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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나누고, 현시대

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틀을 짚어보고, 정립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여치의 자리매김(포지셔닝)의 시

간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

가 됩니다.

22대 집행부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매우 감사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북여자치과의사회 (이하 경북여치)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New Heart, New Start의 권귀영 지부

장님이 보내오신 편지는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8000여 동료 여성 회원들에게 꼭 들

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된 여성치과의사들의 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회정의나 치과

계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모

습들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 모임은 여러 역할을 감당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48년의 역사를 지닌 대여치가 올해에는 국제

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의 APDC에

서 대여치의 주최로 WDAPF (Women Dentists Asia-

Pacific Forum)을 개최하였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여성 치과의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9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치과

의사연맹총회(FDI) 2019에 대여치 국제 위원장이신 

이지나 고문이 FDI의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Dental 

Practice Committee의 위원으로 당선되었고, FDI 분

과인 WDW(Women Desists Worldwide) 상임이사회

의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감격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철수 협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여

성 치과의사로서 국제 무대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것

은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대여치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

해 갈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남성이면서도 여성 치과의사의 역사

에 관심을 갖고 ‘조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라는 감

동의 글을 써 주신 권훈 원장님, Hand filing의 꽃 

balanced force technique의 활용에 대해 집필해 주

신 곽영준 원장님, 없는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서 여

행기나 자신의 취미에 대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신 여러 선생님들,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각 지부와 여동문회의 소식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의 마무리를 W dentist로 

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생각하며, 항상 대한여자치과의

사회에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엮으시

려고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임원들과 멋진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출판사의 성숙 실장님, 감사합니다.

2019년 남은 기간도 연초에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년 후면 50년의 역사를 맞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하 대여치)의 성장원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열정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중한 

동료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 고민을 털

어놓을 수 있는 선후배들과의 만남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 삶 속에서 대여치와 함께 한 2019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22대 집행부 임원들은 회원들의 권익향

상과 의권 옹호, 그리고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

들을 계획하고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선후배와의 지혜

를 나누고, 의료인의 가치를 실현하며, 이웃과의 소통

을 위해 노력한 경험은 인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사업으로는 대여치 내에 여성인

권센터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법률가인 카렐 바사크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

지 이념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3세대론을 주장하였습

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근거한 시민의 정치적 권리, 

두 번째는 ‘평등’에 근거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

리, 세 번째는 ‘박애(우애)라고 하는 집단적 권리로서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 빈부격차, 

지구촌의 연대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시

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여치는 성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처해 왔다면 앞으로

는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하고 참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 한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

     ‘ ’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2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박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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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소식지 ‘W dentist’는 연 1회 발행되

는 단행본 소식지로써, 여자치과의사회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사항, 최신 치과계 이슈, 봉사활동 등 여자치과의사

회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물론이고 최신 치과계 현안들을 

8,000여 여자 치과의사 회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올해 발행되는 소식지에는 ▲여성 치의학사 ▲근관 치

료·교정 치료와 관련된 학술 소식▲각 지부와 여동문회 

소식 ▲네팔, 캐나다 여행기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알

찬 내용들로 구성된 만큼, 여자 치과의사들의 삶에 새로

운 활력을 주는 유익한 소식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여성 치과의사 비율이 

전체 치과의사의 2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80년 11.1% 수준에 그쳤던 여성 치

과의사 비율이 38년 동안 16.2% 증가한 것으로, 여성 치

과의사 증가 비율이 여성 의사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해를 거듭할수록 여자 치과의사 회원님들께서 

치과 의료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치과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출산

회원 지원사업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및 대의원 정원

의 여성회원 확대 등 여자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복지향상

을 위한 다양한 추진정책을 통해 여자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전문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담은 ‘W 

dentist’ 발간을 위해 애쓰신 박인임 회장님을 비롯한 임

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소식지‘W dentist’의 무한한 발전

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 dentist’는 대여치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과 함께 여자 치

과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물론, 치과의사

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담 등에 대한 내용까지 아우르며 여

자치과의사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대여치 제22대 집행부는 올해도 학술대회, 국내외 

의료봉사 등 많은 활동과 함께 APDC 2019에서 ‘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을 주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치과의사들의 강연을 토대로 각국의 여성치과의

사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훌륭히 마련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희생과 봉사와 의지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위상을 높이시는 박인임 

회장님과 집행진분들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는 1965년 창립 이래로 여한의사의 

위상 확립, 여한의사의 권익보호, 여한의사의 국민건강수

호를 목표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여한의사의 수는 초창기의 100여 명 안팎에서 5000

여 명으로 증가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여한의사의 활동 효율이 전체 한의계의 큰 변수로 작용하

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한의사회에서는 전문 의료직 단체

의 여자 의료인으로서 남녀 인식 차이나 차별에 대해서 문

제점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2018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

한 연구를 하였으며 1차 결과를 토대로 2차 심층 질적 연

구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진료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조사를 착수하여 한의사

(예비한의사 포함)들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매뉴얼

을 도출하고자 한의계와 한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식 

조사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대안

을 토의하는 심포지엄을 기획 중입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창조력이 지배하는 지식 기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성들의 섬세하고 유연한 

품성,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그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발휘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기

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는 더욱 노력하여 여성을 위한 권익향

상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전문여성의료인으

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발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통과 연륜의 소식지 ‘W dentist’ 발간을 축하

드리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1년의 결실,

       ‘ ’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김	영	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소식지  ‘ ’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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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혁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연혁

|지부 소개|

제주지부	신미정	지부장

|Officers Introduction|

회장	

박인임

수석부회장	

이민정

부회장	

김수진,	신은섭,	장소희,	곽정민

감사	

이현아,	이혜자

총무이사	

윤은희,	고수진

재무이사	

김수자,	장순옥

공보이사	

권윤희,	한지숙,	정유란

학술이사	

김희경,	방은경,	이수정,	강경리

법제이사	

장연화,	김현미

기획홍보이사	

황혜경,	김현정,	이민정

국제이사	

박상희

대외협력이사	

허경기,	유인순,	박슬희,	황지영

사회봉사이사	/	간사	

조은희,	강경미

정책연구이사	

이동정,	박지연,	윤지영

보험자재이사	

이화경,	최원정

정보통신이사	

오영은,	양은진

1971. 09.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창립총회

 1984. 09.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단법인	등록

 2007. 01.

여성의료주요단체

(여의주)	모임	발족

 2012. 02.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가입

 1985. 07.

대한여자치과의사회보

창간호	발행

 2007. 06.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무국	개소식	

 2012. 04.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총회

:	여성대의원	8인	의무배정을

		위한	정관	개정안	통과

 1986. 01.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	공청회,	‘여성대의원

일정	수준	유치’	주장

 2009. 07.

여성가족부

‘G-KOREA운동’	동참

 2014. 04.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	통과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치,

		여성	부회장	1인	추가

 1986. 07.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학술	세미나	개최

 2010. 06.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

연구위원회,

연혁	연구위원회	발족

 2016. 05.

엘스비어	코리아와

업무협약 :	Dental

Resource	Center	오픈

 1992.

회원	명단집	발간

 2011. 02

해외의료봉사	시작

 2017. 11.

제1회	멘토	멘티	간담회	개최

 2017. 12.

여성가족부의	

미래여성인재	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표창수상

 2003.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2011. 03

서울시/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칙	개정안	통과

:	여성	임명직	부회장	신설

 2018. 05. 

22대	집행부	출범

 2019. 05. 

아ㆍ태여성치과의사포럼	개최

 2019. 10. 

정심여자중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06. 08.

소식지	W-dentist	창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	여성대의원	배정요구

 2011. 04.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총회

:	여성대의원	배정을	위한

		정관개정안	발의

서울지부	장소희	지부장

인천지부	김미애	지부장

경기지부	이의경	지부장

충남지부	임영설	지부장

대전지부	권은혜	지부장

전북지부	김승미	지부장

강원지부	정진주	지부장

충북지부	김명희	지부장

경북지부	권귀영	지부장

대구지부	박현진	지부장

울산지부	김은실	지부장

부산지부	조경미	지부장

전남지부	김명희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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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캄보디아 파일린주 의료봉사 
2018.11.20.~2018.11.24.

2011년부터	이어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8차	해외봉사활

동이	캄보디아	파일린주	메디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박인임	회장과	허윤

희	명예회장을	비롯한	10명의	대여치	임원	및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4일

간	377명의	현지	주민을	치료하였다(진료	건수:	604건).	파일린	주의	주민

들은	지역	내에서	치과	치료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나,	2014년	이후	

매해	이어진	대여치의	방문으로	치과	치료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미래여성인재상 수여
2019. 02.

대여치	장학위원회에서는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

대학원	여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미래여성인

재상	수상자를	매년	선정하여	장학증서	및	장학금

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각	학교의	학위수

여식	때,	11명의	예비	여성	치과의사들에게	장학증

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치매 국가책임제
치과치료의 필요성’ 영상물 제작
2019.02.25.

대여치	정책	연구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치과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의	치과치료와	방문	치과진

료에	대한	일본의	상황을	확인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

합하는	구강보건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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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정기 총회
2019.04.13.

2019년도	제33차	정기총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

보고,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인

임	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과	성장을	위

해	노력하는	대여치가	되겠다며,	5월	1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여성치

과의사들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될,	‘아·태	여성치과의사포럼(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	이하	WDAPF)’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
2019.04.30.

2019년	기자간담회에는	박인임	회장	외	11명의	대여치	임원과	8명의	치과	전

문지	기자들이	참석하였다.	2019년도	대여치	사업계획안	발표가	있었으며,	

APDC	기간에	치러질	‘아시아·태평양	여성치과의사포럼(WDAPF)’에	대한	소

개와	‘치과의료정책	연구원	연구용역	사업’	현황	발표가	있었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
2019.01.21./04.01

대여치	박인임	회장과	김수진	부회장이	치과계의	1인	1개소

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였

다.	그리고	2019년	8월	29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5년간의	논란은	종지부

를	찍었으며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가	빛을	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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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아시아·태평양 
여성치과의사포럼(WDAPF)
2019.05.11.

APDC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들이	한자리

에	모이는	자리를	가졌다.	APDC	행사	기간인	5월	11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아·태	여성치과의사포럼

(WDAPF)이	개최되었다.	

김철수	협회장,	박인임	대여치	회장,	Dr.	Kathryn	Kell	FDI	회장(사진)	등	내	외빈과	130여	명

의	국내외	여성	치과의사들이	참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여성치과의사	리더들의	연설을	

통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현황과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였으며,	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일본을	대표하여	5명의	자유연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APDC2019	WDAPF를	계기로,	다음	날인	5월	12일(일)	열린	APDF	이사회에서는	FDI의	

‘Women	Dentists	Worldwide’처럼	매년	APDC에서	WDAPF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WDAPF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지속될	수	있는	성

과를	일구어	낸	것이다.

국내 진료 봉사
2019.05.16./06.20./07.18.
10.17./11.21.

조은희	이사(사회봉사부)를	비롯한	대여치	임원들

은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의료	봉사	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는	법

무부	소속의	여자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여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대여치는	이들	학

생들에게	진료	봉사	외에도	‘올바른	칫솔질법’	등

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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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및 정기이사회

상임이사회	2019.1.7./3.11/8.12/11.15
정기이사회	2019.6.15./9.22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연	4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부서별	활동보고를	통해	본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회무를	집행하였다.

또한	연	2회	각	지부의	지부장들과	함께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여	토의안건을	논의하고	부서별	활동보고를	하였으며	지부	

소식	등을	공유하면서	각	지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22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임원연수회 및 제1차 정기이사회
2019.06.15.~06.16.

제22대	대여치	임원연수회	및	제1차	정기이사회가	공주	한옥마을	일대에

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박인임	회장	외	23명의	대여치	임원	및	

지부장이	참석하였으며,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공주	일대의	문화유산을	둘

러보며	화합을	다졌다.	15일	저녁에	있었던	정기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각	

부서별	활동	계획	발표	및	안건	토론,	각	지부의	활동	소개	등이	있었다.

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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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멘토 멘티 만남의 날 
2019.08.24.

대여치는	매년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	학년	여학생들을	초청하여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고고씽(Go	Go	Think)	우먼	덴티스트	라이프’	라는	주제로	대여치	임원,	각	여동

문회	임원	및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

에	개최되었다.	이	날,	이인경	원장은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되기’,	윤지영	원장이	‘개원	:	

지피지기	백전불패’,	번역서인	‘치과임상윤리’를	펴낸	이철규	원장이	‘Be	professional!	why	

ethics?’,	박슬희	원장이	‘미래의	미래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서	치과의사와	환자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에는	‘미래	여치들의	현재	이야기’	시간을	통해	후배들의	질문에	대해	대여치	선배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기도	하였

으며,	식사와	그룹	멘토링을	

통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
2019.09.22.

2019년	대여치	학술대회가	‘아는	만큼	보이는	작은	세상	:	

Micro	dental	treatment	’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보수교육	점수가	4점이	인정되

어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남녀	치과의사	455명이	참석

하여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였다.	

강의	내용으로는	허경회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

원	영상치의학교실)가	‘CBCT의	활용과	그	한계’를	주제

로,	해외	초청	연자인	마사히로	미나미	원장(Mikkaichi	

Minami	dental	clinic)과	유미코	아마카와	원장(Amakawa	

dental	clinic)이	각각	‘Introducing	Micro-Dentistry	in	Your	

Clinical	Practice’,	 ‘Minimally	 Invasive	Esthetic	Bonded	

Restoration’을,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은	‘근관치

료에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주제

로,	강경리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주과)는	‘구강건강

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윤식	교수(이화

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교정과)는	‘브라켓	교정!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곽정민	원장(SK가스부속	치과)이	‘요양시설치과	

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펼쳤다.	

