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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DA 세계 최고의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전문가 육성을 위한 DDA(DIO Digital Academy)는 

전 세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핸즈온 중심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DDA는 급속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치과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함과 동시에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있는 치과의사들과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써 원장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DA 프로그램은 핸즈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 최고의 연자들이 원장

님과 함께 합니다.

DDA 프로그램은 치과의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임상케이스를 채택하여 DIOnavi.

(Surgical Guide)이론, 영상교육, DIOnavi.를 이용한 Hands-on 및 Live Surgery 참

관으로 구성되어 본 과정의 수료 만으로 디지털 치과 진료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습니다.

DDA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세계 최고의 DIO만의 Digital Solution에 대한 지속적인 지

원활동이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자진과 디오 테크니션이 커리큘럼에 대한 완벽한 습득이 

가능하도록 밀착해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정기적으

로 디오 테크니션의 지원 활동이 제공되며, 실제 임상 적용 및 디지털 치과 운영에 관련

하여 연자진의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 활동을 제공해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의 지원 활동은 프로그램의 진행 기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본 프로그램을 수

료한 원장님이 치과에서 DIO Digital Solution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Mentoring System

디지털 치과 Work-Flow의 시작점인 Intra Oral Scanner(Trios 3)를 포함한 디오 

Digital Solution을 최소의 비용으로 구비할 수 있는 프라임 프로모션 특전을 제공해 드

립니다. Intra Oral Scanner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우리 치과의 경쟁력을 위한 필수 아

이템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현존 세계 최고의 정밀도와 속도를 자랑하는 Intra Oral Scanner Trios 3

를 도입할 수 있는 프라임 프로모션 특전을 받아 보세요.

2.  Prime Promotion 특전

연중 진행되는 오프라인 세미나 DIO Digital Dentistry Seminar와 온라인 세미나 

DIOtv 참여를 통해 최신의 Digital Dentistry Trend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DIO International Meeting을 통해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과 

Global DIO User간 교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Special story of a leading 
group in dentistry

Benefits of DDA



Curriculum Title Time

DIOnavi. System의 개요
- DIOnavi. 개념 정립

DIOnavi. kit 활용
- DIOnavi. Master Kit / Narrow Kit
  제원 및 사용방법

1 hr

Hands-on Blocks
- Bone Block을 이용한 offset 개념 정립
- 골밀도 분석 : D1 & D3 골질 차이
- Bone Block Hands-on

0.5 hr

[ 전치부 및 골폭이 좁은 case ]

Hands-on course 1 
- #11-22
- 전치부 치아 3개 수복
- Immediate Restoration

0.5 hr

[ 무치악 case ]

DIOnavi. Surgical guide Fix KIT
- 제원 및 사용방법

Hands-on course 2 
- #36-#46
- 무치악 case
- Immediate Restoration

1 hr

[ Sinus case ]

DIOnavi. Sinus KIT
- 제원 및 사용방법

Hands-on course 3 
- #16
- Sinus case 

Hands-on course 4 
- #26-#27
- Sinus case

2 hr

Q&A 0.25 hr

Surgery 영상
- 준비과정 / 구치부 / 상악 전치부 /
  무치악 / 사이너스 케이스

1 hr

설문지 작성 0.25 hr

Total 7 hr 
( 식사시간 0.5 hr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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