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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일정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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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연세치대 - 02-2228-3020

토

●가이스트리히코리아 - 부산 / 02-2138-6244

5/16

5/17

5/18

고급치의학 연수과정

치주-임플란트 연수회 : "Perio-GenerationⅢ"

어떤 결손부도 해결하는 SIMPLE GBR
●연세치대 - 02-2228-3020

치주-임플란트 연수회 : "Perio-GenerationⅢ"
●대한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 교육동 404호, 1층 실습실 / 070-4606-1980

2019년 교합아카데미 - TMD Solution, 실전임상교합, 치과건강보험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오스템임플란트 - 대구 AIC 연수센터 / 070-4394-7811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UE COURSE -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쓰리디케이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회의실 / 031-442-0077

●내이치럼치과병원, HB크리에이트 - 내이치럼치과병원 내 위메진세미나실 / 070-7825-5688

치과의사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경영노하우

●대한치과보철학회 전북지부 - 원광치대 제2치학관 손외수홀 / 063-859-2938

2019년 학술집담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2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7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IBS Implant - 수원

연수회 16기 1회차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02-468-0085

2019 춘계학술워크숍
- Skeletal Class Ⅱ Dentofacial Deformity의 교정치료와 외과적치료
●내이치럼치과병원 - 070-7825-5688

가족이 함께하는 지과경영 노하우
●헤리 - 강남역 혜천빌딩 4층 헤리치과 / 02-3477-2801

제10회 임플란트 보철세미나 (HERI System)

임상교정세미나

일

5/19

●CANADA DENTAL EXAM ACADEMY - 토즈타워점 강남역 3번출구 / 010-2682-3747

CANADA 치과의사 면허 취득 설명회
●한국구강악안면성장연구회 -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 / 070-8275-4739

제3회 학술대회 - 호흡과 얼굴성장
●한림대임상치의학대학원 - 한림대성심병원 본관 4층 한마음홀 / 031-380-3870

학술대회 - 현대 치의학의 다양한 issues와 해법
●한국치과수면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02-958-2954

2019 춘계학술대회 - 한국 치과수면학의 새로운 도약
●연세치대 - 02-2228-3020

치주-임플란트 연수회 : "Perio-GenerationⅢ"
●전신치의학연구회 - HDX 제2세미나실 / 010-5673-6610

제6차 2019 전신치의학 세미나&실습
: 목, 어깨, 상지, 척추와 함께하는 턱관절 치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 교육동 404호, 1층 실습실 / 070-4606-1980

2019년 교합아카데미 - TMD Solution, 실전임상교합, 치과건강보험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오스템임플란트 - 대구 AIC 연수센터 / 070-4394-7811

임플란트 보철 심화과정

월

●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수

●오스템임플란트 - 덴플 앱, 덴플 홈페이지(www.denple.com) / 070-4626-0770

5/20

5/22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전반기)

2019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임플란트 및 치과임상
●서울하이안치과의원 길음점 / 010-6494-2829

이승준 원장의 근관치료 연수회 Basic Course

●부산대 치전원 -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펄룸 / 051-518-8290

2019년 정기 종합학술대회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UE COURSE -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부산대 치전원 -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7층 세미나실 / 010-8426-5055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2-2072-4109

제12회 정주진정법 연수회
●IBS Implant - 수원

연수회 16기 2회차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1F 윤인배홀 / 02-464-9153

스탭을 위한 교정임상강좌
●미소지음치과 -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동 미소지음치과 / 010-2201-2894

42차 크레스탈어프로치 최신지견
●대한치과교정학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F 은명대강당 / 02-464-9153

인정의를 위한 필수보수교육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F 은명대강당

2019 바른이의 날 - 치아교정이 필요한 우리 가족을 위한 꿀팁

●IBS Implant - 대구

대구 세미나

●한양대병원 치과 - 한양대병원 본관 3층 강당 / 02-2290-8673

2019년 제6회 정기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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