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KOREA Section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KOREA Section

ICD KOREA

Message

ICD 소개

from the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화창하고 활기찬 5월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ICD한국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주시는 고문님과 자문위원 그리고 ICD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14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ICD한국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훌륭하신 회원님을 모시고 치과계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송년회에서는 일본과 대만 회원 22명이 참석해서 각 나라의
ICD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CD를 통해 치과계의 활동을 공유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 션
본 회에서는 지난 11월 재한몽골학교를 방문하여 약 300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구강교육지킴이 사업으로 치아건강의

ICD KOREA는 인류를 위한 탁월한 전문분야적 업적,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구강향상 증진교육과 더불어 장학금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그리고 치의학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개최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문, 문화 학술 주제의 학술

선도적이며 영예로운 치과 단체이다.

집담회와 회원에게 생일 책보내기 사업과 음악회, 역사 탐방 등으로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한 이음과 나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치과계의‘나눔’,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의‘이끔’역할에 관한 사업 중의 하나로
그간 ICD한국회는 DSI와의 협약으로 진행한 치과임상윤리학(Dental Ethics at Chairside) 번역서를 故 지헌택 고문님

모 토
봉사와 봉사기회의 인지

헌정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발간한‘치과임상윤리’책자가 윤리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잘
활용되어 대학교 학부와 치협 보수교육에 꼭 필요한 치과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치과계는 세계 치과계 속의 주도국으로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훌륭한 인재
양성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ICD한국회는 치과의사의 학문적 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한 이음과 나눔, 그리고 다양한 학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의사로써 치과계에

ICD의 목표

이바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이끔으로, 치과계에서 거울이 되고자 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Reaction이
아닌 Reflection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거울로 볼 수 있다면 누구나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갈 수

· 치과의사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보편적 포럼을 제공한다.

있겠지만 우리는 실수와 후회하면서 배우고 발전하고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 치의학의 성장과 보급을 발전시킨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은 내일의 발전을 위해 누구에게나 있는 과정일 수 있고, 내일을 위한 비젼과 발전을

· 전세계 치과의사와 일반대중을 위한 차별화된 봉사를 인식한다.

위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거울에 밝은 치과계의 모습을

· 전문과목의 수련과 구강보건을 위한 연구를 향상시킨다.

그려보면 어떨까요?

· 전세계적인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다.
· 인도주의 사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의 의미를 가장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시간으로 채운다면, 우리가

· 최고수준의 직업적 능력과 개인윤리를 유지한다.

이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잘 한다면 그 역할이 밑거름이 되어 작지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 치과의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높은 인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배려로 스스로 자신의 리더가 되어 자신에게

· 전문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역사와 존엄성이 영속되게 한다.

맞는 의미 있는 일을 ICD한국회 안에서 함께 합시다.
2019년 5월에
ICD 한국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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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세계회장

축사

김경선 회장이 이끄는 한국 ICD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과 실천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제교류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

지 헌 택 (1993)

양

적이고 다정한 분위기로 임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화목한회 운영을 함으로써, 여성회장의 역량을 여지없이 보여 주고

웅 (2014)

있으며, 온화하게 회를 다스리는 모습이 정겹고 포근하고 흐뭇하며 자랑스럽다.

회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인문학과 역사·문화·경제·예술 강좌를 마련하여 회원의 교양과 자질을

ICD 한국회 역대 회장단

높이고 품위향상에 노력하여, 특히 이번에 치과의사의 도덕경이라 할 수 있는 윤리교본을 발간함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경의를 표한다.

초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4대 회장

5대 회장
우리 치과의사의 수가 3만을 돌파하니 그중에는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례를 경계해야 하고, IT강국에 고도의 기술
발전과 차원 높은 AI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결여되기 쉬운 정신문화와 예의범절 내지는 인간
관계와 윤리도덕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치과의사의 윤리강령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이때에, 윤리책자
발간은 아주 적절하고 절실한 것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는 바이다.

고문

지헌택

6대 회장

고문

어수철

7대 회장

고문

김일봉

8대 회장

고문

김규문

9대 회장

고문

정상주

10대 회장

우리나라 ICD는 故 이영옥 교수에 의하면, 1967년 제 5차 아세아태평양치과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학회로서
그 당시 미국 알칸소주 Little Rock에 있는 ICD 회장과 회원들이 내한하여 서울클럽에서 회를 열고, 이유경, 이영옥,
김귀선, 윤신현, 김낙희 선생 등 5명에게 최초로 회원증이 수여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뒤 몇 몇 분이 개인적
으로 회원이 되었으며, 1979년 나를 비롯한 故 안형규 학장과 백명석, 박재중, 민병일, 김종원 등 6명이 롯데 Hotel
정식 인증식에서 회원증을 받은 지 만 40년이 되었다.

고문

고관성

11대 회장

고문

최욱환

12대 회장

고문

김종열

13대 회장

고문

양유식

14대 회장

고문

정재영

차기회장

1986년 11월 故 지헌택 회장에 의하여 경주에서 ICD 한국부회가 창립되었고, 1991년에 당신이 국제회장이 됨으로써
한국 ICD는 국제적으로 확고한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으며 자타가 공인하는 치과의사 최고 정상의 모임으로 발전
되었다. 온고지신으로 지난날을 회고하며 오늘날을 바라보니 감개무량하다.

나는 역사적인 이 모임에 평생회원으로 몸담고 있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훌륭한 역대 회장들의
노력으로 이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데 감사하고, 한국 ICD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할 뿐이다.

고문

이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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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이태수

직전회장

여환호

회장

김경선

차기회장

장문성

2019년 5월

유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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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CD 송년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

2018년 12월 1일 ~ 12월 2일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입성 축하
참석 김민정 치협 문화복지이사 등 7명 입회, 일본·대만회 축하 방한

김경선 회장과 아키라 센다 차기 ICD 세계회장

김경선 회장과 쳉 대만회장 (사진 좌측),
미야자키 일본회장 (사진 우측)

2018 ICD 송년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

또 오는 2020년 ICD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방한한 아키라 센다 차기 ICD 세계회 회장을 비롯해 미야자키 ICD
2018 ICD 송년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구 치협 고문,

일본회 회장, 쳉 ICD 대만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준비한 선물을 김경선 회장에게 전달했다. ICD는 이들 외국

나승목 치협 부회장, 박영국 경희대 총장 권한대행, 아키라 센다 차기 ICD 세계회장, 미야자키 ICD 일본회장, 쳉 ICD

방한단 일행을 초청, 송년회 행사 전일인 2018년 12월 1일 반얀트리 로터스룸에서 웰컴디너 행사를 열기도 했다.