또한	학술	포스터	시상을	통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전공

의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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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FDI 2019 참가
2019.09.02~09.07.

박인임	회장을	비롯한	7명의	대여치	임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

서	대여치	이지나	고문이	FDI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Dental	Practice	

Committee(치과임상위원회)	위원,	FDI	분과인	WDW(Women	Dentists	

Worldwide)	부회장에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 준비 위원회’ 발족
2019.09.26.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치과계에	성차별,	성추행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회원을	보호해	왔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방식

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치과계에도	여성인권을	위한	구심점이	필

요한	때’라는	의견이	수렴되어	2020년	총회	때	여성인권센터를	발족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민정	수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며,	3차에	걸

친	회의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성인권센터는	성차별	및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률적인	자문을	비롯한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여성인권센터의	활동으로	바

람직한	성평등	문화의	조성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안심센터를 위한 
구강건강증진 심포지엄
2019.11.2.

대여치는	치과의료정책	연구원이	수탁한	‘노인	요양시설	

및	치매인심센터용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연구의	일환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공주	한옥

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박인임	대여치	회장의	

모두발언으로	막이	올랐으며,	이지나	대여치	고문의	‘치과

의사들이	알아야	할	Oral	Frailty’	강연으로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방은경	대여치	학술이사가	

연구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	후,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여치	김

현미	법제이사의	‘성폭력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생각의	틀	점검하기’	강연이	이

어져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의료인 주요단체 연합회(이하 여의주) 간담회
2019.10.17.

여의주	간담회는	여성	의료인으로	구성된	세	단체(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여자의

사회)의	임원진이	매년	소통하며	서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자리이다.	올해	여의주	간담회는	대

한여한의사회의	주최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다.	각	단체의	회무	보고가	있었으며,	최유경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여한의사회	정책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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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활동보고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 
단체지원 심화사업
2019.04.01.~2019.11.15.

대외협력부는	2019년	여과총의	위탁	연구	과제로	‘초고령사회	치과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비	치과의료인	교육활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사업을	진

행하였다.	

고령자와	관련된	현	치과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이

해를	도모하고자	경희	치대,	서울	치대,	조선	치대	본과생을	대상으로	‘미래

의	미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차례로	6월	3일,	6월	

21일,	10월	2일에	교육을	시행함).	방문	교육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교

육의	효과를	알아보았고,	8월	24일에	개최한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에서	

11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이후,	사업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11월	15일	여과총	학술대

회	때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한	

여과총	위탁	연구과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

과	전문	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Ⅰ~Ⅲ’의	포스터를	2019년	9월	22일에	있었던	

대여치	학술대회	때	전시하여	학술대회	참여자

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대	방문	교육

경희대	방문	교육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배 
제1회 골프대회 
2019.11.03.

대여치	임원들과	각	지부	회원들	간의	화합

을	위한	‘제1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골프대

회’가	세종필드cc에서	개최되었다.	박인임	

회장	외	대여치	임원	14명과	각	지부의	회원	8명이	참석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김

철수	회장,	김민겸	재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김철수	협회장이	축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

달하였다.	박인임	회장은	첫	골프대회를	맞이하여,	정책,	학술	등의	활동뿐	아니라,	스포

츠	활동	또한	지부	회원들과의	교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마일 RUN 페스티벌 참가
2019.11.10.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저소득층	구강암	환자들의	치료	기

금	마련과	일반인들에	대한	구강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10년째	주최하고	있는	문화	체육	행

사이다.	대여치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함께	하는	치과	

상식	퀴즈	이벤트’	부스를	마련하여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박인임	회장	외	29명의	대여치	임

원,	직원,	가족들이	달리기	및	걷기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일요일	오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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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PDC 2019 조직위원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가 함께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 포

럼, 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이하 

WDAPF)’이 지난 5월 11일 코엑스에서 130여 명의 

국내외 여성 치과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

로 막을 내렸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APDC) 최초로, 세계 각국의 여성 치과의사들이 한자

리에 모여 현안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

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WDAPF의 탄생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닐라

에서 열렸던 APDC2018에서 APDC2019의 개최지가 대

한민국으로 결정된 후, 대여치 박인임 회장이 APDC에

도 FDI(세계치과의사연맹)의 WDW(Women Dentists 

Worldwide)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여성치과의사들이 서

로 만나서 소통하고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WDAPF를 제안한 것이었다. 박인임 회장

의 의지에 공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

래 14명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임원들이 

APDC2019 조직위원회의 여성치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합

류하였다. 그리하여 장장 9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진행하

며 성공적인 WDAPF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였다.

마침내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코엑스 318호에서 

APDC2019 WDAP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1부는 박인임 

대여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

회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WDAPF의 탄생을 축하하는 Dr. 

Kathryn Kell FDI 회장, Dr. Tin Chun Wong FDI 전 회장, 

이지나 대여치 국제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1부 말미에는 

15개국에서 참석한 130명에 대한 국가별 Roll Call이 진행되

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여성 대표들이 각국의 여성 치의의 현황과 위상에 대해 연설

도 하였다.

세계 속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PART 1

뜨거웠던 WDAPF ! 
그 현장 속으로 !

PART 1.  뜨거웠던	WDAPF !		그	현장	속으로 !

PART 2.	이지나	고문,	FDI	상임위원으로	선출되다

PROGRAM

Hee Kyoung Kim Moderator

Introduction of KWDA. Minjeong Lee KWDA Vice-presiden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ies of the early interceptive 
orthodontic treatment. Dr. Hai-van Giap (Vietnam)
Sealing ability of SDR flowable composite When used as an intra 
orifice barrier: an in vitro study. Dr. Meera Acharya(Nepal)

16:00~16:40

Eunkyoung Pang Moderator

16:40~17:20

17:20~17:30

Oral cancer treatment in Myanmar. Dr. Swe Swe Win(Myanmar)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s physical ergonomics 
among orthodontists in India-A pilot study. 
 Dr. Ramya Jathanna(India)
Efforts of Japanese dentist. Dr. Tomoka Ito(Japan)
Ending Ceremony & Group  photo

WOMEN DENTISTS
ASIA-PACIF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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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C) 2019 decided to create a chance for 
women dentists of the Asia-Pacific countries to 
meet and communicate about the topic,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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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oex  conference room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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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Participants 
 Seo Jin Cho  SDA Public relation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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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eSook Jun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
 Dr. Kathryn Kell FDI President
 Dr. Tin Chun Wong FDI Former President
 Jina Lee Linton Chairwoman of KWDA international committee 
Participant Delegation`s Speech
 Dr. Suorn Monika   CDA President
 Dr. Ng Woan Tyng   MDA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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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Lim Lii   SDA President
Special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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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address Cheol Soo Kim KDA President
                                                                                         Wonsun Park Seoul Mayor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nts 
 Seo Jin Cho  SDA Public relation director
Congratulatory Speech 
 HyeSook Jun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
 Dr. Kathryn Kell FDI President
 Dr. Tin Chun Wong FDI Former President
 Jina Lee Linton Chairwoman of KWDA international committee 
Participant Delegation`s Speech
 Dr. Suorn Monika   CDA President
 Dr. Ng Woan Tyng   MDA President
 Dr. Areen Reyes   PDA President
 Dr. Lim Lii   SDA President
Special Lecture 
 Sun Mee Jin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roup  photo & Coffee break 

WDAPF	영문	프로그램

각국의	포럼	참석자들

왼쪽부터	Areen	Reyes	필리핀	치과의사협회	회장,	

Ben	Yahya	차기	FDI	회장,	박인임	대여치	회장

For the first time, the Asia-Pacific 

Dental Congress (APDC) 2019 

decided to create a chance 

for women dentists of the Asia-

Pacific countries to meet and 

communicate about the topic, 

‘Let`s meet together and talk 

about the leadership of women 

dentists.’ We hope that APDC 

will continue to have Women 

Dent i s t s  As ia-Paci f ic  Forum 

(WDAPF), which will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women 

dentists in the Asia 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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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일본, 인도, 베트남, 대한민국, 미얀마에서 참가

한 5명의 자유연자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민정 대여치 수석 부회장은 대여치의 다양한 활동에 대

하여, 베트남 국적의 Dr. Hai-van Giap은 혼합치열기의 

interceptive orthodontic treatment의 효과와 효율에 대하

여 발표를 하였다. 미얀마의 Dr. Swe Swe Win은 미얀마에

서의 구강암 치료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미얀마의 ‘betel' 잎

담배와 관련된 높은 여성 구강암 발병률에 대해 많은 치의들

이 관심을 나타냈다. 인도의 Dr. Ramya Vijeta Jathanna

는 교정 전문의들의 인체 공학, 진료 자세에 대한 인식에 대

하여, 일본의 Tomoko Ito 교수는 80세까지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자는 취지의 ’8020 운동’ 등, 초고령 사회

를 살아가는 일본 치과의사들의 자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WDAPF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자, 다음 날인 5월 

12일 열린 APDC 이사회에서 매년 APDC 때 WDAPF를 함

께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를 2019년 9월 샌

프란시스코에서 열린 FDI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WDAPF를 통

해 아시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대여치의 김수진 부회장은 WDAPF를 마무리하며, ‘일, 가

정, 육아를 모두 병행하는 여성 치과의사의 삶은 각 나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여성 치과의사

들이 리더십과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대여치가 다른 국

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성 치과의사 단체로서의 가능성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린 2019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2019)에서 대여

치 이지나 고문이 FDI 산하 상임위원회 격인 Dental 

Practice Committee(치과임상위원회)의 상임위원

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FDI 분과인 WDW(Women 

Dentists Worldwide) 부회장에도 선출되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지나 고문이 치과계의 국제 무대인 FDI, WDW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FDI 총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말봉 고문이 대여치 회장을 역임

했던 15대 집행부 시절, 대여치 국제부 이사로서 WDW 회

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참석 전에 미리 당시의 WDW의 

수장이었던 티슈왕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략적인 활동

과 회의 내용에 대해 답신을 받았다. 마침내 중국 선전으로 

WDAPF의	탄생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DA	FDI	World	Dental	Congress	2019’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2019)에서	Dental	Practice	Committee(치과임상위원회)

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지나	대여치	고문

PART 2

이지나 고문, 
FDI 상임위원으로 선출되다

Issue
세계	속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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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간 이지나 고문은 20여 명의 세계 여성 치과의사회

의 멤버가 모인 WDW 회의에서 대여치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WDW와 

한국 여성 치과의사계의 최초의 접점이었다. 

그 이후, 대여치 16대 집행부의 회장이었던 김경선 고

문이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부회장으로서 2010년 

FDI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 여성 치과의사로서는 최초

로 WDW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김경선 고문은 당시 대

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의 한국 치과계 홍보 활동에 힘

입은 결과였다고 회상했다. 김경선 고문은 3년 임기인 

WDW의 이사직을 연임하였으며, 2013년에는 연자 자격

으로 이스탄불 총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김경선 고문

은 FDI의 ‘Survey of Dependance’ 포럼에서 니코틴 의

존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해

왔던 한국 치과의사들의 금연 활동에 대해 발표를 하였

다. 이후, 김경선 고문은 2014년 인도 총회, 2015년 태국 

총회 때도 참석하여 한국 여성 치과의사들의 활동과 리

더십에 대해 알렸다. 

김경선 고문이 WDW에서 6년간의 이사직을 마무리할 때 

즈음, 이지나 고문이 2016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국제

부 부회장 자격으로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FDI 총회 

및 WDW 회의에 참석하였다. 마침 이때 WDW 회의에서

는 새로운 이사 선출이 있었는데, 이지나 고문은 이사직

에 지원하여 선출되는 기회를 얻었다. 

3년간 WDW의 이사로서 활약한 그는 2018년 FDI 산하

의 8개 Committee 중, 'Science Commitee'의 상임위원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시간도 촉박하고 여건이 좋

지 않았지만, ‘일단 얼굴을 알린다.’라는 생각으로 입후

보했다. 결국 낙선했지만, 그 경험을 교두보로 삼아 샌

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FDI 2019 총회에서 ‘Dental 

Practice Commitee'의 상임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또한 WDW의 부회장으로도 선출되어 그 의미는 두 배가 

되었다.

이지나 고문이 앞으로 3년간 맡게 될 ‘Dental Practice 

Committee'의 상임위원은, 치과 개원과 임상 등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사회에 제안하는 역할, 실무적인 

연구, 조사를 진행하여 상임이사들이 정책을 수립할 근

거를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이지나 고문은 종교

적, 문화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같은 가정방문형 임상의 필요성 등을 강조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실태 조사와 연구 의지를 피력했

다. 그는 연구를 하고 백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FDI에서 연구를 하고 백서를 만들면 세계 각국

의 보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Dental Practice’와

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Practice’

의 개념은 시대와 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다. 따라서 FDI

의 ‘Dental Practice Committee’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

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지나 고문의 생각이다. 소외

된 사람들을 우선시하여 각국의 개원의들이 독자적으로

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FDI의 ‘Dental Practice 

Committee’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지나 고문은 이번 선거는 개인의 역량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WDAPF의 성공적인 개최 등, 그간 대한치과의사

협회와 대여치가 꾸준히 펼쳐온 대외 활동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여치의 국제부 담당 임원만

큼은, 오랜 시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하면 

플러스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국제

부 임원은 20년 이상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임원도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

라의 국제부 임원들과의 관계도 돈독하며, 현안 파악에 능

숙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지나 고문은 3년간의 

상임위원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국제무대에서 활약

하는 대여치 후배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속내를 밝혔다. 

