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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아, 제8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WIOA) 학술대회, “TADS in lingual orthodontics: what’s the difference?”

일본 미야자키, 2D bracket 연수회 초청 강연, “2D 설측 교정”

일본 후쿠오카, 2D bracket 연수회 초청 강연, “2D 설측 교정”

일본 나고야, ‘2nd Korea-Japan joint meeting’, “Upper anterior torque control in extraction cases with lingual brackets”

일본 나고야, ‘2nd Korea-Japan joint meeting’, “To be a professional assistant”

일본 나고야, 2D 설측 교정 연수회 One day course: 2D 설측 교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자

태국 푸켓, 제5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WIOA) 학술대회,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환자 지향적 ‘보이지 않는’ 치아교정”

Forestadent Japan 초청 일본 Tokyo 2D 설측 교정 세미나 강연

“빠르고 쉬운 ‘보이지 않는’ 치아교정 방법; 환자 지향적인 2D 설측 교정술“

일본 오사카, 오사카 치과대학 연수회 초청 강연, “선수술 교정”

일본 Forestadent 초청 강연, “빠르고 쉬운 ‘보이지 않는’ 치아교정 방법; 환자 지향적인 2D 설측 교정술”

일본 오사카, 2D bracket 강연, “2D Bracket의 임상적 활용”

싱가폴, Khoo Teck Puat Hospital 초청 2D 설측 교정 연수회,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Seminar”

일본 도쿄, 2D 연수회 초청 강연,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Seminar”

대만 타이페이, 제2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WIOA) 학술대회, “Skeletal anchorage system을 기반으로 한 발치 전략”

중국 시안, 제4군 의관대학 치과대학 초청 강연, “설측 교정과 2D 설측 교정의 최신 지견”

대만 타이중, Chung Shan Medical University 강의,

미니스크류 교정술 One Day Course “기본에서 고급까지; 생역학과 심미학의 적용”

베트남 하노이, 제1회 베트남치과학회(Vietnam Dental Congress) 특강 및 Live Surgery, Convention center, Hanoi, Vietnam

‘Clinical application of Mini-screw in Orthodontic treatment’

베트남 하노이, National Institute of Odonto-Stomatology 초청 Two-days Hands-on Course, Hanoi, Vietnam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mini-screws’ 

대만 타이중, 제6회 Asian Implant Orthodontic Conference 발표,

‘Clinical application of Mini-screws in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필리핀 마닐라, 초청 미니스크류 연수회, One-day Hands-on Course,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미니스크류의 모든것”

일본 오카야마, 제5회 아시안임플란트교정학회 학술대회(AIOC) 강연,

“추출하거나 하지 않거나: 골격 앵커리지에 따른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국 베이징, 5th Asian-Pacific Orthodontic Conference, “Surgery first, orthodontic treatment later”

중국 베이징, 5th Asian-Pacific Orthodontic Conference, “Mini-screw 사용시 문제 해결법”

중국 선양, Action치과병원 “설측 교정과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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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정학술지 논문 게재, Journal of Orthodontics, Vol. 40, 2013, S14–S19 Ian Hutchinson 박사와 공동 기고 게재

“Fabrication of lingual orthodontic appliance, past, present and future.”

독일 슈트트가르트, 독일교정학회 초청 강연, “설측 교정 및 미니스크류 교정의 최신 지견”

영국 런던, Royal College 개최 영국설측교정학회(BLSO) 초청 강연

영국 워릭, 영국 Warwick 대학 초청 교정 연수회, “설측 교정의 Lever arm 역학”

레바논 베이루트, 설측 교정 연수회, Two-day Course “기본에서 고급까지의 설측 교정술”

프랑스 칸느, 제8회 유럽설측교정학회(ESLO) 초청 강연,

“One day pre congress course: trouble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and various laboratory procedures”

프랑스 칸느, 제8회 유럽설측교정학회(ESLO) 초청 강연, “설측 교정에서의 Mini-screw의 사용”

영국 워릭, 영국 Warwick 대학 초청 교정 연수,

“One day pre congress course: trouble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and various laboratory procedures”

영국 워릭, 영국 Warwick 대학 초청 교정 연수,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미니스크류의 모든것”

모로코 카사블랑카, 핫산 국립치과대학 교정과 초청 강연, Two-days Hands-on Course 설측 교정 연수회

프랑스 파리, 세계교정연맹 주최 제6회 IOC 파리학회 발표 “Mini-screws for skeletal anchorage: 협측과 구개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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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너하임, 제6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 “Model Set-Up Based Surgery-First Approach with Mini-screws”

                     미국 LA, ‘Mini-screws in Orthodontic treatment & Lingual Orthodontics‘

미국 워싱턴 DC, 시애틀, FORESTADENT one day course, ‘2-Dimensional Lingual Bracket System’ 

