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E to The Korean Academy of Vision Dental Institute

한비연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 원포인트 카운터링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공계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로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
록 자기발전과 실력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휴가이후 미래를 위한 나만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한 번 세워보
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비연아카데미에서는 특정도재와 상관없이 지르코늄을 포함한 모든 도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원
리를 바탕으로 이해위주의 설명과 창의력계발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여러분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적
은 시간으로 고효율을 높이는 소수정예 평일반 Reverse mentorship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없는 직장인
을 위한 화∙목 야간 원포인트 카운터링반은 기공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막히면 실제 임상 케이스를 가져와서 완성하는 것으로
각자 준비한 기공물의 궁금증과 참가한 회원의 서로 다른 중요한 팁스를 공유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업
그레이드가 필요한 분 들게 유익한 시간과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박 형 랑

개설강좌 프로그램 및 개강예정일
강사 프로필

강좌명

Weekday Course

One-Point Contouring Course

Weekend Course

간

2개월코스 월4주

3개월코스 총8회

3개월코스 총6회

주 5일 (월~금)

매주 화∙목요일 저녁

매월 1,3째주 토요일

개강일시

8월중 수시등록정원제

강의내용

도재기초에서 심화까지

Contouring & Finish

(기초반)

빌드업후 마무리까지

Build-Up Hand on
Zr.Cr./Laminate 강의포함

준비물

빌드업 및 카운터링도구
임상소모재료 제공

빌드업 및 카운터링도구
수정할 도재 약간 각자지참

캡,빌드업 및 카운터링도구
재료제공 및 중식제공

기

8월중오후 6시이후

8월20,27일 / 9월17,24

(수시∙수강예약제)

※ 원활한 개강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받습니다. 상기일정은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 Ceramax One Day 빌드업 코스안내
매월 2째주 토요일 14:30~20:00, 50세 이상은 등록비무료
준비물- 임상모델과 캡, 빌드업도구, 석식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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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주)알파덴트 협력연구원
- 현 한비연 KVDI Academy 원장

연수∙등록문의
(주)알파덴트
010-7295-4624 박민주 과장
010-2271-2278 윤재남 실장
한비연세미나실
02-414-9134 / 010-3330-5675 원장 박형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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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 Vision Dental Ceramic Institute Center / KVDI Academy

Since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