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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일정표
목

●IBS Implant - 광주치협 / 042-719-7970

금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대전충청지부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9층 상지홀 / 010-2490-5935

8/22

8/23

토

8/24

매직코어 보철 시스템

학술집담회 - 치과스탭과 함께하는 우리병원 임플란트

●INVISALIGN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F 오크룸 / 02-6001-7800

Pre-Invisalign Course
●IBS Implant - 전북 전주 / 042-719-7970

스텝세미나 & 보철세미나
●IBS Implant - 서울 구로 / 042-719-7970

New trend of implantology
●The Prosth-Line Dental Institute - 부산 사상구 바이오템 세미나실 / 010-7528-2809

PRO-CD 설계와 임상 (38기)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가이스트리히코리아 - 서울 / 02-2138-6244

상악동 거상술
●KACG - CDC 치과(청담동) / 070-8275-4739

2019 Orthocephalics : PAMPA Therapy seminar in SEOUL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제28기 Orthodontic Semina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9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7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20기 정규과정 LEVEL UP COURSE
●쓰리디케이피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07호 회의실 / 031-442-0077

임상교정 심화3기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AIC 연수센터 / 070-4394-9978

배정인 원장에게 디지털 초보 오세요~
●얼굴치과Club - 서울성모병원 611호 / 010-2924-8275

Basic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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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식 교수의 Adjunctive Orthodontics 임상연수회

일

8/25

●대한노년치의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2강의실 / 010-2476-6319

2019년 12기 1차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과정
●INVISALIGN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F 오크룸 / 02-6001-7800

Pre-Invisalign Course
●The Prosth-Line Dental Institute - 부산 사상구 바이오템 세미나실 / 010-7528-2809

PRO-CD 설계와 임상 (38기)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 / 010-3594-7610

"FROM TMJ CHARTING to 12 COMMON TMDs" 세미나
●메디플러스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1호 / 010-2201-2894

제16차 스마트폰광학 & 소수정예치과의 비전과 실제(완결판)
●BOSTON DENTAL ACADEMY - 신사동 에이플러스빌딩 6층 세미나실 / 02-2038-2879

보철·임플란트 고급과정

월

●IBS Implant - 안산 / 042-719-7970

화

●치협ㆍ치과의료정책연구원 - 치협 5층 강당 / 02-2024-9187

8/26

8/27

MagiCore 신규 세미나

제2차 정책포럼
-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KACG - CDC 치과(청담동) / 070-8275-4739

2019 Orthocephalics : PAMPA Therapy seminar in SEOUL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서울대치과병원 1세미나실 8층 / 02-2273-3875

2019 치과임플란트 아카데미
●GAO - GAO 세미나실 / 02-548-2877

GAO 20기 정규과정 LEVEL UP COURSE
●덴탈스쿨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 / 010-4512-1828

사랑니발치 노하우 대공개
●덴탈빈 - 덴탈빈 디지털교육원 / 070-4644-8466

RED COURSE - 임플란트 수술, 보철의 시작
●오스템임플란트 - 부산 AIC 연수센터 / 070-4394-9978

배정인 원장에게 디지털 초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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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용주 원장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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