대만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명의 ICD 회원부부가 참석했다.

특히, ICD 대만회는 첫 번째 방한이라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경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회장 취임 후 진행하고 있는 재한몽골학교 후원사업, 치과 윤리학 책자 번역 발간사업,
월례 학술집담회, 음악회 감상, 역사탐방 등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경선 회장은“ICD는 오는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가장 오래되고 영예로운 치과계 단체로, 세계 122개국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ICD는 우리사회에 진료를 통한 봉사와 헌신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영예로운 모임”이라며“이음, 나눔, 이끔의 정신으로 치과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체로 더
발전하고 역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신입회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광혁 교수가 이끄는‘세계악기 여행 콘서트’와 푸짐한 경품이 마련돼 회원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한해를 마무리하며 신입회원 7명을 새로 맞았다.
이날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조헌제 원장(앵글치과의원), 박병건 교수(전북치대), 하승룡 교수(단국치대 죽전치과병원),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 김민정 치협 문화복지이사(봄의언덕치과의원), 권혁진 원장(에이블청아치과의원), 고용재
원장(여의도 베스트덴치과의원) 등 7명이 새로 입회했다.

06 / 07

www.icdkorea.org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KOREA Section

ICD KOREA

‘치과임상윤리’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치과임상윤리 포럼 공동개최

2019년 5월 14일

ICD 한국회는 지난해 10월 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회장 김명진), 명문출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치과임상윤리
번역 및 출간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4월 발간을 알렸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치과의료윤리학 교과서‘Dental Ethics at Chairside’를 번역한 치과임상윤리는
앞으로 국내 치과계 주요 대학 및 단체에서 치과 윤리 교과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경선 ICD 회장은“최근 치과계는 도덕적 가치관이 소홀해지는 가운데
과잉진료, 과도한 저가진료 등이 의료계 불신을 양산하는 현실에 한 명의
치과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치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접근이나 안타깝게도 치과계
주요 대학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적절한 교과서가 없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윤리 교과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이 책을 바탕으로 치과계가 여러 상황에서 지켜야 할 기본개념을 지켜
김경선 ICD 회장

나가고, 치과계 교육에 유용하도록 하여 치과 윤리 책으로 행복한 미래
건설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 한국회)와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DSI)은 5월 14일 서울클럽에서
故 지헌택 고문 헌정‘치과임상윤리’출판기념회와‘치과임상윤리 포럼’을 잇달아 개최했다.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널(DSI) 회장이자 ICD 부회장인 김명진 원장은
“ 국내 치과계의 지나친 상업화를 안타깝게 느끼던 중 치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빈약한 자료 현실에 도움이 되고자 윤리교과서 출간작업 힘을 보태게
됐다”면서“치과임상윤리는 치과의료와 치과의료인의 존엄한 가치를 회복
하는 데 작은 씨앗이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진 ICD 부회장은 경과보고에서“이번‘치과임상윤리’교과서 발간으로
치과계가 마땅히 되찾아야 할 치과인의 윤리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ICD 부회장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형오 前 국회의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경북대학교치과대학

이어서 백범김구 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장)인 김형오 前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치과임상윤리는 단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신홍인 원장, 단국대학교치과대학 한원정 학장, 스마일재단 나성식 명예이사장, ICD 한국회

교과서의 의미를 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출간을 축하했다.

자문위원회 이수구 위원 등의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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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도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가
일
참

시 2018년 11월 17일
석 김경선 회장, 정상주, 김종열, 양유식, 정재영 고문, 26명의 회원들

김경선 ICD 회장, 김명진 ICD 부회장 - 지경준 이사장(故 지헌택 고문 자제)에게 치과임상윤리 헌정

이날 ICD 한국회는 본회를 창설하고, 치과의사 및 학자로서 치과계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故 지헌택 박사에게
헌정도서로서‘치과임상윤리’교과서를 전달했다.

이날 교과서를 대신 헌정받은 지헌택 고문의 자제 지경준 이사장은 감사 인사에서 지 고문이 △치협 등 전문인
단체를 통한 공헌과 △오피니언리더 그룹인 ICD 한국지부를 창설한 점 △DSI 국내 사역을 통한 인류애 실현 △몽골
치과계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한 점 등을 설명하며“이 땅의 전문인의 표상으로 살아오신 지 고문을 본 받아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2018년 11월 17일 남산역사투어를 진행했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의
해설로 두시간반에 걸쳐 진행된 역사투어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상주, 김종열, 양유식, 정재영 고문과
26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남산역사투어는 남산일대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 우리의 역사를 발견한 시간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서 묵념을 하며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되짚어 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남산은 원래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남산 주변에 신궁, 신사, 통감부, 헌병대 등 여러 시설들을 설치해 운영하며 지금의
아픈 과거사가 곳곳에 쌓여 있다. 남산에 있는 신궁, 신사들은 단군을 숭배했던 종교시설의 흔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던 것을 박해받았던 역사를 담고 있다. 지금은 출입통제로 표지석만 볼 수 있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며 정신과의사로, 우리나라 슬픈 역사의 유적들을 보존하고, 의미를
후대에 전해 우리의 민족혼, 얼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도준 회장은 일제 헌병대가 있었던 남산골 한옥마을과
한일합방을 체결한 을사조약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이 새긴 장충단 표지석 비문 등을 설명하며“이곳이
이강운 전 법제이사

내빈들의 축하 케이크 커팅
한원정 단국치대 학장, 이철규 대표, 김명진 ICD 부회장,
김경선 ICD 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신홍인 경북치대 학장

(좌측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현충원으로 이곳에 한국판‘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 일제에 희생당한 우리 조상들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기념회 후에는‘치과임상윤리 포럼 - 의료윤리와 함께 하는 치과 경영’을 대주제로 한 치과 임상윤리포럼이

김경선 ICD 회장은“투어를 진행한 오늘이 1905년 한일합병일인 을사조약 체결일이다. 일제의 압박과 탄압의 흔적이

진행되었다.

다 사라져 버려 100년 후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역사를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 본 기회였다. 민족의

처음 강연은 이강운 치협 전 법제이사가‘의료법과 의료윤리’의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이어 이철규 좋은치과만들기모임
대표가‘윤리적인 사람, 윤리적인 치과’를 주제로 강연해 청중의 연이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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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몽골 학생 구강건강 수호

ICD와 함께 하는 정동 역사탐방

일
참

일
참

시 2018년 12월 14일
석 김경선 회장, 황재홍 대외협력이사, 한국재 원장(삼성탑치과의원)

시 2019년 5월 23일
석 김경선 회장, 윤도준 회장 외 42명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몽골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잇솔질 방법과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다.

