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치과네트워크� 심포지엄� 주제� 및� 연자� (2004~2022)

▶� 2022년� 제� 20회� 미르심포지엄� � � ‘미르� 20년의�발자취와�새로운� 20년을� 향하여!’

연자 연제

대구미르치과병원 Dr.정진영 삭제없이�아름답게..� ‘美라클네이트’

사라토가 도용복 음악이�있는�세계문화기행

대구미르치과병원 Dr.하도원
Pre-implant� placement� and� post-orthodontic� treatment� using�

digital� dentistry� in� patient� with� multiple� missing� teeth

대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Some� things� that� nerver� change� and� Some� things� do�

change

목포미르치과병원 Dr.이동균 함께할� 100년,� MIR� ENDO를� 생각해보기

과천연세치과병원 Dr.김범수 구치부�세라믹�간접수복물의�임상활용과�예후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충
임플란트�치료에�대한� 새로운�생각

(하이니스보철과�자가치아이식재와� CGF)

첨단미르치과병원 Dr.정철웅
Reconstruction� of� ant.� Mx.� severely� resorbed� by�

peri-implantitis;� A� case� report

미르치과네트워크 Dr.박광범 20� 그리고� +20,� 패러다임의�변화와�미르의�역할

▶� 2021년� 제� 19회� 미르심포지엄� � � ‘Moderation� in� dentistry� “네� 말도�옳고�내�말도� 옳다"’

연자 연제

대구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서로�다른�관점의�치료계획�수립과�치료

거제미르치과병원 Dr.이종우 서로�다른�관점의�치료계획�수립과�치료

진주미르치과병원 Dr.허준용 서로�다른�관점의�치료계획�수립과�치료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충 임플란트�진료에서�장기적인�경험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택 임플란트�진료에서�장기적인�경험

구미미르치과병원 Dr.이상화 임플란트�진료에서�장기적인�경험

구미미르치과병원 Dr.강연지 교정치료에서의�협진

포항미르치과병원 Dr.김용철 교정치료에서의�협진



▶� 2020년� 제� 18회� 미르심포지엄� � ‘Another� step� with� you’

연자 연제

광주미르치과병원 Dr.문병준 EZCrown을� 이용한�임플란트�보철�수복� 증례

대구미르치과병원 Dr.김주현
Influence� of� gingival� biotype� on� Immediate� implant�

placement

포항미르치과병원 Dr.황희돈 CGF&PRF를� 이용한�골증대

포항미르치과병원 Dr.이형섭 소아의�부분�치수�절단술

수원미르치과의원 Dr.전창훈 Intentional� odontectomy� of� lower� third� molars

목포미르치과병원 Dr.변용한 사랑니와�함께한�치아교정

목포미르치과병원 Dr.유민기 우리는�어떤�교합을�만들어야�할까?

목포미르치과병원 Dr.양성우 Case� Report;� Full� mouth� rehanilitation

밀양미르치과의원 Dr.김경환 Experience� of� Digital� Oral� Design

▶� 2019년� 제� 17회� 미르심포지엄� � ‘Harmony� of� past,� present� and� Future� for� Optimal� Dental� Solution’

연자 연제

목포미르치과병원 Dr.이동균 미르치과�네트워크를�위한�표준진료지침의�의의와�가능성

대구미르치과병원 Dr.정성국 부분교정의�다양한�활용

BDPG지도의 Dr.원영삼 nformed� consent를� 통해� 환자의�마음을�사로잡는�의료

전주미르치과병원 Dr.정회웅
최선의�치료결과를�위한�다각적�접근�

:� Multifaceted� Approaches� for� Optimal� Prosthodontic� Care

대구미르치과병원 Dr.박찬우 디지털원정대

대구미르치과병원 Dr.하도원 디지털원정대

대구미르치과병원 Dr.안명환 디지털원정대

대구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디지털원정대



연자 연제

아주대학교� 김경일교수 접근과�회피의�소통과�지혜

대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CBCT� 얼마나�알고� 계신가요?�

목포미르치과병원 Dr.이동균 협동진료와�연계된�치과보존학적�치료에�대해�

포항미르치과병원 Dr.김용철 보다�나은�보철치료를�위한�치아의�재배열

광주한결치과 Dr.오현 포괄�치과�임상에서�진단이란?