상임위원에 당선된 이지나 고문에게 ‘자랑스럽고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던 김경선 고문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감수	김수진	대여치	부회장,	김경선	대여치	고문,	이지나	대여치	고문

이지나	고문의	정견	발표	때	사용된	자료화면.	WDAPF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	치과계의	

리더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WDW(Women	Dentists	Worldwide)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지나	대여치	고문

Issue
세계	속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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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자치과의사회	가을	야유회를	대비한	사전	모임경북	여자치과의사회	창립	총회	전	모임

권귀영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경북지부	지부장
안동	명치과	원장

창립	후	첫	번째	가을	야유회

10월 31일, 15명의 경북 지부 회원들은 지역의 

명소인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둘러보았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모임을 

하려니, 회원들의 참석 여부가 큰 걱정거리랍니다. 올해는 

10월 말일에 야유회, 연말에 송년회 및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회원들과의 연락조차도 쉬이 되지 않

았습니다. 이사들의 노력에 비해 초라한 모임이 될까 봐 걱

정도 됩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해 봐야지요. 

얼마 전에 가을 야유회 홍보를 위해 선생님들께 연락을 하

다가, 경북 북부의 선생님들 몇 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야말로 사랑방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격식을 차리기보다

는, 격려 받고 위로 받고 즐거움을 나누는 수다의 장이었습

니다. 저는 경북 여자치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40 대의 젊은 선생님들

도 많이 뵙고 싶지만, 아무래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 시간적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경북은 지리적으로도 제

한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모일 수 있

도록, ‘그래도 가보니까 재미있더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여자치과의사회의 회장이 되고 나서 보니, 대한여자치

과의사회의 탄탄한 기반과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그

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지난 임원 연수회에서 대한

여자치과의사회의 열정적인 임원들을 뵙고 나니, 그

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지난 세월이 죄송스럽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여성 치

과의사로서 동료들과 교류하고 좋은 사람들의 에너

지를 모아 더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소식지를 보게 되실 우

리 경북 지부 선생님들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안동에서.

안녕하세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저는 올해 5월 공식 출범한 경북여자치과의사 회의 초대회

장으로 선출된 권귀영 지부장입니다. ‘W dentist’의 지면을 

빌려 경북여자치과의사회의 소식을 전국의 선생님들께 전

하게 되어 매우 설레는 마음입니다. 

경북여자치과의사회의 창립 배경은 작년 말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경산 지부의 몇몇 선생님들이 대구 여자치과의사회 

모임에 초대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왜 경북 여자치과의사회

는 없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도 만들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지난 5월 25일에 창립총회를 가지게 된 거지

요.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사회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려는 중진 회원들의 추진력이 큰 동력으로 작용했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지부가 되면 다른 지부의 선생님들

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우리 회원들의 가슴은 부풀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지역 후배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원하여 발족한 ‘경

북여자치과의사회’모임을 진즉에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미

안함입니다. 그래서 초대회장으로서 주춧돌 한 장을 단단히 

깔아, 후배 선생님들께 멋진 ‘회’를 넘겨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여자치과의사회에서	온	편지

NEW HEART, 
NEW START

Issue
경북여자치과의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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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 

권		훈

광주	미래	아동치과	원장

권의 회원명부를 통해서 김응학, 최인상, 김영의, 김

채영의 명단을 추가로 발견하여 총 8분의 조선의 딸

이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표2). 그녀들은 서울, 부산, 대구, 충청

북도,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치과를 개원하였다. 

최금봉 여사는 1929년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2년 만인 193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과의

사 면허를 취득하였다(그림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선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

한 후 바로 귀국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신청하였고 면

허증을 교부받았다. 최금봉 여사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2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을까? 이러한 궁금

증은 2018년 8월 국가기록원에서 받은 최금봉 여사의 

치과의사 면허 신청 서류를 통해 일부 가 해소되었다.

‘최초의 유학파 여성 치과의사’ 제하의 글을 통해 'W Dentist'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2년이 

되었고 3번째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필자 나름대로는 시인 피천득이 강조한 인연의 소중함

에 공감하고 어떤 인연이든 계속 이어 갈려고 노력 중이다. 더군다나 치의학 역사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의미와 재미가 동시에 있는 작업이다.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나의 치과 개원 생활 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5월 소아치과 학회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에 갔을 때 동양여자치전(현 동양학원대학)을 

방문하여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치과의사인 최금봉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때 확인한 사실은 

최금봉은 동양여자치전이 아닌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동양여자치

전을 졸업한 21명의 조선 여학생들 명단을 입수하여 2017년 W-Dentist에 공개하였다(참1). 

2017년 여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부회장으로부터 3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

(1969년, 1973년, 1975년)를 받았다. 필자가 회원명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21명의 동양

여자치전 졸업생 명단이었다. 회원명부에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동양여자치전을 졸업한 조선의 딸들이 한국 치과계에 남긴 흔적을 조금이나마 찾

을 수 있었다. 2017년에 작성된 명단보다 좀 더 내용이 보완되어 필자의 눈에는 뿌듯하게 보인

다(표1). 이 지면을 빌어 소중한 사료를 보내주신 최치원 부회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연스럽게 필자의 관심은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로 향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조선총독

부 관보를 검색하고 국가기록원에 일제강점기 치과의사면허 신청 문서를 사본으로 요청하여 

최금봉, 홍선양, 최정희 3분의 치과의사 면허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

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故최효봉 선생님이 1983년 치의신보 제285호에 

기록으로 남긴 ‘동족상잔 6.25 회상’이라는 글에서 1937년 일본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

한 장순희 선생님의 이름을 알게되었다(참2). 마지막으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잘 보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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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성			명 약					력

1 1926 박봉남	朴鳳南 중화민국	대만성	고웅	육군	제	2총원

2 1928 조봉진	趙鳳鎭 조선수원도립병원,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176,	면허	취소자	명단에	있음

3 1932 김옥희	金玉喜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679,	먼허	취소자	명단에	있음

4 1934 김선영	金善榮 조선	황해도	개원	

5 1935 김소남	金小南 1969	미국체류,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164(조선총독부	면허	102),	김치과(종로구	내이동	97-1)

6 1936 홍계란	洪季鸞 조선	충북주	개원

7 1937 허갑이	許甲伊
조선	충북주	개원,	회원명부(1969)에	면허번호는	987(740),	허치과(대전	은행동	45-1),	
1941년	출생,	1973.	8.	19.	별세

8 1938 김을경	金乙慶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133,	1915.	8.	28.	출생,	1965.	9.	22.	별세

9 1938 김순호	金順鎬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648(면허미교부).

10 1938 손정숙	孫貞淑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102(사망),	1913년생,	별세

11 1939 이순영	李淳英
李漢英(개명한	듯)

회원명부(1969)에	면허번호는	210(136),	한영치과(종로구,	종로1가	1)
회원명부(1975)	한영치과(마포구	불광동	484-70),	한영치과(서울,	서대문)

12 1940 방하안	方河晏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610(435),	방치과(다동	109),
회원명부(1975)	:	방치과(중구	을지로	2가	55-2)

13 1940 이은혜	李恩惠 회원명부(1973)에	면허번호는	232(154),	을지치과(중구	을지로	3가	292-4)

14 1941 김영일	金榮一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612(면허미교부),	조선	황해도	해주	출신

15 1941 김인애	金仁愛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313(209),	중화민국	서주,	인애치과(부산	중구	충무동	1가)

16 1941 김정희	金貞姬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609(426)	김정치과(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5)

17 1941 박숙임	朴淑姙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282(188),	은서치과(동대문구	청량리동	691)

18 1944 김성숙희	金城淑姬

19 1944 김선옥	金善玉 회원명부(1969)에	면허번호는	271(179),	계성치과(종로구	통의동	143)

20 1944 김병화	金炳嬅 회원명부(1969)에	면허번호는	445,	삼엽치과(종로5가,	193-1),	1975년	사망

21 1944 장성숙	張聖淑 회원명부(1975)에	면허번호는	면허번호는	179(면허미교부)

(표1)	동양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	명단 (21명)

이름 졸업년도 면허번호 치과명

1 최금봉

崔錦鳳

1929년

(3회)

1931년	3월	

二九五(311)

1931년	남포치과(평안남도	진남포)

1938년	삼일치과(경상북도	안동)

1951년	부산	초량에	치과	개원

1960년대	삼일치과(서울	성북구	월계동)

1967년경에	은퇴

2 홍선양

洪善孃

1930년

(4회)

1931년	1월

二九二
547(미교부자)

3 최정희

崔正喜

1931년

(5회)

1932년

三七0(62)

1969	최치과(서대문구,	후암동	244-73)

1980	최치과(용산)	폐업.

4 장순희

張順希

1936

(10회)

1937년	

216(414)

1969	부전치과(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0)

1975	김정치과(부산,	영도구,만포동	2가	224)

5 김응학

金應學

1938년

(12회)

1939년	

166(104)
1975	공영치과(부산,동구	범일동	321)

6 최인상

崔燐祥

1939

(13회)

1940년

62(214)

함경남도

1969	청천치과(성북구,	동소문동	4가	217)

1979	보생치과(충북	보은읍	읍내리	160-14)

7 김영의

金永義

1940

(14회)

1941년

666(467)

1969	선산보건소

1973	선산치과(선산면	완전동	37)

8 김채영

金彩榮

1746년

(20회)

1947년

41(32)

1967	자모치과(대구	남산동	694)

1969	제일치과(대구	남산동	695)

1973	서부치과(대구	서구	비산동	3구)

(표2)	동경(일본)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8명)	졸업생	명단
							동경(1922),	일본(1934),	가나가와(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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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치과의사회에서 1948년 학술위원, 1956년 재무이사로 봉

사하면서 치과계 회무의 중심에 서 있었다(그림7). 1976년 대

한치과의사협회 회관 내에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게 진료봉사를 하기 위해 새마을 치과진료원이 개설되었다. 

그녀가 진료원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는 1977년 치의신보 기사가 미담으로 전해진다(그림8). 

   

2019년 2월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8명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가나가와 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2016년 5월 Toyo 

Gakuen University 역사관을 방문한 이후 3년 동안 벼르고 

별러서 찾아간 가나가와 치과대학 부속 역사관에 큰 기대를 

안고 떠났다. 조선의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졌던 윤봉

길 의사처럼 조선의 딸들의 치과 흔적 찾기를 위한 마음만큼

은 필자도 윤봉길에 못지않다. 일본어 1도 모르는 필자는 지

씨코리아 황인창 과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여행 아니 취

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가나가와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

학부 주임 이케다루미(池田瑠美)와 한국인 이정희 강사가 가

나가와 치과대학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사진1). 이 

세분에게도 지면에서나마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의 연혁은 학교 이름이 변경돼있

고, 연속성에도 약간의 공백이 있었다(그림9). 1910년에 개설

된 동경여자치과의학 강습소가 시원인 동경여자치전은 1934

년에는 교명이 일본여자치전으로 변경되었고, 1950년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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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이라는 항목에 최금봉 여사의 독립운동 이력

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그림2). 일어와 한자가 혼합되

었고 일본 고어가 포함된 문서이기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 는 없었다. 하지만 최금봉은 대한애국부인회에서 독

립운동을 하다 체포된 1920년부터 동경여자치전을 입학한 

1926년까지 요주의 사찰 대상이었다. 그녀가 조선으로 돌아

온 후에도 사찰이 계속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

며,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부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 치과의사 최금봉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는 지식인이었고, 대

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인정하여 훈장과 포장을 

추서하였다(참3). 

필자는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7명의 이름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홍선양(洪善孃, 1930년 졸업)과 최

정희(崔正喜, 1931년 졸업)에 관한 자료도 갖게 되었다. 최

금봉, 홍선양, 최정희 세 사람은 동문이고 고향도 모두 평

안남도이다. 홍선양은 1930년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후,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치과의사 면허번호(292)를 받았다

(그림3,4). 필자가 파악한 홍선양의 유일한 치과계 기록은 

40여 년 전 회원명부에 나와 있다. 치과의사 면허번호는 

547이고 미교부자로 기재되어 있다. 1931년 처음으로 교부

받은 홍선양의 면허번호는 292번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치과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면허번호가 547번으로 변경되

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치과의사 면허증을 새로 발급할 때

마다 새로운 면허번호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리

고 1945년 해방 후 새로운 치과의사 면허 번호를 갱신하지 

않아 홍선양의 치과계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녀

는 해방과 한국 전쟁이라는 혼돈기 에 고향인 평안남도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영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1931년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후 1932년 치과의사 면허를 취

득한 최정희(崔正喜)는 치과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여

성 치과의사다(그림5). 최정희도 홍선양처럼 치과의사 면허증

을 1936년 재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그

림6). 재발급의 이유는 화재로 인한 것이었다. 화재가 발생해

서 면허증이 소실되었다면 최정희가 근무하였던 치과도 화마

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처럼 온갖 고난 속에서도 최정희는 서

(그림3)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홍선양	여사의	치과의

사	면허	관련	문서

(그림5)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최정희	여사의	치과의사	

면허	관련	문서

(그림4)	1930년	홍선양	여사의	동경여자치과의

학전문학교	졸업증서

(그림6)	

1936년	조선

총독부에서	

재발행한	

최정의	여사의	

치과의사	면허	

관련	문서
(사진1)	가나가와	치과대학	정문	앞에서	교학부	주임	이케

다루미(池田瑠美)와	한국인	이정희	강사와	함께

(그림2)	193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최금봉	여사의	치과의사	면허	신청	서류에서	기타사

항으로	언급된	최금봉의	독립운동	이력.	특히	최금봉은	조선총독부의	지속적인	사찰	대상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경향신문(1973년	10월	25일)에	실린	최금봉	여사의	사진	

및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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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되었다. 그러나 1910년 동경여자치과의학 강습소를 모체로 

한 가나가와 치과대학이 1964년 개교되었다. 폐교된 14년 동

안 동경여자치전의 기록물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2013년 개관

된 가나가와 치과대학 박물관의 100년사 자료실에 들어갔다.