ICD의 김경선 회장과 황재홍 대외협력이사, 한국재 원장(삼성탑치과의원) 등이 2018년 12월 14일 재한몽골학교를
찾아 재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육을 비롯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관리용품을 전달했다.
특히, 치주질환용 분말치약 생산기업 ㈜라이프온 엑소덴 후원으로 1,000여 만원 상당의 구강용품세트 350개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김경선 회장과 황재홍 이사는 아이들에게 잇솔질 영상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궁금한 질문에 직접 답해주며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

ICD는 재한몽골학교에 연 2회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ICD는 지난 9월 재한몽골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학생들의 등록비로 기부하기도
했다. 황재홍 대외협력이사는“한국 학생들과 달리 궁금한 질문을 서로 하겠다고 손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해주는 순간이 너무 뿌듯하고 귀여워 보였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봉사에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회장은“한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양국의 관계 증진과 추후 학생들이 성장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ICD 선배 회원들도 몽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만큼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려 한다”며“ICD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나눔과 이끔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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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학술집담회

2019년 1월 22일

ICD 세계 경제 견문 넓혀
연자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김경선 ICD 회장

오충원 예원부부치과 원장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2019년 1월 22일 서울클럽에서 기해년 새해 첫 학술집담회를

오충원 원장은 한 장소에서 약 23년 동안 개원을 하며 쌓아온 치과의사로서 자신만의 케이스 스토리를 담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이‘한·중·일 경제 삼국지’를 주제로 세계 경제의

진행했다. 그는 먼저‘롱런을 위한 노하우’로 △운동을 열심히 할 것과 △진료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되는 경제현황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 산업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우리 경제의

‘ 석션라인을 이용한 집진기’를 추천해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효율적인 술식과 치과 경영’을 위해 △PIN 술식을 강력

발전전망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추천했으며 △템포러리는 원장이 직접 하고 △올세라믹을 많이 할 것을 권했다. 또‘예후 좋은 환자 중심 심미보철’을
위해 이맥스프레스를 이용한 올세라믹 보철을 강력 추천했다.

안현호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추진과제로 중소·중견기업, 장비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바이오
등의 미래 첨단 유망분야 성장 동력의 다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 수립 시 중국의 부상, 제4차 산업혁명 추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을 고려해야 할 변수로
설정하고 교육, 금융, 노동시장 등 모든 경제·사회제도의 개편을 통한 미래지향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ICD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세계 경제에 대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2월 학술집담회

2019년 2월 26일

개원가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토탈 임상
연자 오충원 원장

김경선 ICD 회장

오충원 원장 발간식 케이크 커팅식

김경선 회장은 이날 인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베트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치과계의 성장과
화합을 말한 뒤“오충원 원장의 강의에 감동했다. 일상의 진료 환경을 잘 정리해 감사하다”면서“회원 간에 다양한

ICD 한국회는 2019년 2월 26일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2월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2018년 6회

이야기를 나누는 ICD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샤인덴트포토 학술상을 수상하고, 2월 17일 열린 제13회 샤인학술대회에서‘개원가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토탈 임상’을

ICD 한국회는 강연에 앞서 오충원 원장의 신간‘아이디어가 함께 하는 종합 치과 임상 케이스’서적 발간식 및

강연한 오충원 예원부부치과 원장이 같은 주제로 연단에 섰다.

케이크 커팅식도 열어 출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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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술집담회

4월 학술집담회

2019년 3월 25일

“이번엔 신화다”

“그리스로마 신화로 본 의술과 의술의 신”

연자 김 헌 교수

김경선 ICD 회장

2019년 4월 23일

연자 김 헌 교수

김 헌 교수

김 헌 교수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2019년 3월 25일 서울클럽에서 인문학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학술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김경선·이하 ICD)가 2019년 4월 23일 서울클럽에서 제4차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여

집담회를 개최하며“사회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즈음.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의

치과의사들의 인문학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강연의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 연제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며 장명진 학술이사가 임원 단톡방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장 이사는 글에서“인생은 여정이고, 오늘 우리의 하루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으로 건너뛸 수 없는 징검다리라고

이날 세미나에는 제3차 학술집담회를 진행한 김 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연좌로 나서‘의술과 신화, 의술의

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주제로 그리스로마 시대 의술의 신 아폴론의 탄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은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그 지혜를 김헌 인문학연구원 교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아폴론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 켄타우로스에게 의술을 배워 의술의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후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약물 조제, 환자 회복 등에 힘써왔다는 내용,

김 교수는‘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 교황의 서재’그림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천주교 수장인 교황의 방에

오늘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유래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신학자나 예언자가 아닌, 아폴론이나 소크라테스 등 이교도 신이나 철학자가 그려진 그림이 있다는 것은 교황도
세속적인 가치를 경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권력과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를 중심

김 헌 교수는“오늘 강연 전 나눈 이야기를 통해 치과 의사분들의 치과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
그리스로마 속 의술의 신들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으로’라는 주제로 그리스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 신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했다.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강연이 끝난 후 ICD 회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나타난 그리스문명과 트로이 전쟁의 실상, 이를
영웅적 행위로 포장한 호메로스의 스토리텔링의
효능과 시사점, 디오니소스 제전의 정치적 의도,
그리스 참주들의 문화정책을 통한 위기극복 등을
설명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변화
김 헌 교수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D 회원들은 강연이 끝나고 질답시간을 가지며 문화를 통한 권력 형성과정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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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미전

2019년 5월 9일 ~ 5월 12일

2019 ICD 생일 회원 책 보내기 사업

축제가 끝난 자리

- 문화복지위원회

작가 정상주 고문
치과 의사들의 예술적 재능을 볼 수 있는‘제3회 치의미전’이 5월 9일~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제41차
아시아 태평양 치과의사 연맹 총회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
기자재 전시회 (SIDEX 2019) 행사 기간 동안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회화 및 사진과 1~2회 치의미전 대상 수상자들의 사진 및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치의미전에서‘축제가 끝난 자리’의 제목으로 출품자 중 최고령으로 정상주 고문의 수채화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작품은“화려함은 볼수없고 시들어 쇠잔한 모습이 애처러워 한번 화폭에 담았다”고 전했다.

