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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Implant - AMII 부산 교육원 / 070-7333-3458

AMII 19기 임상 연수 4회차
●IBS Implant - AMII 대전 교육원 / 042-719-7970

AMII 20기 임상 연수 2회차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7255-4824

7th Theory Course
●전신치의학연구회 - 서울 구로 우림이비지센터 2차 711호 / 010-5673-6610

제6차 2019 전신치의학 세미나&실습 :
내부 장기도 치료되는 치과치료, 치과적 마무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 서울대 치의학 교육동 404호, 1층 실습실 / 070-4606-1980

2019년 교합아카데미 - TMD Solution, 실전임상교합, 치과건강보험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 서울 광명 세미나실 / www.kalo.or.kr

제12회 설측교정연수회

●자세교합교정연구회 -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2층 세미나실 / 010-9215-6037

입안만 바라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교합의 수수께끼?
●The Prosth-Line Dental Institute - 부산 사상구 바이오템 세미나실 / 010-7528-2809

PRO-CD 설계와 임상 (38기)
●오스템임플란트 - 대전 AIC 연수센터 / 070-4394-9978

천세영 원장의 현재 치과임상의 Basic Modeless Digital System 소개
●가톨릭임플란트연구회대구가톨릭대병원010-9214-4422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Current innovations in implant Dentistry
●DF덴탈프렌즈ㆍ이젤치과 - 타워팰리스 반트2층 컨퍼런스룸 / 031-373-2804

구
 인구직, 직원교육, 시스템경영 ,마케팅, 구매 및 재고관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시다
●덴티스, GDIA - 부산디자인센터 / 02-919-8312

SQ GUIDE HANDS-ON COURSE

●경희치대병원 치주과학교실 - 경희대 청운관 지하1층 박종기대사홀 / 02-958-9382

제8회 치주과학교실 학술대회

월

●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월

●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수

●전북치대, 치과병원 - 전북치대 양이재 양이홀 (2호관 1층)

9/9

9/16

9/18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후반기)

2019 하반기 치의학평생교육 프로그램
2019년 2학기 세미나 - Implant loading
●미소아름치과 - 전주아름미소치과 4층 세미나실 / 010-4587-9857

제1회 임플란트, 심미보철을 위한 SIMPLE 교정연수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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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토

●IBS Implant - AMII 대전 교육원 / 042-719-7970

9/20

9/21

옥용주 원장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후반기)

●연세임플란트연구회 - 연세대 치과병원 7층 강당 / 02-2228-3160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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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안암병원 치과 - 고려대의과대학 본관 320호 / 02-920-5358

2019 고려대 임플란트 연구소 학술세미나
●오스템임플란트 - 덴플 앱, 덴플 홈페이지(www.denple.com) / 070-4394-5752

2019 하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치과의사, 스태프가 함께하는 치과경영
●IBS Implant - 광주치협 / 062-432-7528

MagiCore 핸즈온 세미나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제28기 Orthodontic Seminar

AMII 20기 임상 연수 3회차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UE COURSE
- 상악전치부 심미성을 위한 연조직이식과 풀마우스의 모든 것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BDPG - 서울 강서구 가양동 BDPG세미나실 / 010-3624-1101

2019년(23기) Won's Basic Course
●KA3o - 플래그 원 세미나실 / 010-5009-3651
Advanced Implant Seminar 2019
●가이스트리히코리아 - 서울 / 02-2138-6244

STAR COURSE REBOOT - INCISION DECISION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9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부산대 치전원 - 부산 디오임플란트 본사 7층 세미나실 / 010-8426-5055

2019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TTM 최신 임상교정 연수회
●쓰리디케이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회의실 / 031-442-0077

임상교정 심화3기
●얼굴치과Club - 아름다운얼굴치과 / 010-2924-8275

Master course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IBS Implant - 서울 / 02-466-9117

최소침습임플란트 서울 세미나
●IBS Implant - 수원 / 031-238-2879

MagiCore 신규 세미나
●스트라우만 - 코리아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로즈룸 / 02-2149-3835

Straumann Seminar in Seoul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