가나가와 치과대학 별관 1층 박물관에 졸업생들로부터 기

증받은 사료들이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뿐만 아

니라 100년 동안 치과진료실 모습의 변천사가 실제 유물들

로 전시되어 있어 쉽게 치의학 발달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2).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8명의 조선 여학생들의 모습은 이름과 사진으로 모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의 딸들이 치과대학 학창시절을 보냈

던 병원, 교사, 교장(敎章) 및 교복은 사진으로 남아있다(참

4). 최금봉 외 7명의 조선 여학생들은 2층의 목조 건물 교

사에서 치의학을 공부하였고(그림10), 고등학교 교복처럼 

보이는 검정색 정장과 모자를 착용하면서 최소 4년 동안 일

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그림11).   

필자의 얼굴에 그려진 아쉬움을 교학부 주임이 눈치로 채었

나 보다. 혹시 치과대학 도서관에 필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

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안내하였다. 도서관

에서 잠깐 대여한 일본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 80년사(1990

년 발행)에서 다양한 사료들이 발견되었다. 그중에서 1931

년 5회 졸업생인 최정희(崔正喜)도 받았던 전공과 졸업증

서(그림12)와 1939년 13회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최인상(崔燐

祥)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는 졸업기념 단체 사진을 소개한

다(그림13). 도서관 사서의 설명에 의하면, 가나가와 치과대학 

이전의 자료들은 졸업한 동문들이 보내주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다고 한다. 혹시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한국인 여성에 관

한 기록이나 사진을 확보하게 되면 꼭 필자에게 이메일로 연

락을 부탁하면서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귀국하였다.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몇 년째 계

속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치의

학 공부를 위해 현해탄을 건너간 여학생들에 관한 역사적 자

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그 시절 조선 여학생들이 일본으로 치의

학을 공부하러 간 이유가 궁금하다. 1922년 우리나라에 최초

로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녀들은 왜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궁

금증에 시원하게 대답해 줄 분을 아직 찾을 수 없다. 

1993년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통해 일본의 전쟁 범

죄를 폭로한 김복동(1926-2019)할머니의 ‘증거는 바로 나

다’라는 사이다 같은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울림

을 주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

데 생존한 할머니는 이제 20명이며 평균 나이는 91세라고 

한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여성(동양여치전-21명, 동경여치전-8명, 

경성치과의학교-8명)은 총 37명이다. 아마도 작고하신 분

이 많을 것 같지만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핸드피스를 들었던 조선의 딸들의 평균 나이도 

90세를 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치과계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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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조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	

(그림7)	최정희	여사의	치과계	약력		 (그림8)	최정희	여사는	1977년	새마을	치과진료원	운영에	써달

라며	금일봉을	희사하였다.	

(그림11)	

동경여자치전	

교복

(그림13)	1939년	동경여자치전	13회	졸업생	졸업기념사진

(사진2)	가나가와	치과대학	자료관	내에서	지씨코리아	

황인창	과장과	함께	

(그림9)	가나가와	치과대학	연혁

(그림10)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라고	표시된	

교사	건물(1924~1935년까지	사용)

(그림12)	1931년	동경여자치전	5회	졸업생	

졸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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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선배	치과의사와의	만남

38	●	2019 W dentist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원의로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장순희	원장은	

그야말로	‘1세대	슈퍼우먼’의	표본이다.	

1층에는	치과,	2층에는	집.	

그의	현재	삶의	터전이	말해	주듯,	

그의	삶은	늘	치과와	가정을	오르내리는	

변곡점	위에	있었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The	Korean	

Orthodontic	Research	Institute	Inc.,	이하	KORI)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다가오는	제69차	연수회(KORI	

Standard	Edgewise	Typodont	Course)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고희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손에서	플라이어를	놓은	적이	없지만,	

틈틈이	꽃꽂이와	가야금	연주를	하며	

인생의	2막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는	장순희	원장을	

그의	오랜	삶의	터전인	‘장순희	치과의원’에서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장순희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치과가	정말	예쁘고	아늑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바깥에 꽃들이 

더 만발하면 더 보기 좋은데, 요새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치과를 방문한 환자들도 꽃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기실에서, 그리고 진료실에서도 자그마한 정원이 눈

에 바로 들어온다.) 1층은 치과, 2층은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때로는 서

재로……. 제 치과는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의 일부예요. 

아무래도 40년 이상 치과를 해 왔으니, 당연히 자연스럽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겠지요.

40년…….	정말	오랜	세월이네요.	

1970년대에	여성이	치과대학에	입학하고	치과의사로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죠. 당시 사회 전반이 그랬듯, 우리 세계에도 

성차별이 있었지요. 수련의 선발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나는 결국 수련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고, 용산의 서울철도

병원에서 인턴을 1년 했어요. 철도병원은 철도 종사원과 철

도 사고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이었는데, 내가 

인턴을 했던 기간에 이리역 폭발 사고 등 굵직한 철도 사고

가 많았어요. 그래서 철도병원 치과 소속 인턴 최초로 응급

실 근무도 했지요. 서울대 출신의 구강외과 선생님이 오셔

서 수술을 해 주시면, 수술 후 처치는 다 내가 했어야 했어

요. 당연히 고생도 했지만, 많이 배우기도 했지요. 

인턴을 수료한 후에 결혼을 하고 고향인 대구에서 개원을 

했어요. 처음 몇 달 간은 페이닥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해 봐라’고 조언해 주셔서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때가 1978년이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지요. 

육아도 그렇고……. 하여간에 고향집 한켠에 유닛 체어를 1

대 두고 소소하게 치과를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치과 재료상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 개원 준비를 도와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 선생, 애들이나 보면서 소소하게 

진료하시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랬어요. 남자가 여자에

게 입을 벌리기 힘든 풍토였지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치과였지만, 환자는 아주 많았습니

다. 98명을 본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자라서 진료

를 거부하거나 막말을 했던 환자도 있었지요. 지금도 생생

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40대 남자 환자를 

진찰하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나가면서 접수대 앞

에서 “하필 여자야.”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 바로 쫓아나가서 따졌어요. 하필 여자인데, 왜 그 여자

가 하는 설명은 끝까지 들었냐고.(웃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이후의	서울에서의	개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남편이 본교 의대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대구의 치

과를 접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981년에 서

울에서 다시 개원을 했지요. 치과 교정학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교정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90년대 이후에는 페

이닥터에게 일반 진료를 맡기고, 나는 교정 진료에 매진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남편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2~3년간 미국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1층의 치과와 2층의 가정 모두를 지키

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치과와 가정 일을 동시에 돌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욕심이 컸던 거라고 봐야

지요. 남편과 함께 미국에 있을 때, 부엌일을 하다 말고 남

편에게 ‘발치하고 싶어 죽겠다’라고 말한 적 있을 만큼……. 

개원의로서의 삶은 제 인생에서 큰 비중이었습니다.

장순희	치과의원	대기실	정경. 진료실의	유닛	체어에	누우면	아름다운	정원이	보인다.

개원의	생활	40년,

      장순희 원장님의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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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치과의사와의	만남

치과	교정학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이하	KORI)’를	통해서	배우게	되셨나요?

지금에야 일반 치과의사들도 여러 가지 루트로 교정학을 

배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정은 이론도 어렵지만 실습도 해야 하고, 거기다 경험

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정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1984년도에 KORI에서 개최한 2년 코스의 교정

연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차에는 1주일에 2회

씩, 2년차 때는 1주일에 1회씩 연수회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 1985년에는 김일봉 선생님께서 미국 애리조

나 투산의 ‘The Charles H. Tweed International 

Foundation’을 방문하셨고, 트위드 코스가 한국에 정

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웠지요. 이 

트위드 코스는 지금은 ‘KORI Standard Edgewise 

Typodont Course’라는 명칭으로 이어져, 지난 3월에 

68차 교육이 있었지요. 곧 69차 교육도 있을 예정이고

요. 애리조나의 ‘Tweed International Foundation’에

서 유일하게 정식으로 인정하는 트위드 지회가 바로 우

리 한국 지회예요. 그래서 중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

나,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의 치의들이 KORI 연수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번 69차 교육도 그렇고요. 

2018년부터	KORI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올해	5월에도	몽골교정연구회와	교육지원협약을	맺고,	

직접	교육과	실습을	지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제학술교류사업은 KORI의 목적사업이에요. 김일봉 선

생님의 국제적 감각은 대단했어요. 1978년에 이미 미국

의 브루사드 코스(Broussard course)를 이수하고 1980년

부터는 A.A.O.에 참석하며 수많은 해외 유명 연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셨어요. KORI는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재능 기부도 해왔고요. 특히 

몇몇 나라의 교정학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학회를 창설하

는 일에 산파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요

청이 들어오면, Instructor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하여 강

의 및 케이스 리뷰도 해 주고 있어요. 이번 5월에 몽골에 

갔을 때도 몽골교정연구회(MORI)의 교육생들을 대상으

로, 여러 선생님들이 MEAW 술식도 강의하고 케이스 리

뷰도 하고 와이어 밴딩 과제도 검사하고요.

저는 KORI의 회장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목적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외에서 헌신적

으로 강의하며 올바른 교정치료법을 전파하셨던 김일봉 

선생님이 강조하신 ‘Sharing, Caring, Loving’의 정신

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이에요.

KORI의	회장으로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비판을 받기도 해요. ‘트위드의 교정 철학이 21

세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하지만 

지금도 연수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

곤 해요. ‘아, 이래서 그때 막혔었구나.’ 나는 그런 이야기

를 들을 때마다, 아직 우리의 할 일이 있다고 느껴요. 그동

안 SWA 교정 개념으로는 풀 수 없던 문제들을 해결하던 

역할, 기본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있었던 KORI 인스트럭터 워크숍의 주

제는 ’Back to Basic‘이었지요.

물론 변화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정 트렌드를 기존 철학과 접목

하여 ‘온고지신’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KORI 커리큘럼의 개정 또한 계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여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세대의 여성 치과의사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요즘 여자 선생님들은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

르지만, 아마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후배 여자 선생님

들에게, 그런 주변의 기대 속에서도 자신을 소홀히 여기

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많이 투자하면서 살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어요.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은퇴 이후

의 제2의 인생을 생각하며 경제적 여유도 미리 축적해두

고요. 그리고 내게 어울리는 ‘세컨드 잡(second job)’으로 

삼을만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익혀두면 금상첨화지요. 

후배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2019년	5월	5일~6일,	

KORI는	몽골교정연구회(MORI)와	

교육지원협약을	체결하였다.	

가운데가	KORI	회장인	장순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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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또	다른	삶

건강보험공단의	각	6개	지역본부	산하에는	건강지원센터가	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국가	검진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계획	및	관리,	전문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

로	하는	직위이기에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바쁘

게	살아가고	있는	치과의사가	있다.	바로	나선혜	국민건강보험	광

주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이다.	나선혜	센터장은	조선대	치과

대학	94학번으로,	졸업	후에는	조선대	치과병원에서	보철과	수련

을	받았다.	공공	의료	분야에서	치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앞으로는	공공	의료,	행정	분야에서도	치의의	전문적인	역할이	기

대되기에	나선혜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치과대학	졸업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입

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모교 대학병원에서 보철과 수련을 마치고 나와 개원의 

생활을 13년 정도 하였습니다. 노인 보철을 주로 하다 보

니, 보철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보철 치료 전 관리’라는 생

각, 즉 다시 말해 자연 치아를 노년기 때까지 잘 유지하고 

치아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모교 예방치과학교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철 중심이었던 저의 임상 세계

에서 예방치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싶어서 예방치학

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었지만, 예방치학을 공부하면서 뜻

하지 않게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공공 의료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학부	시절	때는	공공의료나	보건행정에	관심이	없으

셨나요?

하하. 전혀 없었어요. 학부에는 사실 기초 치의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임상을 접하면서 보철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엔 노인 보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공의료나 보

건 행정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서 학부시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어떤	경로로	정식	입사하게	되었으며,	구체

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공단은 지역본부별로 건강지원센터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

차 인적성 검사 3차 면접을 거쳐서 선발했어요. 제가 처음 

채용되었을 때는 건보공단 2급 건강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입사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치과의

사를 채용할지 말지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공단에서는 치의학 전문 의료인이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은 치과의사로

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국가 건강검진 

후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건강 상담이나 만성질환 관리사

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같은 국가사업이 주

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사	후,	행정	분야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메디컬	

분야의	지식이	상당히	필요했을	텐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읽고 공

부해야 했습니다. 행정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회의도 많

고 참여해야 할 행사도 많아, 그 점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책이나 논문, 자료를 

이용하거나 메디컬을 전공한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

다. 그런데 메디컬 지식보다도, 행적적인 업무나 용어에 대

해 숙지해야 했던 것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행정 전

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건강지

원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기억

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지원센터의 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및 교육과 검진 사

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나, 현재는 일

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서비

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새롭

게 추진 중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

람 있었지만, 특히 올해 광주 지역본부에서 시작한 건강보

장 정책 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주

관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관할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해 알 권

리’를 실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는 광주, 2차는 전

남, 3차는 전북지역에서 개최하였고 11월에 4차 제주 심포

지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치의학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공단	등	공공의료나	행정	분야에서	치과의사가	특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치과분야에도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

에는, 외래 의료비 지출 부분에서 몇 년째 2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질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만큼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지 못

하고,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편입니다. 또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노인 의치나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고 

있고, 아동 영구치의 레진 수복 치료 등에까지 보장성이 확

대되고 있어 그만큼 치과의사도 보건 의료의 모든 행정 분

야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

다. 그만큼 전공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치

과 관련 사업 부문에서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치와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 막 새내기로 임상 세계에 나온 후배들보다도, 많은 임

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앞으로 공공 

의료, 치과 보건 행정 부문에서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의 길

의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나선혜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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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대여치)에서 발행하는 W dentist 2018년 volume 22-1에 

“근관 치료가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기회를 주

셔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당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이 hand filing의 꽃

인 balanced force technique(BFT) 이었다. 기본적으로 BFT 을 구사하는 이유

는 만곡된 근관에서 file 이 펴지려는 힘과 상아질이 버티려는 힘의 균형을 이루

면서 치아의 근첨 부위까지 file 이 전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BFT 이 만

곡된 근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곧은 

근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 실전에서는 만곡이 아주 미미하거나 거의 

곧은 근관에서 어쩌면 더 많이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다. 