포항미르치과병원 조동원 치과� DSLR� 활용� 동향� �

연자 연제

강북삼성병원 Prof.이종엽 진료표준화를�통한�혁신경영

수원미르치과의원 Dr.김병천

Orthodontic� diagnosis� considering� the� lower� anterior� teeth�

inclination� ;�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s� and� skeletal�

patterns

대구미르치과병원 Dr.안명환
Cervical� clinic� (Evidence-based�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Cervical� lesions)

목포미르치과병원 Dr.이동균 최신�근관치료술식

포항미르치과병원 Dr.이창환 자연치아�살리기

진주미르치과병원 Dr.허준용 골량이�부족한�하악� 구치부�임플란트�식립방법

광주미르치과병원 Dr.한웅택 최선의�임플란트�치료계획을�위한�고민과�선택

경산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責⼈則明� (책인즉명)

연자 연제

광주미르치과병원 Dr.정철웅

Treatment� strategies� for� implant� restoration� inperiodontally�

compromised� parients;� Periodontal&occlusal� therapy� in�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택 나의� R2� Stent� 이용후기

광주미르치과병원 Dr.윤� � 창 초심� -� 나의� 첫� 증례

창원미르치과의원 Dr.박� � 욱 교정!� 다르게�보면� 쉬워진다

전주미르치과병원 Dr.정회웅
Paradigm� shift� of� Strategies� and� Tactics� in� Complicated�

Implant� treatment� situations

▶� 2018년� 제� 16회� 미르심포지엄� � ‘우리가�추구하는�치과임상의�표준’

▶� 2017년� 제� 15회� 미르심포지엄� � ‘온고지신(溫故知新)’

▶� 2016년� 제� 14회� 미르심포지엄� � ‘협동진료를�통한�포괄적�치과치료’



연자 연제

미르치과네트워크� 박광범회장 미르의�지속적�도약을�위한� 제언

모네상스� � 강신장대표 2015� 나의� 르네상스�만들기� :� 재탄생의�인문학

경산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Paradigm� shift� and� expectations� of� Dental�

treatment� using� intra-oral� scanner.광주미르치과병원 Dr.한웅택

대구미르치과병원 Dr.조상호 Why� Adhesive?� �

경산미르치과병원 Dr.윤상철 예방진료시� NBM치료�접근법

미소를만드는치과 Dr.박창진 PEM� 만성질환인�치아우식증과�치주질환에�대한�내과적�접근

대구미르치과병원 차미송

이제,� Preventive� Care창원미르치과의원 김은정

포항미르치과병원 최현정

통영미르치과의원 허진화

상담을�바꾸는�시간� 20분,

광주미르치과병원 이주향

수원미르치과의원 김은비

순천미르치과병원 문이정

안산미르치과병원 김주미

▶� 2015년� 제� 13회� 미르심포지엄� � ‘미르의�시각으로�보는� 치과임상’�

▶� 2014년� 제� 12회� 미르심포지엄� � ‘미르�임상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

연자 연제

미르치과네트워크 박광범회장 미르의�태동과�발전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이성복교수 환자중심의�임플란트�치료

경북대치과병원 남순현교수 소아·청소년기에서�소수술에�의한�매복치아의�맹출유도

하임치과 Dr.박현식 박현식의�디지털세상

용인오케이치과 Dr.조경안 전악재건술에서의�악간�관계� 재현법

선이고운치과 Dr.김석필 악교정수술의�본질:올바른�교합의�회복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택 R2Stent를�사용한�임플란트�사용�증례

대구미르치과병원 Dr.안명환 성공하는� Root� Coverage,� 실패하는� Root� Coverage�

목포미르치과병원 Dr.이동균 비외과적�재근관치료,� 어떤� 치아에서�하시나요?� �

브레인스펙� 김민정이사 코디네이터�스킬업:텔레마케터�



▶� 2013년� 제� 11회� 미르심포지엄� ‘Back� to� the� basic’