미국 워싱턴 DC, 제110회 미국교정학회(AAO annual meeting) Hands-on Workshop,

“성인에서의 ‘보이지 않는’ 교정을 위한 TADs 활용”

브라질 쿠리티바, Brazil 교정학회 초청 강의, “2 Day Lingual orthodontic course”

미국 LA, ADI, CA. USA, “Contemporary Clinical Orthodontics”

미국 앤아버, Univ. of Michigan 초청 강연, Ann Arbor MI, “Clinical use of mini-screw; Trouble shooting and Biomechnics”

미국 모건타운, Univ. Of West Virginia, WV., “Clinical use of mini-screw; Trouble shooting and Biomechnics”

미국 보스톤, 미국교정학회(AAO) booth, MA., “Clinical use of mini-screw; Trouble shooting and Biomechnics”

미국 LA, USC medical Center, CA., ”FOS; Surgery first and Orthodontic treatment later”

미국 LA, Pasadena 교정 강연회, “Clinical use and trouble shooting in mini-screw”

미국 시애틀, 교정 강연회, WA., Two day hands-on course on Mini-screw; from the basic to advanced

미국 뉴욕, 제1회 세계설측교정학회(WSLO) congress,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멕시코 베라크루즈, Mexico Veracruz 치과대학 초청 강연, “설측 교정과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

멕시코 베라크루즈, Mexico Veracruz 치과대학 초청 강연, “1day course on Lingual Orthodontics”

미국 시카고, 제100회 미국교정학회(AAO) 테이블 클리닉 발표

‘The orthopedic effect of protraction-headgear and long term stability’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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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제4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 학술대회(WIOC), “미니스크류를 이용한 무치악 공간의 폐쇄”

호주 시드니, 제2회 호주 미니스크류 교정 연수회, “기본에서 고급까지”; 생역학과 심미학의 적용

시드니 멜버른, 제2회 미니스크류 교정 연수회, “기본에서 고급까지”; 생역학과 심미학의 적용

호주 브리스번, One day Hands on course, Brisbane,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Mini-Screws”

호주 시드니, One day Hands on course, Sydney,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Mini-Screws”

호주 멜버른, One day Hands on course,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Mini-Screws”

호주 멜버른, 20th Australian Orthodontic Congress, 

“FOS(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Surgery first, orthodontic treatment later”

호주 멜버른, 20th Australian Orthodontic Congress, 크라운타워 “Mini-screw 사용시 문제 해결법”

Oceania

2015. 1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7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 학술대회(WIOC) 발표, 

‘How To Manage Side Effects In Orthodon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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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Orthodontics, “An Arcitectural and Structural Cephalometric Analysis”

Asian Pacific Orthodontic Congress, Seoul Korea, “The Management of Anterior Diastema”

SAI Lingual Orthodontic forum, “Mechanical consideration in Lingual orthodontics”

Korean Society of Orthodontist 강연,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제34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강연,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SAI Lingual Orthodontic forum,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제35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Clinical use of 3D dental model in Orthodontics”

부산대학교 교정학교실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경희대학교 교정학교실 강연,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제4회 치과기공 실습생을 위한 교정 실습 심포지엄 강연, 서울 강남성모병원 “치과 교정술에서의 생역학”

가톨릭대학교 교정학교실 강연,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삼성의료원 교정과 강연,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연세대교정과 초청 동문 강연, “수술 먼저하는 주걱턱 교정치료”

연세대교정과 동문 강연,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시 발생 가능한 iatrogenic errors”

제37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구연 발표, Seoul COEX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시 발생 가능한 iatrogenic errors”

제37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Posterboard Presentation

‘Digital virtual set-up과 3D RP model을 이용한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FOS)용 wafer의 제작’

세미나 리뷰 239호 “선수술 후교정”

월간 개원, “선수술 교정치료; 기능적 악교정 수술”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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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Oral Presentation 

“Post-operative orthodontic treatment after various surgical approaches in functional orthognathic surgery”

Catholic Univ. Seoul,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대구 San artos 치아교정포럼 “2D Lingual Bracket을 이용한 설측 교정"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동문회 강연 “2D Lingual Bracket의 임상응용”

전남대 대학원 특강 “FOS: 주걱턱 선수술 교정“

연세대 대학원 특강 “FOS: 주걱턱 선수술 교정”

세정회 학술 세미나 “성공적인 선수술 교정을 위한 진단, 치료시 고려사항”

제39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Posterboard Presentation “선수술 교정치료 시 정확한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Seoul “제39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구연 발표 “2D lingual bracket을 이용한 설측 교정”

Annual meeting of KODT, “Clinical Consideration of laboratory procedures for Lingual Orthodontics”