BFT의 본래의 취지는 술자가 원하는 부위의 상아질을 삭제하는-만곡 근관에서

는 ledge 가 생기지 않을 부위의 상아질을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다.-것이다. 개

인적으로 hand file을 가지고 BFT을 사용하는 타이밍은 만곡된 근관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대개 watch winding motion(WWM 으로 근관

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hand file에 압박이 느껴지면 바로 BFT으로 바꾸어서 

근첨까지의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BFT이 WWM보다 hand 

file이 근관으로 들어가는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진 블록이든 자

연 치아든 연습을 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곡된 근관이 아니라

도 약간이라도 석회화된 근관이라면 항상 BFT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석회화가 있는 근관에서 BFT을 구사하면 hand file을 통해 안전하게 근관장까

지 도달이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hand file도 늘 BFT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근관장을 측정하기 전부터 BFT은 사용되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BFT의 MAF를 결정하는 과

정”이다. 얼마 전에 열렸던 대여치 2019 학술대회에 초청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

면 다음과 같다. 

Initial	MAF

보편적으로 근관은 Hand/NiTi file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

어도 #30/06, 이보다 확실하게는 #35/06까지 넓히는 것

이 좋은데 그 이유는 #35/06 정도는 넓혀야 근관 세척액

이 근관장까지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근 sonic/ultrasonic device를 이용하는 근관 세척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논문들에 의해 이런 방법은 기존의 

syringe irrigation으로 하는 근관 세척에 비해 특별히 좋

은 것은 없다. 특히 ultrasonic irrigation–흔히 passive 

ultrasonic irrigation이라고 해서 이를 줄여 PUI로 부른

다.–의 경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과 실제 임상에서 사용

해 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이유에 의해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나마 sonic irrigation의 경

우 PUI에 비해 tip이 잘 부러지지도 않고–심지어 부러진 

팁이 치근단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열도 발생하지 

않기–열이 너무 높아서 상아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때

문에 syringe irrigation에 비해 근관 세척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좁게 근관 확대 및 성형을 하면 근관 세척을 할 때 주

로 사용하는 NaOCl이 근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근단 

1/3 부위에 적절하게 침투가 되지 않는다. 또한 needle tip

이 근관 벽과 마찰이 생겨서 NaOCl이 큰 압력에 의해 치근

단 공을 벗어나는 NaOCl accident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

진다. 따라서 근관 확대를 #35/06으로 넓게 하면 이런 일

의 발생이 줄어들고 치근단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들

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근관 치료는 근관 충전까지 진행돼야 치료를 마치는 것이므

로 #35/06까지 넓히면 보다 편리하게 근관 충전을 할 수 있

는데 흔히 사용하는 열 가압 충전법의 경우 heat carrier로 

gutta-percha를 끊어야 하는데 근관 확대가 적으면 heat 

carrier를 얇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이 얇은 것은 보다 두꺼

운 것에 비해 자주 고장이 나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단

점도 있다. 이는 측방 가압 충전법과 single cone 충전법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근관 충전만 하면 짧아지는 대부

분의 경우 master cone은 gutta percha(GP)이고 근관이 

좁게 확대 및 성형되어 있다면 GP를 넣는 과정에서 근관 

벽에 더 많이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마찰에 의해

서 GP가 근관장보다 1mm 이상 짧게 들어가고 이를 해결하

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잘 되겠지 생각하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짧은 근관 충전이 되는 

것이다. 물론 #35/06으로 근관을 넓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연습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만 있다면-연습을 할 때는 우선 레진 블럭에 해 보고 가장 

좋은 프로토콜을 몇 개를 정해서 자연 치아에 적용해 보면

서 가장 좋은 프로토콜을 찾아가는 식으로 하면 좋다.-근

관 치료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

약하면 많은 논문들을 통한 연구에 개인적인 경험적 판단을 

가미하여 근관은 기본적으로 #35/06까지 넓히는 것이 좋고 

이를 initial MAF라고 정의하겠다. 

MAF	선정하는	방법

① Initial MAF로 #35/06까지 넓힌다. 

② Hand file #35를 initial MAF로 잡은 근관 안으로 넣

는다. NiTi file #35/06까지 넓혔으니 hand file #35가 근

관장까지 쉽게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NiTi 

(NiTi file)와 Stainless steel(hand file)이라는 금속 재질

의 차이로 인해 taper가 상대적으로 큰 NiTi file이 근관 속

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같은 번호의 hand file이 근관 내

Hand filing의 꽃 

         Balanced force 
technique의 활용

곽영준	

연세자연치과	원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임상지도교수

Academy
근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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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근관치료

로 들어가면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이는 NiTi 

file은 근관 벽을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 들어갔으나 hand 

file은 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③ #35 hand file이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filing을 

하되 anti-curvature filing을 먼저 시행한다. 당연한 얘

기겠지만 file 번호가 높아질수록 circumferential filing보

다는 anti-curvature filing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hand file 사용 방법이다. Hand file의 경우 들어갈 때는 

WWM과 BFT의 적절한 사용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근관

의 이름 방향으로 힘차게 나오는 식으로 anti-curvature 

filing을 하는 것이 좋다. 

④ 이렇게 #35 hand file이 보다 자유롭게 근관장까지 들어

가게 되면 이후에 #40 hand file이 근관장까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왜 이런 과정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 이렇게 할 때 #40 hand file이 거의 저항감 없이 

근관장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40이 저항감 없이 근

관장까지 들어간다면 이후에 #45, 50, 55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한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file 번호를 높여도 크게 저

항감 없이 근관장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만약 NiTi file로 #35/06까지 넓히고 #35 hand file로 넓혔

는데 #40 hand file이 근관장까지 어렵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은 원래 치아의 MAF size가 넓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MAF는 말 그대로 apex 부위에서 꼭 끼는 file 이어

야 하는데 #35보다 더 큰 file이 저항감이 없거나 아주 적은 

정도만 있는 경우라면 아직은 under MAF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는 IAF를 결정할 때 apex 부위에서 끼는 느

낌이 없이 상부에서 그런 느낌이 날 때 그 IAF는 under IAF

로 봐야 한다는 것과 동일 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다. 

표	1.	치아별	치근단	공의	크기	(Morfis	A.	et	al,	OOO	1994)

표1을 보면 기본적으로 치아의 치근단 공의 크기는 hand 

file로 따지면 #20~25 정도이고 큰 경우에는 거의 #40에 

가깝다. 여기에 치근단 치주염에 의해서 치근단 부위에 흡

수가 발생한 경우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35 크기의 치근단 공을 가지는 치아에서 #25나 #30까지

만 넓혔었다면 그것은 아직 문제의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라

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어느	한	부위에서	치근단	공에	file이	닿는	경우,	

Ⓑ	2~3점에서	닿는	경우,	

Ⓒ	많은	부분에서	닿는	경우

또한 치근단 공의 모양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타

원형 또는 무정형으로 생긴 것들이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치근단 공을 가지는 근관

에서 치근단 부위에 binding되는 file 이란 어떤 것을 의미

하는 것일까? 사진 1은 치근단 부에서 얼마나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묘사이다. Ⓐ에서 Ⓒ로 갈수록 근관 벽

과 더욱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넓히는 것이 좋

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Hand 

file은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니 원래의 치근단 공을 모두 포

함하는 것은 삭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다는 Ⓑ가 

좋고 Ⓑ보다는 Ⓒ 정도는 넓혀야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렇게 생각하면 hand file이 근첨부에 약간 끼이는 상태에서 

살짝 삭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럴 때 WWM으로의 삭제가 맞는지 BFT으로의 삭제가 맞

는지 개인적으로 최초로 BFT으로 행해질 때–BFT이 WWM

에 비해 근관을 삭제하는 힘이 세다고 이미 언급하였다.–종 

MAF로 적당하다고 본다. 즉, hand file을 WWM으로 근관

장보다 약 1~2mm 짧게 들어간 상태에서 BFT을 사용해서 

근관장까지 들어간 최초의 hand file을 final MAF로 한다는 

말이다. Hand file로 BFT으로 근관장까지 들어간 경우 거

의 대부분의 경우 그다음 hand file은 근관장보다 2mm 이

상 덜 들어간 상태에서 빡빡함을 느낄 것이다. 더 이상 넓히

는 것은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근단 공을 불필요하게 

더 넓히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까지 정상적으

로 진행된 경우라면 대부분 hand file의 끝 부위에 상아질편

이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⑤ Final MAF를 근관 내에 다시 넣어 recapitulation을 

시행한다. 한번 BFT으로 근관장까지 진입한 final MAF는 

더 이상 BFT 없이 WWM만으로도 근관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⑥ 이제 patency를 확인하면 이제 근관 확대 및 성형 단

계를 모두 마치게 된다. Patency filing의 경우도 MAF를 

넓히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10 hand file을 initial 

patency로 하고 점점 번호를 높이면서 final patency까

지 넓혀 주면 좋을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본래 치근단 공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번호

의 hand file로 patency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고 보는데 치료하는 근관의 치근단 공의 크기를 알 수 없기

에 #10부터 차근차근 번호를 높여가면서 WWM으로 약간

의 저항감이 느껴지는 정도에서 final patency을 정하면 되

는데 patency의 경우 BFT보다는 WWM이 보다 적절하다

고 생각되는데 이는 자칫 MAF 만들 때보다도 더 민감하게 

apical seat(stop)이 터지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BFT은 WWM과 함께 근관 치료를 하는데 필수

적 hand filing 방법이다. 이 과정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tactile sense가 필요하고 이는 발치된 치아에

서의 많은 연습과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서 손끝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MAF와 patency filing이다. 

이처럼 hand file은 세심하고 꼼꼼한 근관 치료를 위해서

는 필수인데 약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현혹되어 

NiTi file의 사용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Hand file로 

익힌 tactile sense를 활용해서 상아질의 강도를 파악하면 

어떤 순서로 NiTi file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는 

것을 손끝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좋은 방법을 버리고 회

사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니 안타깝기 그

지없다.
	 Ⓐ	 Ⓑ	 Ⓒ

   Table II. Size of main foramina

Group
Mean value

(µm) Standard deviation

Maxillary incisors
Mandibular incisors
Maxillary premolars
Mandibular premolars
Maxillary molars

Palatal
Mesial
Distal

Mandibular molars
Mesial
Distal

289.4
262.5
210.0
368.25

298.0
235.05
232.2

257.5
392.0

120.93*
190.16*
107.89*
183.91*

  62.13*
101.01*
  66.09

343.3*
  77.5*

*Satisfactory fitting to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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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레진으로	줄임)	충전	급여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진은	치과	진료실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치료로,	급여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에는	레진의	보험	청구에	관

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Q	레진의	보험	청구	적용	대상과	범위는?

A: 레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이 있는 영구치에 실시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만 12세 생일이 되기 전 날까지 적용됩니다.(예를 들

면 2006년 1월 1일이 생일인 경우 2019년 1월 1일 레진이 급여 적용되지 않습니

다.) 이때 레진의 급여 적용 치아는 영구치로 전치와 구치 모두에 적용 가능하

며, 유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레진	보험	청구	시	가능한	상병은?

A: 치아 우식증이 있는 경우에 급여 적용되므로, 상병명은 K02로 시작되는 상

병명이어야 하며, 치아의 마모나 침식, 파절로 인한 레진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

지 않습니다.

Q	레진	보험	청구와	GI,	아말감	등의	충전	치료의	보험	청구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급여가 적용되는 기존의 충전치료 (GI, 아말감)의 경우 1면, 2면 등의 면수만 

(차트에는 MO, MOD 등 정확히 기재해야 함) 청구했던 것과 달리 레진의 경우

는 와동 급수와 충전 면수를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적용 
            Q&A

윤지영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
인하윤치과	원장

예시	1)  #36 버컬핏과 교합면 우식 치료의 경우 GI, 아말감

의 경우 2면, 레진의 경우 1/2(1급 2면)

예시	2)  #46 근심과 교합면 우식 치료의 경우 GI, 아말감의 

경우 2면, 레진의 경우 2/2 (2급/2면)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진료 후 차트

에 기재한 것을 직원이 확인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급

과 면수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시 2)에서 MO 2면의 경우 2/2 (2급/2면)

로 청구하지 않고, 1/2(1급/2면)으로 청구했다면 청구의 오

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레진 급여의 경우 와동 급수와 

관계없이 면수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므로 위의 두 경우 비

용이 동일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확한 차트 기

록과 보험 청구가 필요합니다.

Q	레진	보험	청구	시	러버댐도	청구되나요?