■ 1월 생일 도서

■ 3월 생일 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박인권
신종연
유양석
홍예표
한국재
이상필
이민정
채종성
박인임
박광범
류재준
노수영
김성기
김가영
박창헌
김기성
김명진
김성택
맹명호
박철완
백승학
백철호
신덕재
정주령
강명신
이준석
김은숙

논어에 반하다
골목 인문학
스테디셀러
실존주의자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묻다
지금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에베레스트에서의 삶과 죽음
벤호건 모던 골프
책사의 인간경영
당신의 퀀텀리프
업의 그릇을 비워라
괴테를 따라 이탈리아*로마 인문기행
명상매뉴얼
중국 경제, 지금은
시베리아
두사람의 역사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시간이 담아낸 것들
당신의 퀀텀리프
니체
밤을 가로질러
지금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표석을 따라 한성을 거닐다
프로이트 심리학 강의
관서악부
초격차 기업의 3가지 원칙
궁금해서 밤새 읽는 유럽사

■ 2월 생일 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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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류인철
배아란
백승진
송민호
신준한
양 웅
양유식
이상직
이수구
장문성
정유미
최순철
형민우

권병곤
권태호
김 선
김성태
김태성
박진호
심경섭
이근혁
이재일
이재천
이형석
임영준
장호열
태일호
이종호

괄호속의 시간
한권으로 일근 스페인 근현대사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국유사
한눈에 꿰뚫는 세계지명도감
이름없이 빛도 없이
비행하는 세계사
산다는 것은 한줄기 바람이다
네델란드에 묻다. 행복의 조건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메스를 잡다
거울 촉각 공감각
미래의 단서
야바위 게임
위대한 사상들
세상이 버린 폐허

■ 5월 생일 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고광준
구윤성
국윤아
김재철
박슬희
신금백
안종모
염문섭
이계원
이동악
이성복
정 혁

한중일 힘의 대전환
나폴레옹을 물리친 퍼그
미학 수업
경험 수집가의 여행
오토노미 제2의 이동혁명
공감 선언
워런 버핏, 부의 기본원칙
사기 인문학
스트리트 스마트
서울의 6000년
존 스튜어트밀 자서전
불평등 트라우마

소설을 생각한다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사서심경
핵무기와 국제 정치
부동산 신경제 지도 어디를 주목할까
나이듦, 그 편견을 넘어서기
도덕경
미래는 와있다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삼강오륜
동아시아 고대신의 쟁점
이익에게 관용을 배우다
생각하는 인문학
빛의 만리장성
야바위 게임
뉴파워 : 새로운 권력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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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D 학회 일정·회원 동정

ICD 학회 일정

2019 ICD 학생리더쉽상

ICD는 매년 4개 대학(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조선치대)의 치과대학·대학원 졸업생 중 학생리더쉽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ICD 학생리더쉽상은 경희치대 김현성 학생과 연세치대 양진석 학생, 조선치대 공대룡 학생이

일

정

2019. 01 .05
2019. 01. 17
		
2019. 01. 31
		

내

용

5차 신년이사회 개최 (WY치과세미나실)
2019년 고문단 조찬 모임
- 치과윤리학 발간 기금마련을 위한 논의

		

2019 신년하례식 및 제6차 이사회
- 학술집담회, 인증식 및 정기총회, 문화활동, 역사탐방, 골프대회,
경품권 추첨
- 치과윤리학책 발간식을 위한 홍보 및 포럼준비

		
2019. 03. 09
		

7차 이사회 개최
- 치과윤리학책 발간 및 포럼준비의건
- 정기총회 및 인증식 준비의건

2019. 04. 13

8차 이사회 개최

2019. 05. 04

9차 이사회 개최

정

내

용

2018. 12. 06

장호열 국제본부 이사 - 미얀마 ICD 섹션 참가

2019. 01. 12

ICD 이태수 감사 - 자녀 결혼

2019. 01. 14

김명진 부회장 - [부고] 빙모상

2019. 03. 27

오충원 정보통신이사 - '아이디어가 함께하는 치과임상' 책자 발간

2019. 03. 27

염문섭 회원 - 서울탑치과 이전

2019. 04. 07

김성기 이사 - 차남 결혼식

2019. 05. 09 ~ 12

1. 경희치대 김현성 학생

2. 조선치대 공대룡 학생

ICD 회원 동정
일

수상하였다. 총 3명에게 ICD 회장상 시상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정상주 고문 - 제3회 "치의미전" 작품 전시

3. 연세치대 양진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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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 2019 신입회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치주과학 전공)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총무기획이사
·현) 프레스 치과 대표원장

김 병 덕

김 종 환

박 덕 영

22 / 23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 박사
·Visiting Scientist, Department of
Neural and Pain Sciences, School of
Dentistry, University of Maryland
·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안면통증구강내과
교수
장 소 희

어 규 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의학대학원 졸업
·전북대치과대학 보철과 수련의
·전북치대 국소의치강의
·전주시치과의사회 회장
·전북치과의사 신협 이사장, 감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
·28대협회 감사
·보철학회 전북지부장
·현) 통합치의학 전속지도의
·현) 전주기전대 치위생과 보철학 강의
·현) 30대 대의원총회 의장
·현) 전주미르치과병원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박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예방치과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기획협력처장
·대한치과보험학회 차기회장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책연구회장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소장
·몽골(2011, 2017), 캄보디아(2011), 네팔(2018)
해외봉사
·현)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
·현) 한국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장
·현)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감사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위원,
상대가치개정위원
·현)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학부총장

임 익 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원 석·박사
·구강안면통증내과학 전공 및 박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원
·MEAW 치과교정학회 회원
·대한구강안면통증내과학회 회원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우수회원
·<아원아카데미> 설립자 및 연수회 지도교수
·오스템 임플란트 교육센터 교육자 및
연구센터 자문위원 역임
·중국치과의사협회 초청 강연 다수
·학회 관련 임플란트 및 교합에 대한 강연
다수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개발 (SMARTbuilder
SB1 Ti Membrane)
·임플란트 식립가이드(EQ Guide) 개발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총동문회장
·열린치과의사회 봉사활동
·광명시 청소년 연맹 (소년소녀 가장 후원회)
·현) 서울시 양천구 검도회장 (검도 6단)
·현) 제일치과의원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치의학 석·박사
·장애인복지시설 동산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기봉사)
·키르기즈스탄 의료봉사 (서울치대 동창회
주관)
·캄보디아 의료봉사 (대여치 주관)
·현)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현) 예원치과 원장

