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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개원준비는 디오가 집중하겠습니다. 
Digital Dentistry를 이끄는 First Mover를 넘어
원장님의 든든한 Partner가 되겠습니다. 

검증된 기술력과 수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이 더 나은 진료환경에서 더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디오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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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개원사업부의 목표는

오직 신규 개원 원장님의 성공을 위해 

최적의 디지털 솔루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에서 최상의 신환 마케팅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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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를 만나면
개원을 위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DIO OPENING 
100일 프로젝트

개원 전 준비과정에서부터
개원 후 사후 관리까지

프로세스 안내

신규 개원을 준비중이신 원장님 곁에 디오가 항상 함께합니다.

입지 및 진료권 분석  I  자금 관리  I  대출 실행개원 100일 전

병원브랜딩/상호/컨셉 수립  I  인테리어 업체 미팅 및 선정개원 80일 전

의료기기 및 장비/기구 등 업체 미팅  I  필수 교육과정 이수개원 70일 전

사업자 등록 및 세무/노무 컨설팅 진행 (채용공고,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개원 50일 전

마케팅 작업 (홈페이지/블로그 등)  I  개설신고개원 40일 전

네트워크 세팅  I  공단 프로그램 및 단말기 설치개원 30일 전

임상교육 및 지원  I  업무 프로세스 교육 및 숙지개원 20일 전

사전 홍보 및 시뮬레이션  I  업무 프로세스 점검개원 10일 전

탄탄대로 신규 개원 완료!개원 D-DAY

신규개원가 이슈 및 솔루션

경영이슈 개원의 과제

솔루션

환자들의 치과 선택 패턴 변화
(추천율 및 검색에 의존)

내외부 분석을 통한 가치중심의
차별화 전략 수립으로 경쟁력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 전략 기반의 개원 단계별 수립
(사업계획-입지-자금-세무-인테리어-서비스-채용)치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치과수 대비 인구감소로 인한 경쟁 과열
(코로나19 회복 시 개원 급증 예상)

전 직원 임상교육 및 서비스 훈련 강화

문의률을 높이는 마케팅 콘텐츠 개발과
내원률을 높이는 접점 개선

홍보 마케팅과 더불어 고객관리를 통한
재내원 향상과 소개 창출 시스템 구축

치과 구인난 및 높은 이직률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 및 임상지식 향상

주요 소비계층 MZ세대의 등장

개원 전략 컨설팅

개원 실전 지원 'DIO OPENING 100일 프로젝트'

원장님과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임상교육(핸즈온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10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서비스 전략 컨설팅 및 실전 개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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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된 진료 시스템과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오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품교육과 임상교육 및 자문을 진행합니다.

디오가 직접 방문하여 실제 세팅된 진료환경에서 핸즈온 중심의 제품 교육을 진행합니다.

뉴욕대학교 치과대학(NYU)과의 공동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설비 구축, 연계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NYU에서 자격을 인증받은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NYU DDA 수료 완료 인증서를 지급합니다.

*일정에 따라 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병호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치과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치과대학
세계로치과병원 예닮치과병원 디지털아트치과

정승미  교수 정동근  원장 강재석  원장 신준혁  원장

DDA  I  DIO DIGITAL ACADEMY

찾아가는 DDA 커리큘럼

세계 최고의 디지털 치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 세계 최고 권위의 뉴욕대학교 치과대학(NYU)과
  공동 교육 커리큘럽 구성 및 설비 구축, 연계 교육활동 교육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치과환경에 맞춘 최고 경쟁력을 갖춘 교육 커리큘럼

DIO DIGITAL ACADEMY

DIO DIGITAL ACADEMY

NYU DDA 커리큘럼

개원 전 준비단계

10   교육 (시스템 교육/임상교육)

Time Title

이론 30분 1) DIOnavi. Process   2) Kit & Offset

실습 60분 핸즈온(Hands-on)

Time Title

DAY 1
(FRI)

4시간
(240분)

[이론]  1. Digital Flapless Implantology 

[Live]  2. Live Surgery

DAY 2
(SAT)

5.5시간
(330분)

[이론]  1. Clinical Considerations and Guidelines

[이론]  2. Digital & Analog Prosthesis

DAY 3
(SUN)

5.5시간
(330분)

[이론]  1. Digital Implant Clinical Case Study

[실습]  2. DDA(NYU Advanced) Hands-on

실제 진료환경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DDA(DIO Digital Academy)는 디오의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핸즈온 중심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DDA는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있는 치과의사들과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원장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DA 프로그램은 핸즈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 최고의 연자들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DDA 프로그램은 치과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임상케이스를 채택하여
DIOnavi.(Surgical Guide) 이론, 영상 교육,
DIOnavi.를 이용한 Hands-on Live Surgery 참관으로 구성되어
본 과정의 수료 만으로 디지털 치과 진료를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DDA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DIO만의 Digital Solution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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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서지점   02-2268-2850

강북·일산지점   02-2274-2850

대전·충청지점   042-255-2804

인천지점   032-515-2878

경기지점   031-244-2885

강원지점   033-765-2809

전주지점   063-244-9654

광주지점   062-384-2822

대구지점   052-321-2806

울산지점   052-256-2177

부산지점   051-745-7810      

경남지점   055-267-5229
(제주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