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정보

｜2019. 9. 26(목)｜제2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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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메가젠 - www.megagen.co.kr/live/discussion / 053-222-3225

Cas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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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휴비트 - 대구 박창석치과 세미나실 / 02-318-2822(2844)

Carriere System을 사용하는 치과 스텝을 위한 세미나

금

●베트남 하노이 의료과학부 - 하노이 의과대학 / 010-3127-1214

토

●전남대치과병원 - 전남대 치전원 5층 대강당 / 062-220-5436

9/27

9/28

개원의를 위한 베트남 의사면허 취득

2019 전남대치과병원 국제임플란트 심포지엄
- Cutting Edge Implant Dentistry
●CNUDH 전남대치과병원 - 전남대 치전원 5층 평강홀 / 062-220-5436

2019 전남대치과병원 평강 심포지엄
- Pathfinders of Clinical Dentistry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세미나실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Adjunctive Orthodontics 임상연수회
●얼굴치과Club - 서울성모병원 611호 / 010-2924-8275

Basic course
●IBS Implant - 서울 구로 / 02-466-9117

New trend of implantology
●IBS Implant - 인천 / 070-4063-2875

Magic guide와 MagiCore를 이용한 초간단 flapless surgery

일

9/29

●부산대 치전원 - 서울 코엑스 4F 컨퍼런스룸 401호 / 010-8426-5055

개원의를 위한 2019 SMART DENTISTRY - Complication 본질을 꿰뚫다
●MTA포럼·한국성인교정연구회 - COEX / 070-4603-3478

MTA 유저 그랜드 미팅
●덴티스, GDIA - 콘래드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02-919-8312

2019 SYMPOSIUM TALK&LIVE SHOW
●경희치대 - 경희대 치과병원 / khuortho.ce@gmail.com

Designing the Airway for Better Sleep : A Wake up Call for Dentists
●INVISALIGN -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 / 02-6001-7800

Staff Training

●IBS Implant - 대전 서구 민승기 브이라인 치과 / 042-719-7970

Min. Live Show 9회차 - 쉽고 편해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덴탈빈 - 분당 판교 투썬월드빌딩 12층 / 010-9503-6268

전인성 원장과 함께하는 Hands-on Seminar
●대한심미치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승산강의실 / 02-465-0167

2019 학술집담회
●대한통합치과학회 - 연세치대 3층 3M센터 / 02-2228-8968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을 위한 근관치료 핸즈온
●치예원 - 신흥 중림사옥 13층 연수센터 / 080-819-2261

Trojans 고정성 보철 세미나 2019
●전북치대·치전원 - 전북치대

개교40주년 기념식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전충청지부 - 원광대치과병원 5층 대강당 / 02-742-2884

2019년 4차 학술집담회 - 임플란트 노하우 레시피

●INVISALIGN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 메이플룸 5F / 02-6001-7800

Invisalign Course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 / 02-2273-3875

2019년 추계학술대회 - 환자가 편해야 우리도 편하다
●미소지음치과 -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동 미소지음치과 / 010-2201-2894

제20차 발치즉시 임플란트의 이론과 실제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서울대치과병원 B1층 제1강의실 / 02-3281-0102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임상완전정복을 위한
2019 제5차 턱관절 One-Day 세미나
●치예원 - 신흥 중림사옥 13층 연수센터 / 080-819-2261

Trojans 고정성 보철 세미나 2019

월

●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화

●대한치주과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 / 02-725-1664

수

●대한치과교정학회 - 서울 코엑스 / 02-464-9153

9/30

10/1

10/2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후반기)

박노희 UCLA치대 의대 석학교수 초청 특별 강연회

2019 제52회 국제학술대회 - Years and Beyond : Innovation & Creativity
●오스템임플란트 - 덴플 앱, 덴플 홈페이지(www.denple.com) / 070-4626-0770

2019 하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임플란트 및 치과임상

●경희치대 - 경희대 치과병원 / khuortho.ce@gmail.com

Designing the Airway for Better Sleep : A Wake up Call for Dentists

●메가젠 - www.megagen.co.kr/live/discussion / 053-222-3225

Case Discussion

●미소아름치과 - 전주아름미소치과 4층 세미나실 / 010-4587-9857

제1회 임플란트, 심미보철을 위한 SIMPLE 교정연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