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연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 평일∙주말정규 세미나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비연아카데미는 심미보철의 첫 걸음부터 세라미스트 입문까지 많은 분들에게 기공현장에서 길잡이
가 되고 있습니다. 도재 전반에 걸친 주중평일반과 정규 주말반∙CERAMAX One Day Hand On 코스를 소수정예 연
수생을 모집합니다. 선별된 실제 임상모델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드리고 차원 높은 임상경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공유함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공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거나, 포세린 파트로
옮기려는 분, 장기휴직 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박 형 랑

개설강좌 프로그램 및 개강예정일
강좌명

Weekday Course

Weekend Course

Weekend Course

2개월코스 월4주

3개월코스 총6회

주 5일 (월~금)

매월 1,3째주 토요일

2011년 7월 4일(월)

2011년 8월 6일(토)

2011년 6월 18일(토)

( 10:00 ~ 18:00 )

( 10:00 ~ 18:00 )

( 14:30 ~ 20:00 )

강의내용

도재 중급에서 심화까지

Build-up & Contouring

(소수정원)

(기초반)

준비물

빌드업 및 카운터링 도구
임상 재료 제공

캡, 빌드업 및 카운터링 도구
재료 제공 및 중식제공

기

간

개강일시

매월 2째주 토요일

Build-up Hands On
모델, 캡, 빌드업 도구
각자 준비한 임상케이스로 실습

강사 프로필
- 신흥대학∙연세대학교 재료공학대학원 졸업
- LA college of Dental Training Course 전임강사
- DEN-MAT CO. Dental Lab. In USA
- 2007 The 5th World Cogress of IFED 세계심미
치과학회 기공분과 조직위원장
- 신흥∙김천∙혜전대학 외래∙겸임교수 역임
- 심미보철기공학회 학회장
- 심미치과학회 부회장
- 독일, 일본 연수 다수
- Lecturer of ATC
- 현 (주)알파덴트 협력연구원
- 현 한비연 KVDI Academy 원장

연수문의 한비연세미나실
02-414-9134 / 016-330-5675
(주)알파덴트 박민주과장
010-7295-4824

※ 원활한 개강준비를 위해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세미나 문의 문자를 남겨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계좌 국민은행 824-21-0152-511
등록참고 Daum Cafe 한국비전치과도재연구회
http://cafe.daum.net/haloarteeth
Recommendation

장

세미나 후기

소 한비연세미나실(서울역 부근소재)
1호선∙4호선 서울역 12번 출구 7분거리
4호선 숙대입구역 1번 출구 200m

Dental Porcelain for PFM

Dental Porcelain
for Zirconia

※ 기공실장 모집 : 빌드업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4대 보험직장 가입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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