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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식
2021. 1. ~ 2021. 3.

김원재 교수,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 9대 원장 취임
글로벌 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김원재 교수(구강생리학 교실)가 지난 2021년 2월 1일자로 신임 치전원장에 취임했다.
김원재 신임 치전원장은 “최고의 역량을 가진 전문의료인력의 양성과 글로벌 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
시켜, 자랑스러운 전남대 치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원장 인사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981년

학동캠퍼스에

전남대학교치과대학으로

개교하여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정원의 50%를 고교 졸업
자를 선발하는 학·석사통합과정(예과3년 및 본과4년)과 치의학전문대학원(본과4년)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연구진 및 의료진을 갖춘 용봉캠퍼스 임상교육관으로 이
전을 하였고, 2020년 미래교육환경을 대비한 교육연구관(3호관)을 완공하여 국내외 치의학 발
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3,500여명의 동문들은 구강보건증진과 치과의료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
고 있으며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우리대학(원)의 자랑입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역량을 가진 전문의료인력
의 양성과 글로벌 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김원재 원장

감사합니다.

2021년 동계 교수연수회 개최

주요소식

치과의사 국시에 도입되는 실기시험 모색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정부추진사업 연구비 수주
(금액단위: 천원)
사업명

총 수주액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원재)의 동계 교수연수회가
2월 25일 목요일에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사업기간

이번 연수회에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빈나 교수는
“2021년도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

중견연구(유형B) 과제

2,000,000

5년

중견연구(유형A) 과제

477,000

5년

우수신진연구 3개 과제

1,105,800

3~4년

세종과학 펠로우 2개 과제

1,225,000

5년

합계

4,807,800

으며, 이어서 고병현 대표이사((주)길상)은 “치과대학 임상실기교
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1년부터 국가
고시에 도입되는 실기시험에 대해 교수들간에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동계교수연수회의 결과는 향후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비하
여 전남대 치전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의 방향 설정과 정

치전원 MRC센터 세미나 개최

책 결정에 이용될 계획이다.

- 일시: 2021. 2. 23.(화) 11시
- 장소: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
- 연자: 박경표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남대 치전원, 덴츠플라이와 협약 체결

- 연제: Epitaxially Strained CeO2/Mn3O4 Nanocrystals
as an Enhanced Antioxidant for Radioprotection

지난 3월 26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재료 기업인 덴츠
플라이 시로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일시: 2021. 3. 25.(목) 11시
- 장소: 치전원 임상교육관 5층 평강홀
- 연자: 이희경 교수(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연제: 3D Bioprinting Technologies for Tissue Engineering

덴츠플라이 시로나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임상
실습 수업을 위해서 엔도 모터 6대를 기증하였다.
덴츠플라이 시로나 대표는 “치과 근관치료학 교육 발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University Grant Program’이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2021학년도 우수 입학·진입생 상장 수여식 열어

소감을 전했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21학년도

김원재 치전원장은 “급변하는 치의학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수 입학생 및 진입생에게 상장 수여식을 개최

하고, 실습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였다.
지난 3월 26일 원장실에서 2021학년도 우수
입학생 및 진입생 4명(김가원, 박서현, 류지원,
이승현)을 대상으로 상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주요일정
교수동정

1.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학년도 신입생 윈터스쿨 및
2021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입문교육

1. 정년퇴직: 강병철 교수 (영상치의학교실)

o 행사기간: 2021. 2. 15.(월) 13:30 ~ 18:00
o 행사장소: 온라인 진행

o 2021년 2월 28일자

o 주요내용
-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반 소개/ 학생생활 및 복지관련소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치의학도서관 이용 교육

2. 명예퇴직: 정현주 교수 (치주과학교실)
o 2021년 2월 28일자
3. 전임교원 승진: 이경민 교수 (교정학교실)
o 2021년 3월 1일자
o 정년보장 교수 승진

2.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대상자 졸업증서 및 학위기 배부

소아치과학교실
교실소식

1. 김병기 박사학위 취득(2021.2.26.)
논문제목: Evaluation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for Pediatric
Dental Education(지도교수 최남기)

2. 김보람, 전지윤 석사학위 취득(2021.2.26.)

구강생리학교실
1. 김원재 교수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취임
2. 성경주 박사후연구원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비 선정
3. 김윤정 석박사 복합학위 과정생 박사학위 취득(2021.2.26.)

구강해부학교실
1. 12기 김현수 원장 박사과정 입학

김보람 (지도교수 최남기)

2. 20기 김성덕 원장 박사 학위 취득

논문제목: Diagnosis of malocclusion using virtual reality

3. 남유성 석박사 복합학위 과정생 박사학위 취득 및

simulation
전지윤(지도교수 김선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치과 인턴 합격

논문제목: Comparative study on tooth discoloration induced by

4. 양동욱 석박사 복합학위 과정생 학위 취득 후

various calcium silicate-based pulp-capping materials

미국 postdoc 유학중
5. 구강해부학교실 졸업 동문 외래교수( 한정우, 김승철,
손정완, 한금동, 이성헌 원장) - 4학년 응용해부실습 지도 예정

3. 김병기, 이지혜 공로패 전달, 전문의 취득
2021.1.7.에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여 김병기, 이지혜
선생님이 소아치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공로패 전달식과 함께
전문의 취득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영상치의학교실

4. 1년차 입국

1. 강병철 명예교수 흥농공로상 수상, 윤숙자 교수 청사학술상 수상
2021년 3월 19일 대한영상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강병철 교수

흥농공로상을 윤숙자 교수가 청사학술상을 각각

2021년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에 김태경, 전홍주
선생이 1년차로 입국하였다. 의국원에는 3년차 김보람 선생,
전지윤 선생, 2년차 안화연 선생, 황대영 선생, 1년차 김태경,
전홍주 선생이 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출연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o 일시: 2021. 03. 19.(금) 17:00~21:00
o 장소: 임상교육관 6층 교수회의실
o 주요안건: 2020 회계 감사보고 및 결산

❖정현주 교수, 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정현주 교수가 전남대 치전원에

2천만원의

(2021년 1월~3월)

연번

구분

기부자

수입

비고

1

교수

국민석

600,000

2

교수

김옥수

600,000

3

교수

김옥준

300,000

4

교수

김원재

1,000,000

5

교수

김재형

200,000

6

교수

송호준

300,000

7

교수

오희균

600,000

8

교수

임현필

300,000

9

명예교수

양규호

10,000,000

10

명예교수

정현주

20,000,000

11

4기

형민우

450,000

12

6기

박보성, 유서미

13

11기

안성호

300,000

14

18기

은춘선

300,000

15

단체

(주)덴티움

6,000,000

16

단체

(재)신흥연송학술

16,000,000

발전기금을 기부하여, 총 누계액이 약 5천만원에
달해 큰 귀감을 주고 있다.
정현주 교수는 “전남대에 재직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행복했다.”며,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10,000,000

학부모

66,950,000

❣후원

문의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62-530-5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