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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발표
대한치과교정학회 정기총회 및 제46회 학술대회 표준증례전시
2013년 10월, “KAO case report”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교정치료 증례 발표회
2013년 2월 “3D digital model을 활용한 부정교합의 치험례”
UCLA 치과병원 교정과 exchange residency program
2012년 8월 “Molar distalization with fixed intraoral appliance in growing patient”
USC (남가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exchange residency program
2012년 8월 “Molar distalization with fixed intraoral appliance in growing patient”
연세대학교 교정과 mini-residency course case presentation
2012년 6월 “Miniscrew를 이용한 open bite 문제 해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석사공개발표
2012년 5월 “Stability of orthodontic miniscrews according to screw design”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공의 학술대회 발표
2012년 5월 “성장기 환자에서 고정식 구내 장치를 이용한 구치부 원심이동”

논문 및 저서
Munkhdulam Terbish, Seong-Hun Yoo, Hee-Jin Kim, Hyung-Seog Yu, Chung-Ju Hwang, Hyung-Seon Baik, and Jung-Yul Cha
Accelerated Bone Formation in Distracted Alveolar Bone After Injec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Journal of Periodontology, September 2015, Vol. 86, No. 9 , Pages 1078-1086
Seong-Hun Yoo, Young-Chel Park, Chung-Ju Hwang, Ji-Young Kim, Eun-Hee Choi, Jung-Yul Cha
A comparison of tapered and cylindrical miniscrew stability
European Journal of Orthodontics 36 (2014) 557–562
Seong-Hun Yoo, Hye-Young Choi, Hyung-Seog Yu, Hyoung-Seon Baik, Jung-Yul Cha
Maxillary anterior segmental distraction with rigid external device: case report
Korean Journal of cleft lip and palate 14(1):19~2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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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10년 5월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 annual session Washington DC, USA
Seong-Hun Yoo, Hyun-Seung Moon, Hye-Young Choi, Munkhdulam Terbish, Chung-Ju Hwang, Jung-Yul Cha
Evaluation of clinical success of miniscrews according to screw design
2010년 11 월 18일 - 20일
제43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 인천, 송도컨벤시아
Hyun-Seung Moon, Hye-Young Choi, Seong-Hun Yoo, Munkhdulam Terbish, Jung-Yul Cha

방송 및 블로그
치과의사 쌍둥이 아빠의 아이(齒)야기, www.아이야기.com 운영
NAVER 맘-키즈 선정 ‘수요일 아빠는 전문가’ 칼럼 게재
홍혜걸의 의학채널 비온뒤 닥터콘서트
‘치과의사 유성훈의 치맥(齒脈)’ 진행 중
홍혜걸의 의학채널 비온뒤, ‘주옥같은 육아썰전’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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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코리아나 화장품 직원교육 초청 가연
2016년 12월 “치주질환의 원인, 증상, 예방법 및 치주를 고려한 교정치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문화강좌
2016년 8월 디큐브시티점,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교정치료 & 아이 치아 관리”
롯대백화점 문화센터 문화강좌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교정치료 & 아이 치아 관리”
2016년 8월 평촌점, 안산점
2016년 9월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2016년 10월 수원점, 김포공항점
“성인 교정치료 & 성인 치아 관리”
2016년 9월 잠실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원 발대식 초청강연
2015년 3월, 강원도 속초시
㈜아모레퍼시픽 직원교육 초청 강연
2014년 10월,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보건소 주민보건강좌 강연
2014년 9월,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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