최 유 성

·오클라호마 시티(OCU)대학교 졸업
·오클라호마 치과대학원 졸업
·바른미래당 미세먼지대책 위원회 위원
·현) 오클라호마 자연주의치과 원장

정 수 창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원 석·박사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부천분회 공보이사, 법제이사, 부회장
·경기지부 선출직 부회장
·경기지부장
·인제대학교부속 서울백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제26기계화보병사단 의무대, 국군진해병원
치과군의관
·치과 의료정책 전문가 과정 1기 수료
·중앙일보 최고경영자과정 J포럼 14기 수료
·현) 이지치과 원장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치과대 학장

한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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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원진 명단
직 책

성명

치과명

전화번호

지헌택
유양석

고

문

직 책

이메일

성명

02-738-4534

010-8704-7248

부

회

장

치과명

전화번호

H.P

이메일

이재천

CDC어린이치과

02-515-0926

010-3728-5284

childentist@hotmail.com

김흥중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062-230-6875

010-9434-6875

hjbkim@chosun.ac.kr

최병기

최병기치과

최욱환

02-732-0137

010-5252-0282

02-978-1506

010-8724-5311

choident1@hanmail.net

김규문

02-571-6940

010-6238-2875

사 무 총 장

권긍록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02-958-9343

010-7143-2875

krkwon@khu.ac.kr

정상주

02-404-4172

010-5918-3497

사 무 차 장

백상현

에스플란트치과

02-512-0700

010-6280-6490

drwhite@dreamwiz.com

김종열

02-3474-1315

010-5265-9341

재 무 총 장

유원희

더블유와이치과

02-514-5575

010-2833-5732

whyoo@chol.com

재 무 차 장

박경희

샬롬치과

053-212-1000

010-7138-9938

shalomp@hanmail.net

국제본부이사

장호열

코리아치과의원

02-564-2879

010-2886-4238

webmaster@koreadental.co.kr

국 제 이 사

배아란

경희치대보철과

02-958-9340

010-3794-3990

ahranp@khu.ac.kr

장명진

성북이앤이치과

02-2117-1898

010-3343-2855

implant65@gmail.com

이민정

원플러스치과

02-2637-1266

010-8116-2381

minfact@paran.com

양유식

서울 스타일치과

02-2234-2982

010-5208-5047

정재영

정치과의원

02-2266-7046

010-5290-8380

양

자 문 위 원

H.P
010-5394-2233

웅

010-2577-3055

yoosiky@naver.com
woongyang0204@gmail.com

이상필

필치과병원

02-593-0725

010-8913-2910

phil0725@hanmail.net

이태수

이태수치과의원

02-3465-2875

010-8730-7725

rheedent@hanmail.net

김명진(서)

서울대치과병원

02-2072-2632

010-8590-3265

myungkim@snu.ac.kr

공 보 이 사

이재윤

프라임치과

02-357-8907

010-8536-9092

hanil32@naver.com

김은숙

김은숙 치과

02-594-2850

010-8970-9680

kimdental@hotmail.com

홍 보 이 사

윤정아

윤정아치과의원

02-517-4817

010-8733-4817

yja6411@hanmail.net

류인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537-3310

010-3287-3397

편 집 이 사

임의빈

삼성임치과

02-564-4071

010-8770-3246

euibinimdmd@naver.com

박인권

이지치과의원

02-546-5428

010-2911-4174

tikortho@chollian.net

문화복지이사

전상섭

향기로운치과

031-715-4212

010-7615-4213

sanha1579@yahoo.co.kr

김수관

조선대 치과병원

062-220-3819

010-3633-7316

sgckim@chosun.ac.kr

법 제 이 사

김기성

남상치과의원

02-831-2875

010-3277-4796

namsang0249@nate.com

박영국

경희대 치의학대학원

02-960-7238

010-3778-2877

ygpark@khu.ac.kr

섭 외 이 사

주성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치과

031-961-7530

010-9077-2870

scjoomok@hanmail.net

신금백

서울치과병원

02-3482-7528

010-3681-0543

lifedental@korea.com

이정우

이정우치과

032-562-2875

010-4073-9829

leeyjwow@hanmail.net

이상호

이상호치과의원

032-812-1568

010-3781-2481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박준봉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성재현

범어성치과

신승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이건주

샘치과의원

이근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이수구
최말봉

02-961-0341

010-4748-0757

jbpark@khu.ac.kr

학 술 이 사

기 획 이 사

김수진

뉴욕BNS치과

02-856-2875

010-4809-6875

jdbb2875@naver.com

정보통신이사

오충원

예원부부치과

031-975-9075

010-6257-9075

dentocw@empal.com

대외협력이사

황재홍

서울황제치과

031-385-3372

010-8568-2875

ca2man@naver.com

웃는내일치과

010-4507-7227

jhsung47@gmail.com

김병호

02-2051-2828

010-5053-1345

bhkim@smilefuture.com

010-3784-1954

dupre86@hanmail.net

백진기

이노치과

031-224-4242

010-5275-1393

bakden@hanmail.net

02-793-0455

010-5358-5165

49gjrhee@hanmail.net

문형주

문치과병원

02-355-7355

010-8702-0776

moondst@hanmail.net

02-2228-3000

010-4789-6876

kwlee@yuhs.ac

한국재

삼성탑치과

02-579-2822

010-5759-2822

noblei22@empas.com

이치과의원

02-753-4177

010-5265-5536

icp0946@korea.com

백철호

새이치과

02-595-0422

010-5335-6255

chpaik100@gmail.com

서울메디엘치과의원

031-8084-2875

010-5323-2822

malbongchoi22@hanmail.net

김성기

김성기치과

032-422-9890

010-3699-2488

budda55@hanmail.net

최순철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02-740-8601

010-3393-3498

raychoi@snu.ac.kr

김재철

치과라(RA)