A: 레진의 충전에는 러버댐 장착, 접착제 도포, 즉일충전

처치(치수복조, 와동형성 포함), 충전, 교합조정 및 외형 마

무리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전물의 연마나 러

버댐의 경우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접면 우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X-ray, 우식이 깊어 시행하는 마취료와 기존 충전물의 제

거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적용해서	레진	치료했던	치아에	2차	우식	발생하여	

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A: 레진 치료가 종료된 치아에 2차 우식이 발생하여 재 치

료하는 경우, 재 치료에 대한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

으며, 기존 치료했던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 등의 

충전물을 제거하는 경우 충전물 제거 간단으로 산정 가능

합니다. 다만 실란트 이차 우식인 경우 실란트 제거는 충전

물 제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는 다른 경우로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진단 시 발견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에 레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면수

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 충전 1회만 산정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우식 진단 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

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demy
건강보험

1급	와동

구치부의	교합면	와동,	

전치부의	설측에	형성한	와동

2급	와동	

구치부	인접면	와동

3급	와동	

전치부	인접면	와동

(절단면을	포함하지	않음)

4급	와동

전치부의	인접면	와동

(절단면을	포함)

5급	와동

순면이나	설면에	있는	

치은	1/3	이내에	형성된	와동

6급	와동

전치부의	절단연	또는	

구치부의	교두에	형성된	와동

G.V.Black 분류법

Classes Illustration

Classes Ⅰ

Classes Ⅱ

Classes Ⅲ

Classes Ⅳ

Classes	Ⅴ

Classes Ⅵ

출처:	Must-know	classifications	of	dental	caries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e	boards(저자:	Claire	Jeong,	Delphine	Jeong	외	다수)

에서	발췌



50	●	2019 W dentist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51

Academy
건강보험

Q	레진	보험	청구	시	광중합기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광중합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더라도 신고하고 보험 

청구를 시행해야 합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이미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났으

며, 현재까지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어 대부분의 치과에서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심사 조정된 것이 있다면 조정된 사유를 확인해서 재

심사 조정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청구를 하는 것

보다 정확한 차트의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급여 시행한지 채 1

년이 안되었으므로, 추후 평가에 따른 고시 변경이나 새로

운 고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

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

니다.

Academy
교정	치료

초기 혼합 치열기는 상하 4전치와 제 1대구치의 맹출 시기이고, 보통 만 7~9세 경이

다. 영구치의 맹출 장애, 비정상적인 교합 간섭-특히 전치부 반대교합-에 의한 하

악의 변위(shift), 비염 또는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한 호흡의 문제, 유아기의 습관인 

혀 내밀기, 손가락 빨기 여부를 관찰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골격 성장의 부조화가 

발현되기 시작하므로 언제 악정형 교정 치료를 시작할지를 평가해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악 제 2유구치의 원심에 걸린 상악 제 1대구치의 

맹출 장애 또는 제 2유구치의 조기 상실에 따른 제 1대구치 근심 이동이다(사진 1). 

그대로 두는 경우 제 1대구치 근심 교합면에 우식이 발생되거나 제 2유구치의 조기 

상실로 제 2소구치의 맹출 공간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제 1대구치를 후방으로 직립

시켜야 한다. Nance button를 이용해서 anchorage를 보강하고 제1유구치, 제1대

구치에 브라켓을 부착해서 016 NiTi 와이어상에 open-coil spring를 활성화(브라

켓 간 거리의 125% 길이를 적용)하고, 1달 후 125% open-coil spring 활성화를 추

가한다. 개선이 부족하면 1달 후 17x25 NiTi 와이어로 교체한 후 125% open-coil 

spring 활성화를 추가 시행한다. 이때 제 2유구치가 남아 있다면 원심 치근의 완전 

흡수가 발생하고 근심 치근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수절단술 없이 그대

로 구강내에 유지시켜서 공간유지장치(space maintainer)로서 사용한다(사진 2).

고수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만 7~9세에서의 

교정치료란?

◎ (광중합기) 장비 등록 방법

<의료장비 자비등록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구입 증빙자료가 있는 장비의 경우

    ▷ 구입 증빙자료가 없는 장비의 경우

       ○  구입 증빙자료가 없는 장비의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장비등록을 진행

하되 최종제출 전 전달사항에 정보가 없는 사유 등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과 함께 제출.

※  단, 장비의 모델명 혹은 장비의 식약처허가번호는 반드시 기술되어 있어야 됨.

※※ 식약처허가번호 확인방법

           (의료기기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장비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신규등록→바코드부착장비검색 및 장비번호검색→장비번호(광

중합기 E20100) 등록→장비내역 작성 후 임시 저장→최종제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장비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신규등록→최종 제출 시 전달사항에 내용기록(모델명 혹은 식약

처허가번호 등) 및 사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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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상악 전치, 특히 상악 측절

치의 맹출 장애이다. 영구치 치아의 위치이상이나 과잉

치에 의한 방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좁은 상

악 치열궁으로 인한 공간 부족에 의한 상악 전치의 맹

출 장애가 흔하다(사진 3). 가철성 구개확장장치를 착

용하고 4일 또는 5일 간격으로 expansion screw를 1

회(90도)씩 회전시켜서 상악 치열궁을 횡적으로 서서

히 확장한다. 이처럼 anterior overbite이 깊고 교합이 

긴밀한 경우는 교합면은 완전히 피개하는 디자인을 적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사진 4). 상악 측절치 치관의 근

원심 폭경의 3/4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좌우 유

견치 또는 제 1유구치까지 부분적으로 브라켓을 부착

한다. 상악 측절치의 치근이 최종 길이의 2/3이상 발육

되었을 때 브라켓을 본딩하는 것이 브라켓 부착 기간

을 최소화할 수 있다. 브라켓을 위치시킬 때 주의할 사

항은 갓 맹출된 영구 전치의 root distal tip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현재의 crown distal tip된 치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브라켓을 위치시켜야 한다(사진 5). 

(사진3)	좁은	상악	치열궁과	이로	인한	12번,	22번	맹출공간	부족,	

구개확장으로	12번,	22번의	정상	맹출유도.

(사진2)	16번의	맹출	장애	및	교정치료후	16번	위치	개선,	치료	전후의	

파노라마.

(사진1)	65번	조기상실과	이로	인한	25번	맹출공간	상실	및	공간개선,	

치료	전후의	모델.

그렇게 해야 중절치의 치근이 측절치 치관의 맹출 경로

를 방해하지 않는다. 협측 확장을 계속 추가하면서 상악은 

016NiTi를 1~2달 적용한 후 치아 동요도가 별로 없게 되

면 17x25 NiTi 와이어로 교체하고서 open-coil spring을 

120% 활성화시킨다. 2개월 간격으로 120~125%의 open-

coil spring 활성화를 시행함으로써 측절치 공간을 좀 더 과

도하게 확보하고 측절치가 맹출 될 때까지 기다린다. 상악 

측절치가 정상적으로 맹출 되면 완벽하게 배열하려고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배열한 후 브라켓과 아치와이어는 제거

해야 한다. 상악 측절치의 치축 및 회전 등의 문제를 정밀

하게 개선하려고 할 때 상악 측절치 치근이 또다시 상악 견

치 치관의 맹출 경로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악 견치는 근심경사 맹출 경향이 강하고 치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맹출 경로를 침범한 상악 측절치 치근

을 쉽게 흡수시킬 수 있고, 또는 상악 측절치의 저항을 피

하기 위해 반대 방향-상악동측 방향-으로 이동경로를 변

경하여서 의원성(iatrogenic) 매복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악 중, 측절

치의 정확한 배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호흡과 관련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악 

중, 측절치 맹출 시기에 발견할 수 있다. 비염이나 아데노

이드 비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구호흡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구강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저위설(low 

tongue posture), 상악 아치궁의 협착, 전치부 개방교합, 

그리고 혀내밀기 습관 등이 상호 관련되어 또는 독자적으로 

발생된다. 혀내밀기 습관에 의한 전치부 개방교합은 상하 4

전치의 전체적인 undereruption이 특징이다(사진 6).

이때 이비인후과 평가를 받을 것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Low tongue posture에 의해 자극받지 못하는 상악

궁은 점차 V자 형태로 깊이가 깊어지면서 횡적 구개성장

의 저하로 진행되고,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감소되면서 

crowding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부족한 구강내 공간 

때문에 혀의 비정상적인 위치는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구개확장장치에 tongue crib이라고 

하는 혀를 전방으로 내밀지 못하게끔 하는 와이어 디자인을 

추가시킨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치열궁 협착이 심화되지 

않도록 구개확장을 시행해서 정상적인 영구치 맹출 및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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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혀내밀기	습관이	상하	4전치	맹출시기까지	잔존한	경우	상하	4전치의	균일한	undereruption이	발생하게	되

고,	혀내밀기	습관은	더	악화된다.	이때	tongue	crib이	포함된	구개확장장치를	사용하여	좁은	상악	치열궁을	서서히	

확장하면서	혀의	정상적인	위치와	기능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사진4)	교합관계가	긴밀하고	anterior	deepbite인	경우는	교합면을	

완전	피개하는	구강확장	장치가	유용하다.

(사진5)	상악	측절치의	브라켓팅시	현재의	치축-치근근심경사-이	그

대로	유지되도록	브라켓을	위치시켜야	한다.	정상적인	치근원심경사

의	치축으로	개선하게	되면	상악	견치의	맹출을	방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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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제법 많아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초기 혼합 치열기

에 하악 성장 유도를 위한 개입이 없어도 된다. 초기보다는 

말기 혼합치열기에 구개확장용 screw가 포함된 twin block 

장치를 사용하며 하악 성장 유도를 시도할 수 있다(사진 7). 

그러나, 골격성 III급 성장의 전치부 반대교합 아동은 조

기에 교정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flush 

terminal plane의 구치부 교합 관계를 가진 전치부 반대교

합이라면 간단한 브라켓팅 및 와이어 배열을 통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사진 8). 그러나, mesial step의 구치부 

교합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전치부 반대교합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개 확장용 screw가 포함된 또는 facemask 견

인을 포함하는 Class III horsehorse장치를 사용해서 전치

부 반대교합 뿐만 아니라 구치부를 flush terminal plane 

또는 약간 distal step까지 과개선(overcorrection)하는 것

이 추후 하악 전방변위의 습관이 재발되어 하악 과성장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사진 9). 다만, 이 같은 성

장치료는 골격 과성장의 유전적 발현 양상에 따라 성공여부

가 결정되므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관점에

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초기 혼합치열기 아동의 교정치료는 간단한 치성 문

제에서부터 복잡한 골격성 부조화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교정치료의 방법, 방향, 치료 기간, 치료 시작 시기를 정확

하게 결정하여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개를 형성하고 혀의 올바른 위치와 기능에 대해 정기적으

로 교육을 시행한다. tongue crib이 지나치게 후방으로 위치

되면 혀를 위치시키는 것이 불편하므로 장치 착용의 협조도

가 오히려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최대한 전

방으로 위치시킨다. 혀가 이 tongue crib에 맞닿으면서 환

자 스스로 혀의 위치를 수정하기 위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교

육시키기 위한 인식 장치이므로 전방부를 완전히 막을 필요

는 없으므로 crib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길게 제작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다

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영구 전치의 맹출장애가 다음의 두가지 상황 중 하나를 동반

하고 있다면 위의 단순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말기 혼합 치열기 또는 초기 영구치열기까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상악 열성장이나 하악 과잉의 III

급 골격 성장을 동반한 경우이며, 두번째는 하악 열성장의 II

급 골격 성장을 동반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만 7~9세 경

에는 두드러지게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맹출 장애 

등의 문제로 간과되기 쉽다. 후자인 골격성 II급 성장의 경우

는 하악의 적극적인 성장이 발생하는 사춘기 성장기까지는 

(사진9)	mesial	step의	반대교합인	경우는	상하악	확장장치가	포함된	Class	III	horseshoe장치를	활용

해서	좀더	large	anterior	overjet,	distal	step의	교합관계로	과치료(overcorrection)하면서	상악	전치부	

브라켓팅으로	anterior	overbite과	overjet을	깊게	형성하는	것이	좋다.

(사진7)	하악	열성장의	경우	좁은	상하	치열궁을	동반하게	되므로	상하에	확장장치가	포함된	 twin	

block	장치를	사용해서	하악	성장유도	및	악궁확장을	시도할수	있으나,	이는	초기	혼합치열기보다는	

말기	혼합치열기에	가까운	연령대가	좀더	효과적이다.	물론,	심한	부조화인	경우에는	초기	혼합치열기

에도	시행할수	있지만,	이	시기의	적용은	악궁확장에는	유리하나,	하악	성장유도에는	이른	시기이다.

(사진8)	구치부	교합관계가	flush	 terminal	plane이면서	전치부	반대

교합인	경우는	전치부의	맹출경로의	이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이때는	부분	브라켓팅으로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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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s Essay
캐나다,	미국	치과	탐방기

이동정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이사

어릴	때	내가	생각한	여행의	이미지는	지평선을	향해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이었지만,	

최근	몇	년	간은	그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하루에	2만	보를	걷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대학	선배인	이정옥	선생님,	동기	한승희	선생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계획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이젠 그곳에서 개

원까지 하고 있는 김은정 선생님을 만난 자리에

서 시작되었다. 지난겨울 한국을 방문한 선배로

부터 광역 밴쿠버의 Port Moody란 지역에 개

원한 치과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한 번 가서 직접 봐야지. 말 나온 김에 지

금 표 알아볼까?’ 하며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항공권 예약을 했다. 나는 미국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밴쿠버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결혼

한 내 여동생도 밴쿠버에 살고 있다. 

8박 10일의 여행 중, 처음 2박은 밴쿠버, 다음 

2박은 빅토리아, 그리고 미국의 시애틀에서 1

박, 마지막 3박은 다시 밴쿠버로 정했다. 시애

틀을 가려고 한 건 역시 같이 의료연구회 활

동을 했던 박찬섭 선배의 병원을 방문하기 위

해서였다. 작년에 졸업 20주년 행사에 참석하

기 위해 찬섭 선배가 한국에 왔을 때, 오랜만

에 만나 선배의 미국생활 이야기를 들었던 터

라, 그 치과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었던 것

이다. 숙소는 대부분 airbnb로 예약했다. 그

리고 밴쿠버 공항에서부터 차를 빌려 직접 운

전해서 다니기로 했다. 밴쿠버에서 빅토리아, 

빅토리아에서 시애틀로 움직일 때는 카페리를 

타야 해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했다. 

