해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 / 010-8555-7791

견고한치주, 안정된 교합을 위한 연수회
●GAO - 네오바이오텍 대구경북지사 세미나실 / 010-2625-2875

GAO 대구 Level up Course
●한턱관절·교정연구회 - TP치과 교정 기공소 / 010-6642-2445

한 턱관절·교정연구회 9기 강의
●부산대 치전원 -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7층 세미나실 / 010-8426-5055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7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통합치의학과 - 코엑스 Auditorium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APDC 2019 기간 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implant program 15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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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세텍 - 바이오세텍 세미나실 / 070-4261-7796

제11회 B.O.S.S 세미나 - 교정 전문 코디네이터를 위한 기초 Action Plan
●포인트닉스 - COEX 컨퍼런스룸 327호 / 070-7413-6964

포인트 임플란트 ADPC·SIDEX 2019 학술대회
●KIMS 교정연구회 - 부산 광명오소컴 2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SIDEX 2019 조직위원회 - COEX Hall B1, Hall C, Hall D / 02-498-9146

SIDEX 2019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월

●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화

●ICD Korea - 서울클럽 한라산룸 / www.icdkorea.org

수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5/13

5/14

5/15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전반기)

故지헌택 고문님 헌정 치과임상윤리 출판 기념회

제27기 Orthodontic Seminar
●오스템임플란트 - 덴플 앱, 덴플 홈페이지(www.denple.com) / 070-7016-4565

2019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치과의사, 스태프가 함께하는 치과경영
●연세임플란트연구회 - 연세대 치과병원 7층 강당 / 02-2228-3160

2019년 1학기 세미나 - 임플란트 교합-전악수복의 치료계획과 실행과정

●대한치과의사협회 - COEX / info@apdc2019.org

APDC·SIDEX 2019 종합학술대회·서울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GAO - 네오바이오텍 대구경북지사 세미나실 / 010-2625-2875

GAO 대구 Level up Course
●명선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 - 사과나무치과병원 7층 대강의실 / 010-2559-2240

구강위생관리를 통한 성공적인 치과경영
●통합치의학과 - 코엑스 Auditorium

APDC 2019 기간 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COEX 남측 컨퍼런스룸 327호실 / 010-8639-1500

APDC·SIDEX 2019 Luncheon Seminar

●위메진아카데미 - 동작구 이수프라자 2층 위메진아카데미 / 010-9161-9395

옥용주 원장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경희치대·치전원 - 서울클럽 한라산룸 / 010-5622-1824

치과 임상윤리포럼 - 의료 윤리와 함께하는 치과 경영

●신흥 - 서울 신흥연수센터 본사 11층 / 080-801-1577~8

MTA Biofilling BioCeramic 근관내이식술
●서울하이안치과의원 길음점 / 010-6494-2829

이승준 원장의 근관치료 연수회 Basic 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