02-569-8745

010-3368-3577

coexdental@hanmail.net

홍순호

홍순호치과의원

02-3446-2828

010-8633-6569

proshong@hotmail.com

고광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63-250-2023

010-8669-7784

kkj1512@jbnu.ac.kr

홍예표

홍예표치과의원

02-734-8711

010-9879-8711

yepyo7@hanmail.net

이근혁

이근혁치과의원

02-447-8940

010-3796-8940

lkh1824@hanmail.net

이상필

필치과병원

02-593-0725

010-8913-2910

phil0725@hanmail.net

이태수

이태수치과의원

02-3465-2875

010-8730-7725

rheedent@hanmail.net

직 전 회 장

여환호

E&E치과

02-598-2275

010-8612-4454

hhyeo76@korea.com

회

장

김경선

한도치과의원

02-453-6641

010-4514-6606

han-do@hanmail.net

차 기 회 장

장문성

강남삼성치과

02-517-7528

010-8950-5275

msjang2000@nate.com

국윤아

서울성모병원

02-2258-1776

010-9262-5100

kook190036@yahoo.com

김명진

크리스탈 치과

02-457-4829

010-6260-4829

kimden@unitel.co.kr

박인임

고은얼굴치과

02-536-2727

010-8618-4188

parkrpro@hanmail.net

허윤희

보성치과

02-794-6043

010-3352-9420

hydental@hanmail.net

정성화

보스톤치과의원

031-566-2895

010-9190-2895

csw3422@hanmail.net

감

부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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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출신교

치과명

전화번호

H.P

강명신 연세

02-740-8773 010-4780-6043

강정호 경희 송림치과

032-773-5935 010-9035-6739

성 명 출신교

치과명

전화번호

H.P

성 명 출신교

치과명

전화번호

H.P

성 명 출신교

치과명

전화번호

H.P

김창성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228-3186 010-8581-1081
김철환 경북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41-550-1996 010-5506-1996

백진기 경희 이노치과

031-224-4242 010-5275-1393

이상필 서울 필치과병원

02-593-0725 010-8913-2910

백철호 서울 새이치과

02-595-0422 010-5335-6255

이상호 경희 이상호치과의원

032-812-1568 010-3781-2481

고광준 경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63-250-2023 010-8669-7784
고영준 원광 한고치과
031-766-2875 010-5479-2804

김태성 서울 강남요요치과

02-552-7575 010-9918-2845

서민정 단국 기쁨이샘솟는치과

02-737-7522 010-2397-6658

김태형 서울 김앤이치과

02-2055-2875 010-6278-7054

서병곤 조선 NUIC 치과

02-951-2872 010-4610-9444

이성복 경희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440-7703 010-3237-2869
이성출 서울 이성출치과의원
062-232-5221 010-9638-2828

고용재 연세 베스트덴 치과의원

02-6264-7528 010-5265-9234

김현정 서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3042 010-3389-3847

선창규 조선 선플러스치과

02-583-2875 010-3726-2827

이수구 서울 이치과의원

곽동곤 원광 곽동곤치과

031-238-1139 010-2009-2919

김형섭 경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02-958-9340 010-3718-6741

성재현 서울 범어성치과

053-752-2455 010-4507-7227

구윤성 서울 트리플에이치과

031-711-7765 010-4333-8875

김혜성 서울 사과나무치과병원

031-913-9000 010-4305-2767

손병섭 서울 에스플란트치과

02-544-0028 010-6540-5003

이승일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228-3052 010-9501-0819
이재광 경희 성남예치과병원
031-757-9999 010-5314-3418

국윤아 원광 서울성모병원

02-2258-1776 010-9262-5100

김 훈 전북 김훈바른이치과

02-3487-2875 010-5300-6341

권긍록 경희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재윤 조선 프라임치과

02-776-4117 010-5265-5536

02-958-9343 010-7143-2875

김흥중 조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062-230-6875 010-9434-6875

송민호 경북 프린스앤프린세스치과 032-258-2875 010-9365-7766
송재경 서울 분당 이엔이 치과
031-709-2275 010-2041-8896

권병곤 조선 명성부부치과

051-819-2829 010-8350-3258

나승목 전북 만안치과의원

031-443-5798 010-6287-3736

신금백 서울 사람사랑치과병원

02-3482-7528 010-3681-0543

이재일 서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02-740-8601 010-3035-8654
이재준 단국 이재준치과의원
041-675-3703 010-6741-2358

권태호 서울 서울모아치과

02-935-2804 010-6324-2804

노수영 서울 목동예치과병원

02-6200-8888 010-5250-7777

신덕재 서울 중앙치과의원

02-373-0336 010-8770-0336

이재천 서울 CDC어린이치과

02-515-0926 010-3728-5284

권태훈 경희 새한세이프치과

02-384-4927 010-6211-7687

류경호 전남 광주미르치과병원

062-600-2851 010-3603-8987

032-562-2875 010-4073-9829

031-222-2875 010-3114-0374

류인철 서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537-3310 010-3287-3397

신수정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02-2019-1350 010-6279-6453
신승철 서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10-3784-1954

이정우 원광 이정우치과

권혁진 단국 에이블청아치과

이종호 서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3114 010-3772-7353

김가영 보스턴 보스턴 은세치과

02-537-5319 010-5211-1268

신제원 경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961-0568 010-4216-5410
신종연 조선 좋은얼굴신종연치과 063-282-6622 010-3612-9828

02-541-9811 010-9139-3883

02-453-6641 010-4514-6606

류재준 연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치과 02-920-5423 010-6749-0830
맹명호 단국 가온치과병원
041-552-0005 010-6410-4194

이준석 서울 시카고치과

김경선 경희 한도치과의원

이태수 경희 이태수치과의원

02-3465-2875 010-8730-7725

김광만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02-466-8828 010-4112-9237

이희인 연세 연세치과의원

041-664-1616 010-5424-1617

031-791-6425 010-8630-0810

임영준 단국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072-2940 010-9963-0985

02-357-8907 010-8536-9092

02-2228-3082 010-4498-3082

문형주 서울 문치과병원

02-355-7355 010-8702-0776

신준한 연세 연세휴치과

김기성 서울 남상치과의원

02-831-2875 010-3277-4796

민경호 경북 성심연합치과의원

053-652-2875 010-2823-2875

심경섭 연세 하남세브란스치과

김기영 전남 여수지성치과

061-664-1807 010-7423-1218

민우석 연세 민우석치과의원

02-543-0387 010-5318-0387

임의빈 미국 삼성임치과

02-564-4071 010-8770-3246

김명진 서울 서울대치과병원

02-2072-2632 010-8590-3265

박경희 서울 샬롬치과

02-556-9938 010-7138-9938

심준성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228-3157 010-8653-0642
안성모 서울 한누리치과의원
02-753-1922 010-9036-3142