공항에서 렌터카 업체의 셔틀을 타고 사무실

에 도착했다. 도요타 캠리로 예약했으나 큰 

차 밖에 없으니 7인승 Dodge를 가지고 가란

다. 그렇게 큰 차는 부담스러워 망설이는데 

마침 반납된 4인승 Jeep 가 있어 그걸로 했

다. 차를 빌리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밴쿠버

에 사는 동생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여기는 한

국과 달리 비보호 좌회전이 많으니 주의하라

는 것이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먼

저 온 차가 먼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정

지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도착한 순서

대로 한 대씩 가게 되어 있으니 잘 모르겠으

면 그냥 기다리라는 것. 

연료가 얼마 없어서 먼저 주유부터 했다. 셀

프서비스 방식으로 처음 보는 기계를 사용해

야 했는데, 정옥언니가 씩씩하게 먼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다. 여행하는 내

내 언니는 가장 용감했다. 나는 처음 접하는 

차에 적응하느라 라디오도 못 틀고 운전만 겨

우 했는데 언니는 음악도 틀고 나중엔 블루투

스로 휴대폰을 차와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저

장된 음원을 차 오디오로 들을 수 있게 만들었

다. 이것저것 눌러 보더니 한 번도 안 써봤다

는 크루즈 기능도 사용했다. 숙소에서도 안 써

스쿼미시	씨투스카이에서	내려다본	바다와	만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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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전제품은 한 번씩 다 써 보았다. 승희와 나는 가능

하면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정옥 언

니는 탐구심,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했다. 시행착오를 거칠 때도 있지만 결국 해내곤 했다.

은정언니네 치과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아주 예뻤다. 체어는 A-Dec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체어

와 기구장, 작업대가 모두 한 세트라는 것. 설치 비용을 

들어보니 굉장히 비싸긴 했지만 좋아 보였다. 

캐나다의 치과와 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캐

나다의 진료 수가는 우리나라 보다 높고 특히 사랑니 발

치 같은 외과 술식의 수가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보험을 

가진 환자들이 많은데, 심지어 치아교정까지도 본인 부

담금 없이 100%를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보험도 있다. 

보철, 예방 처치 등에 한해서만 80%를 지원해주는 보험

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본인만, 어떤 회사에서는 가족

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준다. 한 해 받을 수 있는 상한 금

액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여기까

지는 올해 하고, 여기서부터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을 고려한 치료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통 가족이 모두 한 병원을 같이 다니고, 한번 병원을 

선택하면 자주 바꾸지 않는다. 개원하고 시간이 지나 차

곡차곡 좋은 환자 (보험 조건이 유리한 환자)가 쌓이게 

되면 어려운 치료를 하지 않고서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예방진

료만 하고 심지어 충치 치료할 일이 생기면 다른 치과로 

리퍼하기도 한단다. 병원 입장에서도 좋은 보험 혜택을 

이 여행 갔던 셋 모두 그랬기 때문에, 여행하는 내내 남들

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부지런히 다닐 수 있었다.  

두 번째 날은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보기로 했다. 개스타운, 

차이나 타운, 그랜빌 아일랜드의 퍼블릭 마켓을 들렀다가  

오후에는 스탠리 파크로 갔다. 근처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공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찌하다 보니 공원 전체를 한 바

퀴 다 돌았다.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길도 있었겠지만 자전

거 도로 자체는 일방통행이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들이 계속 

있다 보니 딴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 앞으로만 갔다. 스탠

리 파크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해 있어서 

석양을 마주하며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힘들긴 했지만 풍

경도 멋졌고 무척 재미있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나니 걸

을 힘도 없었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손님들이 바

글바글하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Tavola라는 이탈리안 음

식점이었는데 나중에 구글에서 Vancouver, Tavola라고 검

색하니 맛집으로 평점이 높은 맛집으로 나온다. 밖에서 보

았을 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캐주얼한 집이라고 생각했

지만, 막상 식사하고 나니 무척 맛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비쌌다. 셋이서 20만 원 정도 썼으니, 이번 여행에서는 가

장 고가의 식사였다. 하지만 배 터지게 먹었음에도 뭔가 속

이 편한 느낌이었고, 음식이 전혀 짜지 않았다. 신선한 재

료를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라 재료 본연의 맛으로도 훌륭한 

풍미를 낼 수 있었나 보다.

다음날은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로 갔다. 영국보다 더 영국 

같은 곳이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지라고 하는데, 

나는 특별히 멋지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나무로 만든 알록

Dentist's Essay
캐나다,	미국	치과	탐방기

김은정	선생님	치과에서	다	함께.

밴쿠버에서	김은정	선생님과	함께. 밴쿠버	스탠리	파크	해안에서

가진 환자가 오면, 어차피 환자는 돈을 내지 않고 보험회사에

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를 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병원 간 오가는 서류도 많고 전

화할 일도 많아 그 부분을 담당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진

료 자체보다 진료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

은 것은 단점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화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탔고 탑승시간이 10시

간 가까이 되었는데 내렸을 때 캐나다는 아직 화요일 낮이었

다. 나는 비행기에서 한숨도 안 자고 영화 5개를 연이어 보면

서 버텼던 터라, 은정선배가 사준 저녁까지 먹고 나니 많이 

피곤했다. 숙소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나니 잠이 쏟아져 푹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일찍 눈이 떠져서, 이번 

여행에서는 시차적응이 따로 필요가 없었다. 나뿐 아니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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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치과	탐방기

달록한 수상가옥을 지나다 Whale watching 광고를 보고 

승희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예약을 했다. 큰 배, 작은 보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작은 보트가 오히려 멀미

가 덜하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했다. 고래도 보았지만 그것

보다는 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고래를 보러 먼

바다로 가면서 속도를 낼 때, 위아래로 파도를 타며 보트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마치 놀이기구를 탄 것 같았다. 바나나 

보트를 탔던 때처럼 많이 웃었다. 물론 보트를 뒤집어서 사

람을 바닷물 속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다. 

한 배에 10명이 조금 넘게 탔는데 옆에 앉은 미국 아저씨가 

수다스러운 분이었다. 20년쯤 전에 한국에 와 본 적이 있다

고 했고 우리가 내일 페리를 타고 미국 포트앤젤레스로 간

다고 하니 올림픽 공원이 무척 멋있다고 했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허리케인 리지까지는 꼭 가보라는 거다. 저녁에 시

애틀에서 박찬섭 선배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올림픽 공

원을 들를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나, 아저씨가 그렇게 멋지

다고 하니 어떤가 해서 검색을 해보았다. 만년설이 있는 곳

이란다. 그런데 운전이 괜찮을까, 높이 올라가려면 분명 한 

쪽은 낭떠러지 일텐데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간

다, 못 간다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밤늦게 찬섭 선배에게 카

톡으로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다. 대답은 괜찮다, 차로 편히 

가볼 수 있으니 가 보라는 것.

허리케인 리지는 가 보길 잘했다.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약간 무섭긴 했지만 못 다닐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었지만 중턱 이상은 올라간 

것이고, 손으로 직접 눈을 만질 수도 있었다. 알프스 느낌

도 약간. 리지에 있는 카페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부

지런히 시애틀로 향했다. 

찬섭 선배가 숙소로 우리를 데리러 왔다. 위싱턴 대학 근

처에서 저녁을 먹고 차로 워싱턴 대학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에 찬섭 선배의 치과로 갔다. 치과는 30년 넘은 덴탈 빌딩

에 있었다. 빌딩이라고 해도 2층의 낮고 넓은 건물이다. 치

과의사 6명이 개원하고 있었는데 건물 앞 간판에는 전문의 

2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endodontist는 현재 다른 곳으

로 이전한 상태라 전문의는 찬섭 선배 한 명뿐이고 나머지

는 모두 일반의라고 했다. 같이 모여있으면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지나다 들어오는 환자는 거의 없고 다

들 오랫동안 자신이 봐왔던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신경 쓰

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에서 치주수련을 받고 시애틀의 워

싱턴 대학에서 보철수련을 받은 찬섭 선배의 경우, 같은 건

물의 일반의들에게서 환자를 의뢰받기도 한다고 했다. 

찬섭 선배는 현재의 병원을 워싱턴 대학 동문인 Cary 

Halpin에게서 인수했다. 전치부 심미보철의 경우 임플란

트 하나에 4000불에서 5000 불까지 받는다. 물론 심미보철

은 기공료만도 800 불로 높긴 하지만, 고수익을 올릴 수 있

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적은 수의 환자를 봐도 치과가 운영이 

된다. 현재 치과는 주 3일만 문을 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옆 

도시(차로 한 시간가량)에 있는 다른 치과에 가서 보철전문

의로서 진료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을 일하는 셈이다. 

미국의 구강보건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이유

는 높은 치료비 때문이다. 미국에도 물론 보험이 있기는 하

지만 그 보험은 제대로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보험

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50% 정도는 환자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이 있든 없든 환자는 치과 진

료비에 대해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보험회

사는 치과의사에게 환자를 몰아주는 사무장의 역할 정도밖

에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찬섭 선배가 말했다. 치과의사에게 

‘우리 보험회사에서 너희 치과에 환자를 많이 보내줄 테니, 

대신 좀 싸게 받고 치료해줘’ 하는 거다.

한편 공적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수가

가 너무 낮아서 치과의사들이 기피한다.(일반 보험회사에

서 1000 불 정도로 책정한 크라운 비용이 메디케이드에서

는 반값인 500불) 학비 때문에 보통 한화로 수 억 원에 달하

는 빚을 안고 졸업하는 일반 개원의로서는 메디케이드 환자

를 볼 수가 없다. 물론 박리다매의 개념으로 메디케이드 환

자만 몰아서 많이 보는 치과도 있지만 그런 경우 대체로 진

밴쿠버의	어느	해안에서	셋이	함께.

빅토리아	내항에서	셀카	찰칵. 시애틀	박찬섭	선생님	치과에서.

료의 질은 상당히 낮다고 한다. 이래저래 공적 보험이든 사

적 보험이든 적어도 치과분야에서는 제구실을 하는 보험이 

미국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았다. 대전에

서 서울 정도 되려나? 밴쿠버로 돌아와서도 airbnb로 예약

한 숙소에 묵었다. 큰 마트에서 장을 봐서 아침에 스테이크

를 해 먹고 도시락을 싸서 곤돌라를 타고 SEA TO SKY에 

올라가기도 했다. 카필라노 현수교도 가고 은정언니가 집에 

초대해 저녁을 해주어서 맛있게 먹은 후 언니네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다.

해외여행할 때, 차를 렌트해서 다닌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나도 승희도 예약에서부터 운전까지 모두 남편들이 했었고 

카페리 예약도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번거롭고 귀

찮아서,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점점 새

로운 것을 해보지 않게 되는데 이번 여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해외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닐 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

용할 때, 구글맵이 얼마나 좋은 지도 새삼 느꼈다. 스마트폰

만 들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세상. 다음엔 또 어디를 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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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냥이들처럼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힘없이 앉

아 있는 작은 고양이에게 마음이 쓰여서 가던 길을 

뒤로 하고 다시 치과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아보았

다. 딱히 고양이에게 줄만한 먹을거리가 없어 추석 

선물로 들어온 멸치, 화과자를 챙겨 내려와 고양이

에게 내밀었지만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옆으

로 돌린다. 그때만 해도 아무거나 사람 먹는 건 다 

먹고 싶어 하는 강아지 두 마리하고만 살아 봐서 배

고파도 원하는 게 아니면 잘 안 먹는 고양이의 마음

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치과주차장 구석진 곳에 빈 사료 그릇

이 보인다. ‘아! 누군가 사료를 챙겨주고 있었구나.’ 

딱히 도울 방법이 더 없어서 노란 고양이와 만남을 

뒤로 하고 퇴근을 했다. 

한번 눈에 들어온 아이는 그 후 거의 매일 주차장에 

나타났다. 비쩍 마른 작은 몸이 안쓰러워 고양이 사

료를 사와서 사료 그릇과 물그릇이 비지 않도록 출

근길과 퇴근길에  챙겨주기 시작했다. 

우린 점점 친해졌고 난 그 아이를 노랑이라 불렀다. 

노랑이는 내가 출근할 때면 신기하게 어디선가 한달

음에 달려와 내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자신의 냄새

를 묻히며 반가워했다. 

하루에 몇 번씩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내는 사

이 가을이 가고 어느새 겨울이 왔다. 

노랑이와 친해지며 알게 된 사실 한 가지, 길냥이에게 

겨울은 참 힘든 계절이다. 극한 추위에 노출되어 하루

하루가 생존을 위한 삶이다. 노랑이와 사료를 같이 나

눠 먹던 아이들도 나타나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 동네 

길냥이들이 추위에 못 견디고 결국 사라져 가듯 노랑

이도 어느 날 못 만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 일하다

가도 자꾸 주차장에 나가 안부를 확인했다. 

어린왕자와 여우처럼 어느새 우리도 서로에게 길들

여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영하	10도로	떨어져	유난히	추웠던	

12월의	어느	일요일	밤

추위에 떨고 있을 노랑이 걱정으로 따뜻한 방안에서 

안절부절 맘 편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뭐라도 해야겠

다 싶어 밤 12시가 넘어 택배로 온 스티로폼 박스를 

옆면에 구멍을 뚫고 비닐로 감싸서 차로 20분 거리

인 주차장으로 향했다. 

노

랑

이

윤은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총무이사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보면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외롭고 슬펐던 어린왕자는 처음 만난 여우에게 놀아달

라고 조르지만 여우는 거절한다. 

“길들여지지 않아 놀 수가 없어”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묻는 어린 왕자에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

다는 것이야”이라고 여우는 대답한다. 

“지금은 너에게 내가 다른 수많은 여우와 똑같은 여우

에 지나지 않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너와 난 세상에 하

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시간이 지나고 어린왕자와 여우는 서로 길들여져서 세

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

누군가와	길들여진다는	것,	세상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2015년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해 질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위해 건물 뒤쪽 치과 주차

장으로 향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처음 보는 비쩍 마른 노란 고

양이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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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s Essay
노랑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깜깜한 주차장에 

노랑이가 있다! 그 살을 에는 찬바람 속에 온몸을 웅

크리고 있다. 