연자 연제

경희대치전원 이성복교수 임플란트�오버덴쳐(Implant� Overdenture)

서울미르치과의원 Dr.최� � 진 X-ray� 진단과�초기치료에서�스탭의�역할

수원미르치과의원 김기해 사랑니�발치를�통한�능력있는치과위생사�되는법

순천미르치과병원 이미선 잘~되는�⼈들은�뭔가� 다르다

부천미르치과의원 엄인정 자일리톨의효능

대구미르치과병원 이혜정 BASIC으로� 다가가는�MIR� 고객접점관리

포항미르치과병원 차정호 P.R을� 활용한맞춤형�보철

대구미르치과병원 권순옥 Oral� prevention� education� 어떻게�하고�계십니까?

▶� 2012년� 제� 10회� 미르심포지엄� � ‘미르심포지엄� 10주년’

연자 연제

미르치과네트워크 박광범회장 미르의�시작과�발전,� 그리고�다음� 10년을�위한�준비

㈜휴먼경영연구원 김정운대표 마음을�움직이는�힘

한양여자대학교 황윤숙교수 대상자별�구강건강관리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이희택원장 기본인명�구조술

브레인스펙 김민정대표 알고�사용하는�재료,� 치료� 성공률에�기여한다!

노무법인다산 이주운노무사 치과병의원�노무관리�이슈�및� 대책

법무법인송현 윤용근변호사 치과병원�운영�시� 필요한�기본적인�법률상식

제일치과의원 Dr.최재흥 치과기계�수리�및� 관리

전주미치과 Dr.신주섭 다양한�수복물에서의�지대치형성방법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 충 의식하진정법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Dental� CAD/CAM� system이� 선물하는� 1석4조의�즐거움

대구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술자가�원하는�임플란트�수술�어시스트란?

메디트플러스 Dr.박종운 치과에서�왜� iPad를� 써야� 하는가?

순천미르치과병원 곽정미 치과계의�떠오르는�블루오션� '노인� 치의학'

경산미르치과병원 김희정 通�하라� ,� 소통의�서비스

첨단미르치과병원 정가영 iPad기초�

대구미르치과병원 김연희 힘드세요?� 1%의�마음을�다잡으세요.

포항미르치과병원 최진영 Crown만큼�인정받는�보존치료�보험청구!

대구미르치과병원 이선미 iPad활용

목포미르치과병원 정혜란 Luxury� of� clinical� 10� Method

진주미르치과병원 고경희 아는만큼�보이는�치주청구

광주미르치과병원 조미도 왜�보험청구여야�하는가?� 보험청구비법

메가젠임플란트 라정주 알기쉬운�구강�카메라�촬영법

광주미르치과병원 조혜은 계속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임상활용



▶� 2011년� 제� 9회� 미르심포지엄� � ‘MIR� 진료실을�디자인하다.’

연자 연제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 충� 면역이�저하된�환자의�임플란트�치료

대구미르치과병원 Dr.하도원 투명�비닐�트레이를�이용한�광중합�간접접착술

전주미르치과병원 Dr.정회웅 교합력에�대한�보톡스효과의�임상보고

분당미르치과병원 Dr.박희주 안면�비대칭의�분석을�위한� 3차원적인�재구성

포항미르치과병원 Dr.방석윤 상악�전치부�치관�파절� 환아의�치료

대구미르치과병원 박지영 Premium� Implant� [Anyridge]

광주미르치과병원 윤명희 교정환자의�자발적�협조도를�위한�제안

광주미르치과병원 조혜은 소아치과와� 10년째�열애중~!

대구미르치과병원 이수민 환자와의�소통에�새로운�창-iPad

첨단미르치과병원 한민희 그땐�미처�몰랐던�근,� 골격계이야기� [근골격계�관리의�
중요성,방법]

목포미르치과병원 홍주희 CAD/CAM을�이용한�치과치료에서�치위생사의�역할

수원미르치과의원 정수연 한눈에� SEE� 할� 수� 있는� Leveling

목포미르치과병원 조지혜 목포지역사회와�WIN�WIN하는�소아치과� 4-UP

순천미르치과병원 이� � 슬 성공하는�치과의�비밀

포항미르치과병원 최진영 환자와�통(通)� 하였습니까?