장명진 단국 성북이앤이치과

02-2117-1898 010-3343-2855

김명진 서울 크리스탈 치과

02-457-4829 010-6260-4829

박광범 경북 대구미르치과병원

053-212-1000 010-3513-1824

양 웅 서울

장문성 서울 강남삼성치과

02-517-7528 010-8950-5275

김민정 서울 봄의언덕치과

02-566-6628 010-4596-6135

양유식 서울 서울 스타일치과

010-2577-3055

02-3663-3210 010-3864-9553

박동원 부산 파크에비뉴치과의원

02-2234-2982 010-5208-5047

장호열 서울 코리아치과의원

02-564-2879 010-2886-4238

김병호 서울 웃는내일치과

02-2051-2828 010-5053-1345

여환호 서울 E&E치과

02-598-2275 010-8612-4454

전상섭 조선 향기로운치과

031-715-4212 010-7615-4213

김상봉 조선 아름다운모아치과

032-441-2275 010-3784-2275

박병건 전남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63-270-4044 010-2603-4044
박병기 조선 대덕치과의원
062-941-2825 010-3631-1008

오승은 서울 내소치과

02-576-7524 010-3241-1915

정문환 조선 달라스치과

02-931-5165 010-5460-5165

김 선 전남 모아치과병원
김성기 경희 김성기치과

031-314-2275 010-3735-2274

박상섭 서울 리빙스톤치과의원

02-2606-0322 010-9289-6508

오충원 조선 예원부부치과

031-975-9075 010-6257-9075

정성화 경희 보스톤치과의원

031-566-2895 010-9190-2895

032-422-9890 010-3699-2488

박선욱 연세 연세엔젤치과

02-861-0202 010-7662-7894

우종윤 조선 우종윤치과의원

032-428-2882 010-7335-2882

정세용 연세 세브란스치과의원

02-356-2638 010-8752-7468

김성준 서울 서울구정치과

02-3444-2828 010-5008-2189

박소연 연세 연세플러스치과의원

033-642-3142 010-3011-1634

유달준 서울 청아치과

02-514-2829 010-9022-5308

정재영 서울 정치과의원

02-2266-7046 010-5290-8380

김성태 연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4712 010-7277-7791

박슬희 조선 사과꽃치과

02-420-2852 010-6322-2875

유동기 조선 유동기치과의원

02-833-6969 010-8719-9800

정종철 전남 샘모아치과

032-438-2275 010-3767-3372

김성택 연세 연세치대병원 구강내과

02-2228-8875 010-3368-5818

박영국 경희 경희대 치의학대학원

02-958-9391 010-3778-2877

유원희 미국 더블유와이치과

02-514-5575 010-2834-5732

김수관 조선 조선대 치과병원

062-220-3819 010-3633-7316

박영섭 전남 박영섭치과

02-865-2020 010-8778-9700

윤정아 경북 윤정아치과의원

02-517-4817 010-8733-4817

정주령 연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567 010-6748-5515
정 혁 전남 이토모아치과의원
032-433-2275 010-6777-7528

김수진 경희 뉴욕BNS치과

02-856-2875 010-4809-6875

박인권 연세 이지치과의원

02-546-5428 010-2911-4174

이건주 서울 샘치과의원

02-793-0455 010-5358-5165

조진영 경희 이라인 미소치과

032-326-2882 010-2061-1000

김여미 서울 성북치과의원

02-918-2250 010-2775-0347

박인임 조선 고은얼굴치과

02-536-2727 010-8618-4188

이계원 조선 이계원치과의원

02-430-2559 010-8788-6559

조헌재 서울 앵글치과의원

02-511-8179 010-9247-8239

김영석 경희 여디디야 치과의원

02-878-0275 010-3758-9277

박인환 연세 가인치과의원

02-419-2811 010-2863-3848

주상환 경희 예이랑치과

02-433-3005 010-9477-2060

김은숙 서울 서울미시간치과의원

02-594-2850 010-8970-9680

박일윤 조선 박일윤치과

031-456-2875 010-2325-2875

이근우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02-2228-3000 010-4789-6876
이근혁 경희 이근혁치과의원
02-447-8940 010-3796-8940

김응호 조선 세명치과

02-835-3300 010-3646-3300

박준봉 경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02-961-0341 010-4748-0757

이기홍 서울 가야치과병원

02-599-2452 010-2711-5095

주성채 서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치과 031-961-7530 010-9077-2870
지영덕 원광 원광대학교치과대학 산본치과병원 070-8245-4538 010-4037-1923

김재곤 조선 서정치과의원

062-228-0275 010-3603-2275

박진호 전남 목포미르치과병원

061-280-8805 010-3640-7575

이대희 서울 이대희 서울치과

02-952-5030 010-6216-9810

채종성 서울 CK치과병원

김재철 경희 치과라(RA)

02-569-8745 010-3368-3577

박창헌 전남 예그린치과

062-512-3422 010-4045-3422

이동악 서울 이동악치과의원

02-537-5539 010-4311-2875

김종관 서울 강남베스텐치과

02-554-0170 010-3218-7340

박철완 단국 보스턴완치과의원

031-758-2275 010-5294-6264

이민정 경희 원플러스치과

02-2637-1266 010-8116-2381

최남기 전남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062-530-5800 010-7311-4218
최말봉 서울 서울메디엘치과의원 031-8084-2875 010-5323-2822

김종열 서울

02-3474-1315 010-5265-9341

백상현 서울 에스플란트치과

02-512-0700 010-6280-6490

이상돈 경북 광명뉴욕치과

02-2616-2300 010-3808-8580

최병기 조선 최병기치과

02-978-1506 010-8724-5311

김중한 조선 좋은얼굴 삼풍치과

02-536-2275 010-5260-2275

백승진 서울 백치과의원

02-544-9975 010-5212-9974

이상복 서울 이상복치과의원

02-956-0001 010-5352-3392

최성호 연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02-2228-3189 010-2047-5965

김진선 원광 미소모아치과

063-275-2275 010-2731-2276

백승학 서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072-3820 010-3238-3952

이상직 경북 이연합치과

053-256-7353 010-2058-7354

최순철 서울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02-740-8601 010-3393-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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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업무 현황
(2018년 6월 7일 ~ 2019년 5월 2일)

종신회원
성 명 출신교

치과명

전화번호

H.P

성 명 출신교

치과명

최영규 미국 최영규치과

02-2642-6250 010-8712-1662

유양석 서울 유양석치과

최종건 서울 성북치과

02-918-2250 010-5759-2822

민병일 서울

최치원 서울 최치원치과

02-747-2875 010-6257-3393

어수철 서울

태일호 연세 아림치과병원

02-515-5975 010-5430-3241

이정석 서울

전화번호

H.P

분

011-9919-3811

입

02-336-7979 019-225-7575

조옥만

011-9028-0059

한광수 서울 한광수치과의원

055-240-5801 010-3352-9420

이병윤

010-4652-4242

한국재 조선 삼성탑치과

02-579-2822 010-3608-8275

최욱환 서울 최욱환치과

02-732-0137 010-5252-0282

허성주 서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02-2972-3393 010-8633-6569

