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 (사)약침학회 활동소식(2, 3월)

1. 회 의
ㄱ. 대한약침학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시

2월25일 13:20 ~ 15:20

장소

대한약침학회 강의실
1. 의장단 선출

주요 안건

ㄱ. 의장 : 강인정
ㄴ. 부의장 : 고광찬, 전태강
2. 굿닥터스나눔단 (사)약침학회로 이관

ㄴ. (사)약침학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시
장소

2월25일 15:40 ~ 16:50
대한한의사협회관 4층
1. 감사 선출
김영주, 허영진
2. 임명된 이사 승인
ㄱ. 부회장 : 육태한, 류종걸, 유준상, 서형식,
ㄴ. 이사 : 김철홍, 조성훈, 선승호, 채창규, 오영제,
손정원, 이동휘, 안병수
3. 굿닥터스나눔단 대한약침학회에서 이관 받음

주요 안건

4. 현안대책
- 2018년 2월 28일(수) 주무관청에 법인업무현황을
제출할 때 강대인 전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사용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강대인 전 회장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통과하다.
- 세부적인 진행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며 차기 총회에
서 보고하기로 하다.

2. 학 술
ㄱ. 2017년도 대한한의학회 우수회원학회로 선정
- 201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한의학회 우수회원학회 선정

ㄴ. 보수교육 예정일
날짜
4월 8일(일)

내용
‘근골격계 질환의 기본과 완성 4주 특강‘
장소 : 대한약침학회 강의실

4월15일(일)

※ 보수 교육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며
https://goo.gl/forms/RQtgKDwcQbAeWYRZ2

4월22일(일)

관련 문의 사항은 학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팀 최원빈

4월29일(일)

02-2658-9051~3

ㄷ. 학술지 발행(JAMS, JoP)
‧ -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JAMS) 제11권 1호 발간
- Journal of Pharmacopuncture(JoP) 제21권 1호 발간

ㄹ. 국제학술대회_ iSAMS 2018 (2018. 9. 7(금) ~ 9(일) 독일 뮌헨)
‧ - 국내 홍보 중

3. 소

송

ㄱ. ㈜약침학회 대표(강대인)가 대한약침학회에 제기한 소송
- 동산인도 및 임대료 청구 : 3. 30(금) 선고 예정

ㄴ. 강대인 전 회장이 대한약침학회에 제기한 소송
- 총회무효소송 : 4. 27(금) 변론기일

ㄷ. 대한약침학회에서 강대인 전 회장에게 제기한 소송
- 기숙사 보증금(2억2천500만원) 횡령 : 3. 22(목) 공판기일

4. 구조안전진단결과
- 대한한의사협회관 4층(대한약침학회, AJ탕전원) 배치된 장비 배치 등에
따른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 없음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회관 내 입주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 비영리단체
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한 협회와의 합리적인 재계약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