대구미르치과병원 장현정 엄마,� 아빠~� 미르치과�또� 언제가요?

진주미르치과병원 고경희 보험청구�극복~� 근관치료청구가�즐~거워요

경산미르치과병원 김희정 The� beginning� of� change� and� innovation

목포미르치과병원 정혜란 Luxury� of� staff� clinical� skill

순천미르치과병원 곽정미 시너지�효과를�나타내는�커뮤니케이션



▶� 2010년� 제� 8회� 미르심포지엄

연자 연제

부산미르치과병원 Dr.박준홍 Horizontal� � ridge� augmentaion� with� ridge� split

대구미르치과병원 Dr.이승엽 The� Practices� of� � Occlusion� correction� using� Op� finer

거제미르치과병원 Dr.류창현 tissue� management의� � 관점에서�접근한�임플란트�증례

전주미르치과병원 Dr.오상훈 지대치�형성,� 놓치기�쉬운�점들

진주미르치과병원 Dr.노창세 구강안면통증의�이해와�임상� 진료시� � 고려사항

포항미르치과병원 Dr.손상준 Implant� prothesis� � typeselection� in� multiple� loss� case

경산미르치과병원 김희정 열혈팀장

광주미르치과병원 오지혜 미르매니아�만들기

분당미르치과병원 황수빈 숙련된�치위생사로�가기위한�초보� � 위생사�탈출기(반올림)

안산미르치과병원 조혜경 오늘을�이기는�힘!!� 오늘도� � yes!!

창원미르치과의원 정현숙 하루만에� P.R� 쪼개기

포항미르치과병원 최진영 행복한�병원,� 부자병원,� 당신의� � 병원에�꿈의� 날개를�달자

안산미르치과병원 정은경
상상하여?�창조하라!� -1등� 치과로�만들어�주는�창조와�상상의�
법칙-

첨단미르치과병원 강가선 성격�유형별�구*신환�상담(환자의�마음을�읽다)

첨단미르치과병원 오미선 Something� Good(감정노동에서�자유로워지기)

첨단미르치과병원 정가영 누구나�쉽게�할� 수� 있는� OP� Finder� (Occlusal� plane� finder)

▶� 2009년� 제� 7회� 미르심포지엄

연자 연제

뉴욕미르치과의원 Dr.오혜명 14년�경혐의� New� � socket� lifting� Technique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Reconstruction� of� � collapsed� occlusal� plane

광주미르치과병원 Dr.한웅택 Immediate� implant� � placement� using� n-PTFE� membrane

수원미르치과의원 Dr.최재욱 Team� approach� for� � Compromised� patient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택 임플란트�보철�후�인접치와의�위치관계� � 변화

대구미르치과병원 김연우 당신이�병원은�행복하십니까?

부천미르치과의원 김은영 사람과�사람을�이어주는�공감의�대화

분당미르치과병원 라정주 누가�사진을�이렇게�찍어놨어!!

순천미르치과병원 서미진 나를�바꾸는�지혜,� 프레임!

전주미르치과병원 고민조 임시치아과정을�통한�스탭의�역량� � 강화하기

창원미르치과의원 정지혜 파노라마,당신이놓치는것.�



연자 연제

포항미르치과병원 Dr.김용철 MEAW와�Micro-implant를� 이용한�골격성�개방교합�환자의�치료

목포미르치과병원 Dr.류� � 현 구취조절의�임상적�접근

대구미르치과병원 Dr.강경수 CEREC� system을�이용한�치아수복

대구미르치과병원 신승한 치과진료용� CT의� DATA� Backup과� Publish

순천미르치과병원 허수정 서비스�마인드

대구미르치과병원 김희정 사람을�알면�일이�즐겁다.