삼성의료원 수술 교정 연수회 “선수술 교정의 진단과 준비 과정 및 술후 교정법”

2nd WSLO congress, Pre-Congress: “Drill-Free Mini-screw Hand-on Course”

2nd WSLO congress,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and various practical laboratory procedures”

제40회 대한치과교정학회 Posterboard Presentation “제III급 부정교합 개선을 위한 선수술(FOS) 교정치료에서 미니스크류의 적용”,

“선수술(FOS) 교정환자의 수술 후 초기안정성에 관한 연구”

제6회 아시안임플란트교정학회 

“A New Approach for CI III Surgical Treatment (FOS)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Mini-screws”

고운미소치과 네트워크 초청 강연, “선수술 교정에서 미니스크류 사용”

고운미소치과 네트워크 초청 강연, “설측 교정 및 2D 브라켓의 응용”

1st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WIOC) & 7th AIOC, “설측 교정에서의 미니스크류 사용”

제1회 세계임플란트교정학회 및 제7회 아시안임플란트교정학회 

“Application of Mini-screws in Functional Orthodontic Surgery”

제1회 아이디 치아교정 및 턱교정수술 심포지엄 “성공적인 Functional Orthodontic Surgery(FOS)를 위한 고려사항”

성인교정 심포지엄 “새로운 패러다임 - 선수술 교정에 대한 접근”

세미나 리뷰 - 이주의 연자, 제428호 “선수술 교정 체계화가 우선”

이화 교정 미니심포지엄 “선수술 교정(FOS) - 그 가능성과 한계”

체계적인 선수술 교정 Workshop “선수술 교정(FOS)의 올바른 이해”, “선수술 치료시 발치와 비발치 전략”, 

“Mini-screw를 이용한 술후 교정 및 Trouble shooting”

VR세종아카데미 2D 설측 교정 연수회,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대구컨벤션센터 2D 설측 교정 연수회,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COEX대한설측교정학회, “2D 설측 교정의 치아 이동 특성”

실패하지 않는 선수술 교정 연수회, “선수술 교정을 위한 전문의간 협조 및 전반적 술식”

광주 2D Lingual Bracket 연수회,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Seminar”

KALO 교정 연수회 초청 강연,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경희대학교 교정과 동문회 학술대회 강연, “Trouble Shooting in Lingual Orthodontics II”

제43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2D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이동; 구체적 양상과 임상적 고려사항”

제43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구연 발표, 

“Precision surgiculator를 이용한 예측 가능한 pre-orthodontic orthognathic surgery(POGS)”

하이덴탈 코리아 선수술 교정 연수회 초청 강연

부산 이루미 교정 치과 네트워크 강연, “선수술 교정치료에 관한 1-day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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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설측 교정 연수회, “Advanced course in lingual orthodontics”

제44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심포지엄 발표, “성공적인 선수술의 조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0권 2호 연재, “성공적인 선수술 교정치료를 위한 고려사항”

세미나 리뷰 연재, “비발치 치료전략: 2D 브라켓을 이용한 전치부 배열”

강남성모병원 성인교정심포지엄 강연, “정확한 선수술을 위한 수술의뢰 가이드라인”

서울 2D 설측 교정 세미나, “Advanced 2D Lingual Technique Seminar”

서울치과기공소 초청 강의, “설측 교정”

대한심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연, “2D 브라켓을 이용한 전치부 총생의 해결”

연세 임상교정 심포지엄 / 제4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동문학술대회 강연, 

“골격성Ⅲ급 부정교합의 악교정 수술 후 연조직 적응”

KALO 주최 전공의 대상 무료 설측 교정 특강

설측 교정치료를 위한 교정 Staff 연수회

제46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교정 Staff를 위한 특강, Jeju, Korea, ‘사랑 받는 직원이 되는 법’

OSSTEM AIC 수요 화상 세미나 강연, "Use of mini-screw in daily orthodontic practice"

강남성모병원 수련의 교육 “2D 설측 교정술식의 임상적 활용”

선수술 교정 심포지엄, ‘선수술 교정시 전치각도의 설정’

대한선수술교정학회 연례학술대회, “선수술 환자의 수술 교합 구성과 이를 이용한 wafer 제작”

제47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Treatment strategy for Cl II orthognathic surgery‘

치과위생사를 위한 교정임상강좌 ‘교정진료 스텝의 관점에서 알아야 할 설측 교정'

삼성의료원 교정 아카데미 심포지엄, "수술 교정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

선수술 교정 심포지엄, “양악수술이 능사인가? Cl lll 선수술 교정시 편악수술의 활용”

제49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Main 심포지엄, 한일 Joint meeting 한국대표,

“Long-term stability after orthognathic surgery in skeletal class l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