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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술행사 일정표
화

●메가젠- 서울 강남구 선릉로 607 메가젠 강남사옥 / 010-3294-9397

수

●메가젠 - 천안시 서북구 늘루픈3길 37 홍은빌딩 4층 공간 사이 / 010-2103-5503

8/18

8/19

지르코니아 심미보철 세미나

CHAIR SIDE SOLUTION SEMINAR
●IBS Implant - AMII 부산 임상교육원 / 042-719-7970

●IBS Implant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9길8 6층 동대문구 회의실 닷컴 / 010-8660-9238

* New Trend of Implantology
* Magic GPS, MFD System Hands-on

* 발치 즉시 임플란트
- GPS를 이용한 안정적인 발치 후 즉시 식립
“어떠한 발치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발치 후 즉시 식립할수 있는 MagiCore Guide Surgery

목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 세미나실 / 010-5009-3651

토

●GAO- GAO세미나실(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 / 02-548-2877

8/20

8/22

교정과 임플란트 교합 세미나

GAO 21기 정규과정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STM치과(2호선 강변역)  / 02-3437-5600,010-6428-2875

제19회 STM교정 아카데미
●오스템임플란트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12로 3  오스템임플란트 3층
   마곡AIC연수센터 / 070-4626-0778
   DIGITAL DENTISTRY

일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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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II 최소침습 임플란트 제31기 연수회 2회차
●GAO- GAO세미나실(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 / 02-548-2877

GAO 21기 정규과정
●덴탈스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승산강의실 / 010-4512-1828

김영삼 원장의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프로젝트

화

8/25

수

8/26

●덴탈위키 - 시청역 9번출구 유원빌딩 1613호 덴키컴퍼니 강의장 / 1899-5742

사내강사 양성과정 제 1기 모집
●오스템임플란트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12로 3  오스템임플란트 3층
    마곡AIC연수센터 / 070-4626-0778
    DIGITAL DENTISTRY
●레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12층 레이 / 070-7822-0892

2nd RAY Smiler 투명교정 세미나

●메가젠 -서울 강남구 선릉로 607 메가젠 강남사옥 세미나실 / 010-3294-9397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메가젠-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 010-4042-2875

●메가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7 지하1층
   한복복합문화공간 리슬한복디자인랩 / 010-8649-1728
   CHAIR SIDE SOLUTION SEMINAR

지르코니아 심미보철 세미나
●메가젠 -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801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 010-7103-5007
   Densah Osseodensification Academy

●㈜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 세미나실 / 010-5009-3651

금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8/28

* New Trend of Implantology
●대한전신치의학연구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59 백암빌딩 3층
   토즈모임센터 / 010-5673-6610
   2020년 제7차 전신치의학 특강

●메가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 태산빌딩 4층
   경영문화연구원 안김 / 010-7774-8924
   지르코니아 심미보철 세미나

목

8/27

●IBS Implant - 인천치과의사회 세미나실 8층/ 070-4063-2875

교정과 임플란트 교합 세미나

제30기 Orthodontic Seminar

●메가젠 -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7층 부산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10-8554-8379
    CHAIR SIDE SOLUTION SEMINAR

●IBS Implant -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8길 13-28 2층

* MagiCore 보철
- “MagiCore 보철의 임상적 이해”

●스누콘코리아 - 대구 수성구 지범로 61 대구치과의사신협 세미나실 / 042-621-2887

임플란트에서의 임상치료의 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