부천미르치과의원 임경은 술자와�환자를�위한� 스포츠�마사지

안산미르치과병원 김주미 지금�당신에게�필요한건�유머�타임

분당미르치과병원 이금희 고객의�감성을�자극� 하자

첨단미르치과병원 이선미 미르치과�발전을�위한� 환상의�팀웍(Team� work)

대구미르치과병원 김연희 보험청구� 2%부족하다

광주미르치과병원 김은정 미래가�원하는�치과� 코디네이터�업무

포항미르치과병원 김회숙 미세현미경을�이용한�치근단�절제술

광주미르치과병원 최경옥 미세현미경�치근단�수술의�유용성

대구미르치과병원 남소년 나를�사랑하자

▶� 2008년� 제� 6회� 미르심포지엄

연자 연제

분당미르치과병원 Dr.박희주 교정치료와�전악보철에서�교합평면의�설정

광주미르치과병원 Dr.류경훈
full� mouth� � reconstrucion환자에�있어서의�

교합평면�재구성에�관한�고찰

광주미르치과병원 Dr.윤� � 창 How� to� use� the� � composite� resin

분당미르치과병원 윤경옥 연봉이�높은�직원들의� 7가지�습관

광주미르치과병원 임은경 미르치과병원�내원환자의�병원만족도�및� � 재이용의사

수원미르치과의원 최주희 뻔뻔(fun� fun)웃음

순천미르치과병원 박은희 이기려면설득의show를하라�

순천미르치과병원 우정옥 순천미르치과병원으로�벤치마킹�오세요

안산미르치과병원 김주미 이제는�말할�수� 있다

전주미르치과병원 송한나 미르의�사브라

진주미르치과병원 고경희 스피치가�경쟁력이다

포항미르치과병원 최진영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치과병원

▶� 2007년� 제� 5회� 미르심포지엄



분당미르치과병원 김나나 나를�찾아�떠나는�여행(에니어그램)

목포미르치과병원 정윤진 업무능률�향상과�자가진단을�위한�동영상�촬영과�그� 활용

첨단미르치과병원 강가선 치과위생사의�자기개발�활용방법

목포미르치과병원 정혜란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으로�고객을�내편으로�만들어라

광주미르치과병원 조효순
외래환자를�통한�치과병원�경영분석(이용빈도와�진료수익성의�
연관성)

수원미르치과의원 윤정강 악교정�수술을�위한� 스텝의�역할

첨단미르치과병원 조혜은 계속구강건강관리(IDC)� 프로그램의�활용과� Cariogram�소개

광주미르치과병원 양경윤
구취의�원인분석과�해결을�통해� 얻어지는�사회적인�영향력
(이젠!� 자신있게�대화�할�수�있어요.)

포항미르치과병원 이정애 입냄새�어떻게�해야� 하나요?

▶� 2006년� 제� 4회� 미르심포지엄

연자 연제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 충 전신질환과�임플란트� � 임플란트�환자의�병리학적�접근

서대구미르치과병원 Dr.김광효 What� factors� influence� the� gingival� line?

경산미르치과병원 Dr.윤상철 Pivoping� appliance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현 임상에서의�코칭�상담� tool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영훈 악관절�질환�치료에�있어서�숙지해야�할� 이론� 및� 최신경향

분당미르치과병원 이은주 적극적�리콜�시스템

목포미르치과병원 한희경 위생사의�역할과�자질변화

목포미르치과병원 정다운 CTG

분당미르치과병원 김나나 구강보건�교육을�통한�환자유치

포항미르치과병원 장윤희 전신질환과�치과진료의�연관성

서대구미르치과병원 안명환 Disocclusion

포항미르치과병원 최진영 나로부터�비롯되는�변화

첨단미르치과병원 김선호 MIR� is� different

안산미르치과병원 조양숙 서비스�마케팅�어디까지인가?