정상주 서울

02-404-4172 010-5918-3497

허영구 단국 닥터허치과의원

1688-2114

김규문 서울

02-571-6940 010-6238-2875

허윤희 서울 보성치과

02-794-6043 010-7450-0690

형민우 전남 형치과

062-367-0025 010-3755-0881

홍순호 연세 홍순호치과의원

02-3446-2828 010-8568-2875

용

액

기

타

홍예표 서울 홍예표치과의원

02-734-8711 010-3281-2250

홍윤의 NYU 의담치과

02-522-7374 010-4123-3229

홍정진 경희 목동웰치과

02-2690-0094 010-3207-1541

황재홍 서울 서울황제치과

031-385-3372 010-3575-6001

26,099,539
회

전화번호

비

7,000,000

임

원

회

비

20,850,000

일

반

회

비

3,600,000

후

원

금

2,850,000

장

학

금

1,000,000

타

19,500,000

기
치과명

금

수 입

명예회원
성명

내

전년 이월금

011-343-7708

하승룡 서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031-8005-2823 010-5387-9785

010-9879-8711

구

02-738-4534 010-8704-7248

H.P

결

산

이

자

28,295

수

입

총

액

54,828,295

상세내역

서병주

비스코

02-2026-2121 010-7186-3230

박재익

제일 Corporation

02-850-3527 010-5267-7717

신정필

㈜세양엠텍

053-582-9000 010-3501-0818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043-272-1610 010-3716-2058

전년 이월금 + 수입

이명범

㈜우리동명

02-782-4711 010-5227-8282

행

사

비

용

32,040,555

안제모

스피덴트

1644-3412

김성호

㈜리뉴메디칼

032-326-1055 010-2650-1162

본

부

회

비

5,763,500

기존 140명 + 신입 15명 = 총 155명분
2, 3차분 $7.500 중 잔액 $5.000 송금함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1577-2885

월례회 광고비

80,927,834

010-3735-0888
010-5430-3241

광

고

비

3,300,000

장

학

금

5,294,100

인

쇄

비

3,683,200

간 사 비 + 문 자

3,117,497

지 출
경

조

사

비

2,120,000

홈페이지 제작관리비

2,000,000

기
지

총 잔액

출

총

타

4,499,110

액

61,817,962

홈페이지 제작비 총 300만원
2018.5.4 150만원, 2018.6.27 150만원 송금

19,109,872
작성 일자 : 2019년 5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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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치의학사회 한국회 정관

제1장

회 칙

명칭과 본부
제 1조 본
 회를 국제 치의학사회 한국회 Korean Section,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라 칭하며,
약칭을 I.C.D. 한국회라 한다.
제 2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지방에 지부와 지부장을 둘 수 있다.

목적
제 4조 본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치과 의료에 있어 숭고한 봉사의 정신을 자각
하고 도의를 앙양하며, 치과의학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일
2. 지역 사회에 속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들의 윤리상으로나 직업행위의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직업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일
3. 각국의 치과의사와의 교류를 하며, 치과 의학 및
관련 과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치과의학
향상을 도모하는 일

사업
제 5조 본
 회는 제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치과 의학 및 치과 의료 발전에 관한 사업
2. 치과 의학 교육에 관한 사업
3. 총회, 인증식, 기타 학술 집회를 개최한다.
4.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돈독히 하며,
국제 회원간의 교류를 도모한다.
5. 기관지 및 다른 출판물을 발행한다.
6. 표창 및 경조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members), 명예회원(Honorary Fellow), 석자
회원(Master)으로 구성한다.
1. 회원(Fellow)은 국제치의학사회원, Fellow of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약칭 F.I.C.D)라
칭한다.
2. 신입회원은 인격과 식견이 우수한 자로 2명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은 치과의사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3. 석자회원(Master)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국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치과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한다.
5. 종신회원은 입회 후 23년, 연령 73세 이상의
회원을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 및 국제본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입회
제 7조 본
 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규정에 따른
자격OO의 규정에 합격하고, 국제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인증식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
제 8조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본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
 회 시에는 입회금, 연회비, 국제 본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한다.
3. 회원은 본회의 사업 등에 참여해야 한다.
4. 인증식에는 국제 본부가 정한 Key 및 Cap과
가운을 착용한다.

회 원

회원자격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보통회원(Fellow), 종신회원(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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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재무총장 1명, 이사 15명
이내, 국제본부이사 1명,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국제본부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국제본부가 결정
한다.

임원의 의무
제13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한다.
4. 재무총장은 재산의 관리, 경리를 담당한다.
5. 이사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6. 국제본부 이사는 국제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부와
각국회와의 연결을 담당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정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인증식

제16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5月 중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전년도 결산보고 및 금년도 사업과
예산편성, 임원 선출을 한다.
2. 신입회원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3. 의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본회
회무를 심의 집행한다.
제19조 회원의 입회 심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신입회원은 졸업 후 10년 이상, 35세 이상 학위가
있거나 동등 이상의 업적이 있는 자.
2. 인격과 식견이 높고 본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강령, 정관을 준수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3. 추천자는 입회후 3년된 회원으로 한다.
4. 입회에 필요한 서류는 입회원서, 이력서 및 학위
논문과 추천자 2인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6장

재 무

제20조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제21조 입회금, 연회비, 회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재 무

임원의 임기
탈회

제2장

손상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 미납자 및 총회 기타 본회 주권의
행사에 이유 없이 2년 이상 결석한 자.
3. 탈회자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9조 탈
 회를 희망하는 자는 Key와 인증서를 탈회원과
같이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다
 음의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탈회 시킬
수 있다.
1. 회칙,

의결 등에 위반한 자 및 본회의 명예를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도 가능
하다.
제15조 임원의 결원 시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보충
한다. 보충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제22조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국제 본부 결정에 준
한다.
1. 본 정관은 1986년 5월 31일부터 실행한다.
2. 본 정관은 2016년 5월 7일부터 실행한다.

www.icdkorea.org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KOREA Section

Office of the Intermation Council
1010 Rockville Pike, Suite 510, Rockville, Maryland USA 20852-1482
P 240-403-7246 F 240-403-7256 W www.icd.org E-mail office@icd.org

명예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