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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는 금품, 불법찬조금,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2022년도

 가 정 통 신 문 체육안전부

담당: 보건

전화:070-7016-3608
www.okgilsanduel.es.kr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는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 병˙의원과 학교, 보건소가 협력하여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댁의 자녀
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대상 장소
5월 16일 ~ 9월 17일

* 본교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로 
9월17일까지 구강검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시군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 가능   





소사 평화치과의원 032-651-7600

소사 이루다치과 032-226-1122

소사 로웰치과 032-343-2275

소사 연세다정플란트치과 032-341-2080

원미 STM(에스티엠)치과 032-324-0082

원미 강남e플란트치과 032-665-2828

원미 건강치과의원 032-653-2828

원미 고운얼굴치과 032-343-5007

원미 굿닥터스모아치과 032-214-3000

원미 늘편한치과의원 032-328-7522

원미 미소가아름다운치과 032-324-2855

원미 미앤미치과의원 032-325-2880

원미 미인치과의원 032-327-2812

원미 바른양치과의원 032-235-2875

원미 박진영치과의원 032-324-4521

원미 부천미르치과의원 032-230-5000

원미 부흥치과의원 032-612-8868

원미 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032-667-2800

원미 사랑이가득한치과 032-323-2875

원미 상동21세기치과 032-324-0028

원미 상동모아치과의원 032-214-3000

원미 서울바른이치과교정과
치과의원 032-710-8275

원미 서울플란트치과의원 032-326-2830

원미 선부부치과의원 032-322-7839

원미 세란치과의원 032-664-9667

원미 스마일치과의원 032-657-6168

소사 고운이치과 032-351-2875

소사 김광화치과의원 032-346-3272

소사 꿈꾸는아이치과 032-345-1275

소사 단아치과의원 032-347-2828

소사 더행복한치과의원 032-342-2875

소사 바로이치과의원 032-611-8528

소사 바른약속치과의원 032-666-2879

소사 박동범치과의원 032-662-9399

소사 서울다온치과의원 032-345-2882

소사 서울더가까이치과 032-252-2875

소사 서울소담치과의원 032-245-2875

소사 서울연세우리치과 032-343-7528

소사 서울좋은치과의원 032-349-7528

소사 서울현대치과의원 032-654-2097

소사 성모본치과의원 032-346-2080

소사 솔치과의원 032-654-2828

소사 송윤진치과의원 032-345-2087

소사 역곡열린치과의원 032-345-7500

소사 역곡치과의원 032-343-2828

소사 연세양치과의원 032-351-7528

소사 연세좋은치과의원 032-652-2275

소사 오늘미소치과 032-661-2882

소사 원부부치과의원 032-347-6149

소사 이레치과의원 032-345-9075

소사 이사랑치과의원 032-346-5150

소사 치아사랑연치과 032-613-2879

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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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구  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원미 안치과의원 032-325-3339 원미 정성플란트치과 032-654-2080

원미 양영환치과의원 032-675-2800 원미 부천올치과 032-671-2875

원미 엄치과의원 032-655-6728 원미 연세센트럴치과 032-323-8209

원미 에이스치과의원 032-327-2800 오정 고강소망치과 032-681-7522

원미 연세눈꽃치과 032-215-2875 오정 김평채치과의원 032-674-2875

원미 연세원치과의원 032-328-7528 오정 내동열린치과 032-671-2872

원미 부천온아치과 032-326-2900 오정 더라은치과의원 032-684-2828

원미 원치과의원 032-719-7747 오정 미베스트치과 032-677-7034

원미 웰치과의원 032-322-2875 오정 부천바른탑치과 032-235-2279

원미 이가편한치과 032-219-2875 오정 변치과의원 032-679-0180

원미 이지치과의원 032-321-8275 오정 수플러스+치과 032-674-7528

원미 임영철치과의원 032-321-2875 오정 신명철치과의원 032-672-8172

원미 전혜만치과의원 032-662-7879 오정 신치과의원 032-673-6046

원미 조유라치과의원 032-325-7528 오정 원종치과의원 032-677-2875

원미 주드림치과의원 032-329-7582 오정 이종규치과의원 032-673-2828

원미 중동21세기치과 032-324-2875 오정 이편한치과의원 032-322-7522

원미 중동네이버치과 032-652-8400 오정 작동효치과의원 032-663-2875

원미 즐거운아이치과 032-325-2275 오정 테크노미래치과 032-323-8875

원미 진희영치과의원 032-668-2875 오정 편한마음치과 032-212-2828

원미 참조은치과의원 032-664-1266 오정 프라우드치과 032-678-7528

원미 치아사랑치과 032-325-2879 오정 허브치과의원 032-682-2879

원미 연세하이브치과 032-612-9076 오정 이연석치과의원 032-673-5315

원미 한사랑치과의원 032-651-2870 오정 새론서울치과 032-673-2875

원미 행복한치과의원 032-653-2875 오정 새숨치과 032-682-8686

원미 화이트사과나무치과의원 032-612-7353 오정 정성플러스치과 032-679-2882

원미 오세욱치과 032-322-2760

원미 스카이치과의원 032-341-2875

원미 스타치과의원 032-651-2875

원미 아름다운e치과 032-663-2277

원미 아름드리치과의원 032-325-3339

원미 노블리안치과의원 032-326-5275

원미 메르덴치과 032-328-2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