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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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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동아대병원 치과학교실 - 치과신협회관 / 010-9322-8737

●한국접착치의학회 대구지부 - 경북치대 1층 강당 / 053-212-1000

2019 학술집담회
●황순정 교수 문하생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강의실 / hsjseminar@gmail.com

황순정 교수 퇴임기념 학술세미나
- 최적 기능과 심미를 위한 턱교정 수술

2019 동아 Implant 연수회
- 개원의를 위한 from a Basic to the long-tern management

일
6/9

●KIMS 교정연구회 - 부산 광명오소컴 2층 세미나실 / 010-8944-7737

제5기 부산 실전 임상 교정 마스터 코스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9108-4192

20th Advanced Course
●KACG - CDC 치과(청담동) / 070-8275-4739

●동아대병원 치과학교실 - 치과신협회관 / 010-9322-8737

2019 동아 Implant 연수회
- 개원의를 위한 from a Basic to the long-tern management
●덴탈빈 -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 / 070-4644-8466

신의 한수 그리고 인간의 실수

2019 Orthocephalics : PAMPA Therapy seminar in SEOUL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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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 연세치대병원 4층 보존과 / 02-2228-3020

2019 치과보존학 Mini Residency 과정(전반기)
●위메진아카데미 - 동작구 이수프라자 2층 위메진아카데미 / 010-9161-9395

옥용주 원장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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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제27기 Orthodontic Seminar

●IBS Implant - 울산

울산 세미나
●대한치과교정학회 광주전남지부 - 전남대 치전원 5층 평강홀 / 062-514-2275

1차 집답회 - Orthodontic Management of Chin Deficiency
●전북치대, 치과병원 - 전북치대 양이재 양이홀 (2호관 1층) / 063-270-4006

2019 상반기 치의학평생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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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상반기 수요화상 세미나 :
치과의사, 스태프가 함께하는 치과경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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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세계초음파치과학회 - Van der Valk Hotel, Tilburg / 010-9214-4422

토

●MEAW 교정연구회 -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 / 010-725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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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치의학 연수과정

WCUPS 2019 Netherands - Thinking Outside The Box

7th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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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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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젠 - 울산 상공회의소 6층 제2회의실 / 010-8286-8182

Overdenture Total Solution Hands-on Course
●세계초음파치과학회 - Van der Valk Hotel, Tilburg / 010-9214-4422

WCUPS 2019 Netherands - Thinking Outside The Box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7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얼굴치과Club - 아름다운얼굴치과 / 010-2924-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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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경영노하우

●고려대 안암병원 - 고려의대 신의학관 315,316호 강의실 / 02-318-2866

개원의가 바로 턱관절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Know How 전수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20기 정규과정 LEVEL UP COURSE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TTM 최신 임상교정 연수회
●내이치럼치과병원 - 070-7825-5688

가족이 함께하는 지과경영 노하우
●동아대병원 치과학교실 - 치과신협회관 / 010-9322-8737

2019 동아 Implant 연수회
- 개원의를 위한 from a Basic to the long-tern management
●IBS Implant - 대전

연수회 17기 1회차
●홍익메덴 - 베트남 호치민 의과대학 / 02-999-6990

제8회 베트남 치과의사 되기
●대한치과마취과학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층 / 02-2072-4109

2019년도 제19차 학술대회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Black COURSE - 상악동거상술과 상악구치부 치료전략의 모든 것
●대한양악수술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010-4561-0153

2019년 춘계학술집담회 - New Technologies from New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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