부천미르치과의원 김세라
전�미르치과병원의�구강보건실도입(신설)과정착,�
향후� 얻을� 수있는�이점



▶� 2005년� 제� 3회� 미르심포지엄

연자 연제

광주미르치과병원 Dr.김대엄 하얀치아�만들기

분당미르치과병원 Dr.이호재 치주치료와�임플란트

서대구미르치과병원 Dr.김광효 전치부�심미�임플란트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재순 인간중심�사고의�효과적�실천

광주미르치과병원 Dr.임영관 치과진료와�약물요법

경산미르치과병원 Dr.윤상철 TMJ� 환자와�진료의�효율성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영운 치아�이식을�이용한�치료시�효율성에�대한�고찰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 충 임플란트�지지형�가철성�부분틀니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Shilla� system을� 활용한�진단과�보철

대구미르치과병원 Dr.조창식 의료시장�개방에�대비한�교차� 감염�방지

광양미르치과병원 Dr.김현수 치과계�현실과�우리가�나아갈�방향

부천미르치과의원 Dr.김기흥 병원내�시스템�운영에�있어서의�효율성

대구미르치과병원 박연주 고객의�만족도를�최상으로�끌어내기�위한�치아미백�시술법

대구미르치과병원 강두희 임플란트�환자의�진료유형에�따른�효율성�재고

순천미르치과병원 정혜련 효율적인�고객관리

수원미르치과의원 한희정 치과병원에서의�위생사�멘토링

광주미르치과병원 황한아 MOT� 표준화를�통한�고객�응대의�효율성

경산미르치과병원 차미송 디지털�치과의�현주소

광주미르치과병원 조미도 효율적인�협진�진료의�대안

순천미르치과병원 김애리 시간관리� � 각� 스텝의�역할분담으로�인한�효율성

안산미르치과병원 최진숙 생각하면�행동이�변한다.

목포미르치과병원 박영심 소아치과�구강보건교육의�효율성

서대구미르치과병원 이희명 Self� Ligation� Bracket의� 효율성

포항미르치과병원 강수진 고객�불만이�줄었어요� � 1:1� 매니지먼트

대구미르치과병원 최주현 병원서비스�변천사

분당미르치과병원 이경미 변화의�시대에�따른� 병원�마케팅전략

수원미르치과의원 진재천 네트워크�병원�진료� 연계에�대한� 표준안�제시

대구미르치과병원 신승한 소프트웨어의�효율적�관리와�경제적인�구매

목포미르치과병원 안성준 Mystery� shopping을� 이용한�병원진단

광주미르치과병원 이웅식 ISO� 시스템의�도입과�효율적인�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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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연제

광주미르치과병원 Dr.정병초 소아치과�그것이�알고� 싶다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택 상악�전치부의� immediate� implatation

수원미르치과의원 Dr.전창훈 자가�치아�이식

포항미르치과병원 Dr.노� � 충 행복한�치과치료

대구미르치과병원 Dr.서영호 치과치료에�있어서� Sedation

대구미르치과병원 Dr.박성연 소아치과�진료에�있어서�수면치료

광양미르치과병원 Dr.정중재 사랑니�발치

부천미르치과의원 Dr.서영진 심미성을�고려한�치료계획�수립(교정)

순천미르치과병원 Dr.이상현 당신은�선수입니다.� 코치�필요하십니까?

목포미르치과병원 Dr.김종철
정치부�보철을�포함한�치주� 처치후�시간� 경과에�따른� 치은�
형태의�변화
(1~2년� f/w� case� report)

광주미르치과병원 Dr.한웅택 심미�치주�치료

광주미르치과병원 Dr.윤� � 창 치과전용� CT� NEWTOM� 9000의� 활용

목포미르치과병원 오가형 게임을�이용한�서비스교육

광양미르치과병원 박종순 챠트작성의�중요성

광주미르치과병원 오지혜 위상차�현미경을�통한� TBI

부천미르치과의원 김현정 성공적인�치과치료를�위한�예방치학의�도입

광주미르치과병원 박방울 칫솔의�세대�교체

안산미르치과병원 최윤정 교정환자관리시�위생사의�역할

수원미르치과의원 한희정 의료시장�개방�의사들만의�문제인가

광주미르치과병원 김유민 치주치료�치유�과정

대구미르치과병원 박세진 효과적인�임플란트�수술� assist법

대구미르치과병원 이승애 임플란트�보철�과정에서의�위생사의�역할

광주미르치과병원 조효순 인생을�바꾸는� Implant

광주미르치과병원 이경미 소아치과�훔쳐보기

포항미르치과병원 정인경 소아환자의�행동조절

순천미르치과병원 곽정미 엄마�치과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