‘바보야. 넌 추위를 피해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니? 뻥 

뚫린 하늘 아래 이 시멘 바닥에서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니……’ 

가슴이 저려왔다. 내가 만들어온 스티로폼 박스에 담

요를 넣어 옆에 놓아주자 얼른 쏙 들어간다. 

오늘은 얼어 죽진 않겠구나.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다음날 출근길에 박스 안을 살펴보니 노랑이는 몹시 

추운 듯 몸을 동그랗게 말고 여전히 그 안에 있다. 나

를 보자마자 반갑게 밖으로 나온다. 하늘에선 진눈깨

비가 내리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장에 그 

아이를 눈에 띄는 스티로폼 박스와 함께 놓고 들어가

려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외투를 벗어 노랑이를 싸안고 치과 원

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일단 매서운 바람이라도 피하

고 보자. 

순식간에 원장실로 납치된 노랑이는 기절할 듯 놀란 

표정으로 소파 밑 구석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더니 한

동안 꼼짝도 안 한다. 몇 시간쯤 흐르고 좀 안정이 됐

는지 서서히 소파 밑에서 나오더니 낯선 환경을 탐색

하고 다닌다. 

‘그래 올겨울은 얼어 죽지 말고 찬바람 피하며 살아남

자꾸나.’ 

일단 목욕부터 시키고 따뜻한 원장실 소파에서 쉬게 

하니 3박 4일 계속 잠만 잤다. 

길에서 얼마나 고단했으면 지금까지 평생 처음 깊은 

잠을 자는 아이처럼. 

처음 만날 때부터 쉴 새 없이 귀를 긁어대고 치아가 

아픈지 사료를 먹을 때 잘 못 씹고 캑캑거리던 노랑이

를 며칠 뒤 병원에 데려갔다. 태어난 지 1-2년 정도 

된 어린 고양이지만 야외 환경 탓에 귀는 진드기에 감

염되어 있고, 치아는 거의 다 발치해야 할 정도로 망

가졌다고 한다. 

너의 길 생활도 참 고단했구나. 치아 상태는 그대로 

놔뒀으면 얼마 못살 만큼 심각했다. 한동안 약을 먹

여도 얼굴까지 부어올라 결국은 송곳니 4개를 남기고 

모두 발치했다. 아픈 치아들을 발치하고 귀도 계속 치

료하니 이젠 잘 먹고 살이 오르며 건강해졌다. 

어느 정도 인간과 동거에 적응된 어느 날 집에 데려갔

다. 집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

는 우려 속에……. 아니나 다를까 셋이 난리가 났다. 

다음날 아침 이 셋을 놓고 나오면 누군가 다치는 응급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다시 노랑이를 이동 가방에 넣어 

데리고 출근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그해 겨울 노랑이를 치과 원장실에서 

돌보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봄이 왔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

쪼이는 창가에서 노랑이를 일광욕을 하게 두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고 창가에 갔더니 창문은 열려 있고 노랑이

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깜짝 놀라 노랑이를 찾으러 뛰어다니다 동네에서 가장 멋

진 대장 고양이 흑호(호랑이를 닮은 외모에 붙여준 이름)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 “노랑아!” 부르는 소리에 노랑이는 

우리를 외면하고 높은 담을 타고 멋진 흑호와 다정하게 사

라져 버렸다. 

정이 들어 몹시 서운했지만 날씨도 많이 풀렸고 한편으론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다. 그동안 녀석을 돌보러 일요일까

지 출근했으니 이젠 일요일 늦잠도 잘 수 있겠다 싶으면서.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노랑이가 다시 주차장에 나타

났다. 지난겨울 초입에 마련해 주었던 스티로폼 상자를 다

른 길냥이가 쓸 수도 있겠다 싶어 치우지 않고 놔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다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아침 출근길에 

만나면 따라오기까지 한다. 주차장 입구는 바로 큰길이라 

“안돼! 위험해” 하면 실망하는 눈빛으로 돌아선다. 

그러는 사이 또 며칠이 지났다. 어디 가지도 않고 스티로폼 

상자에서 대부분의 시간 잠만 자는 노랑이가 귓병이 거의 

다 나았었는데 밖에서 생활하니 다시 귀를 긁어 댄다. 안되

겠다 싶어 실장과 점심시간에 귀를 소독해 주러 갔다가 며

칠 만에 너무 꾀죄죄한 노랑이 상태에 한숨이 나와 목욕이

라도 시키자고 잠깐 데리고 들어왔다. 

깨끗하게 목욕을 한 노랑이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다리

를 쭉 뻗고 제 집에 돌아온 양 편하게 원장실 소파에서 깊

은 잠에 빠졌다.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니 밖의 위험하고 

힘든 생활을 아는 터라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노랑

이와 두 번째 동거가 시작되었다. 

뭔 잠을 그리 많이 자는지 매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러고 보니 먹는 양도 부쩍 늘어간다. 배는 점점 불러오

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러오는 배에 혹시나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 임신이란다. 

 그래서 부쩍 많이 먹고 잠도 늘었던 거구나! 이를 어

째……. 새끼들까지 태어난다니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감

당할 일들에 걱정이 앞섰다. 

2016년	4월	30일.

산.	강.	달.	별.	솔.	

엄마 닮은 노란색 둘, 엄마와 아빠를 반씩 섞은 삼색 둘, 아

빠 닮은 검정 줄무늬 하나. 내가 아는 고양이 생김이 아닌 

생쥐보다 더 작고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났

다. 노랑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젖을 찾아 꽥꽥 이상한 

소리만 질러대는 아이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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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세 번-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과 저녁, 다시 출근

해서 한 시간씩 놀아 주고, 치워 주고, 먹이고 매주 반복되

는 생활이 되었다. 주말마다 당번을 정해서 직원 2명과 남

편이랑 번갈아가며 노랑이네 가족을 돌봤다. 힘들지만 예

쁘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새로운 장난

감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고양이와 놀이에 푹 빠져 장난감과 

낚싯대 구입에 정성을 쏟았다. 낚싯대를 잡으러 점프하는 

그 멋진 모습이란…….

늠름한	아들	산,	미녀	달,	

애교가	넘치고	놀이를	좋아하는	별

세 아이들은 각자 성격도 아주 다른 개성 강한 아이들로 자

랐지만 엄마보다 더 큰 후에도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다 큰 어린아이들이었다. 넷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느새 노랑이와 동거한 지 3년, 아이

들이 태어난 지 2년 8개월이 흐른 어느 날, 시간이 갈수록 

버거운 두 집 살림을 청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길 건너 동물병원 원장님이 예방접종도 

출장 와서 해주셨고 중성화 수술 때 외에는 태어나서 한 번

도 바깥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던 세 남매와 노랑이를 이사 

시키는 날은 세상에 그런 소동이 없었다. 

2018년	12월	22일.	

울고불고 난리 치는 애들을 가방에 하나씩 담아 겨우 집으

로 옮겨 왔다. 

노랑이 가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에서 이동 가방을 열어

주자 노랑이를 제외한 세 아이들은 동공은 다 열린 채 공포 

가득한 표정으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베란다로 나가 

쌓아 놓은 짐들 속에 몸을 숨긴 채 꼬박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조금 안정이 됐는지 하나 둘 방 안으

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만 하루 만에 사료 먹고 물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휴~ 다행이다.

애들이 집에 온 순간부터 방 바깥쪽에선 강아지 두 마리가 

또 난리가 났다. 웬 침입자들이 떼로 몰려왔나 싶어 끊임없

이 짖어댄다. 

사전 공부를 통해 고양이들은 방에 따로 격리해서 안정을 

시켰다가 3일 정도 지나면서 사람 있을 때만 잠깐씩 고양이

와 강아지를 만나게 해 서서히 적응시켜 나갔다. 

사람 집에 처음 살아보는 고양이들은 야행성답게 밤에 거의 

자지 않았다. 특히 새벽에 오페라를 부르듯 울어대는 아들 

산이 때문에 매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너희, 밤마다 사람 없는 빈 건

물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니?’ 게다가 산이는 집에 온 

지 1주일쯤 지나자 방이 답답한지 시도 때도 없이 점프해서 

앞발로 문 손잡이를 열어 탈출을 감행한다. 왜 우리만 갇혀 

있어야 해? 싫다고~~. 

에라 모르겠다. 이젠 그냥 열어놓고 살자. 

그렇게 모두가 힘들게 1달쯤 지나자 차츰 고양이와 강아지

들도 한 공간에 있으면서 모른 척 서로를 무시하고 새벽에 

우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고양이가 점점 강아지처럼 행동하기 시

작했다. 집에서는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한 듯 강아지를 따

라 행동한다. 퇴근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강

아지들처럼 고양이들도 쭈뼛쭈뼛 마중을 나온다. 

저녁에는 강아지 둘, 고양이 넷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제 

편한 자세로 아무렇게나 섞여 널브러져 있다. 처음엔 높이 

숨을 곳만 찾던 녀석들이 근사한 캣 타워를 장식품으로 생

각하는지 거의 올라가지도 않는다. 강아지들과 바닥 생활

을 즐긴다. 

코를 맞대는 고양이 인사법과 항문 냄새를 맡는 강아지 인

사법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 인사하는 상대에게 화를 내던 

녀석들이 각자의 다른 인사법에 익숙해진다. 

시끄러운	강아지.	조용한	고양이.

사람 먹는 건 다 먹고 싶어 하는 강아지. 사람 먹는 건 다 

관심 없는 고양이. 이렇게 다르니 싸울 일도 점점 없어진

다. 세상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우리 강아지 해리가 제 먹

을 걸 하나라도 빼앗겼으면 진짜 화를 냈을 텐데 예의 바른 

고양이들은 절대 그런 무례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용한 평화

가 찾아왔다. 동물들끼리의 적응보다 인간의 적응이 좀 더 

시간이 걸렸다. 

여섯 배로 많아진 털 속에 살고 지금도 가끔 새벽에 우는 

고양이 때문에 잠에서 깬다. 

늦잠을 잘 수가 없다. 밤 외출도 어렵다. 좋아하던 여행도 

잘 못 간다. 여섯 아이들로 집에서의 나의 일상은 바쁘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랑이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

을 수 있어 기쁘다. 

노랑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매일 내 옆에 있어 안심이 

된다.

노랑이와	나

서로 길들여져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다.

노랑이

Dentist's Essay
노랑이

엄마 노랑이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건

강하게 자랐다. 두 달 동안 잘 성장한 다섯 아이들 가운데 

둘을 함께 다른 집으로 떠나보냈다.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별이 힘들어 이제 남은 아이들은 떠나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산. 달. 별. 노란색 아들 하나에 삼색 딸 둘. 그리고 노랑

이. 네 마리 고양이와 가족이 되었다. 

세 남매는 놀랄 정도 빠르게 성장해 갔고, 점점 시끄럽고 

말썽쟁이가 되어가는 혈기왕성한 아이들로 인해 때로는 당

황스러운 사건도 생겼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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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0년 전 프랑스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

인 Eric Valli의 영화 'Himalaya'를 봤다. 

네팔 서부의 돌포 지역 야크 캐러밴의 여정을 그린 

semi-documentary였다. 설산 다울라기리 북쪽, 

해발 3000-6000m대의 고지대, 삭막하고 삶의 조

건은 열악하고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지만 1000년

이 넘는 역사가 있고 불탑과 절집이 도처에 있으며 

그들만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가고 싶었다. 그러나 워낙 오지여서 정보도 별로 없

고 모든 장비와 식량, 대규모 스태프진을 준비한 그

룹만 가능하고 트레킹 기간만 25일 이상, 5000m 넘

는 고개가 8~9개, 대부분 4000m 이상 고도에서 머

물게 되어 막강 체력이 되어야 했다. 거기다 추위와 

눈 때문에 우기에 진행하는데 이 경우 들고 나는 길

이 무너지고 경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하세월 현지에 

갇히게 된다. 흠, 꿈만 꾸기로 하고 포기했다, 그러

다 그중 일부 구간인 lower Dolpo는 덜 위험하고 덜 

힘들고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2018년 9월, 맘먹었을 때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아

팠다. 출발 몇 달 전 무릎관절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를 기약하기도 힘들어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5000m 넘는 2개의 pass를 연달아 이틀에 걸쳐 넘어

야 하니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다치면 산속에서 

곤란한 지경이 될 터, 마을까지 이틀 이상 걸리고 전

화도 되지 않고 야영장 고도가 4700m, 추위도 걱정

MY LITTLE 
    HORSEMAN
MY LITTLE 
    HORSEMAN
MY LITTLE 
    HORSEMAN

되니 머릿속이 분주했다. 일단 트레킹 일정을 더 늘

려 하루 걷는 거리를 줄이고 휴식일과 예비 일도 더

하고 운동선수용 무릎 보호대를 구했고 결정적으로

는 말을 준비했다. 돌포 트레킹이 말 타고 하는 트레

킹은 아니지만 하루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어도 무릎

에 무리가 덜 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출발 

10일 전 무릎에 물이 차 이를 빼내야 했고 약도 한보

따리, 카투만두행 비행기 안에서도 무릎 통증은 계속

되더니, 더 붓고, 열까지 나고, 찬물 찜질을 하면서 

트레킹 시작 전까지 최소의 움직임으로 버텼다.

Ⅱ가이드, 쿡과 함께 국내선, 경비행기, 짚

으로 운 좋게 이틀만 에 도착한 트레킹 기

점 두나이는 돌포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여기

서 쿡 보조와 우리의 짐을 싣고 갈 말들과 마부를 만

나기로 했고, 그리고 내가 탈 말과 ‘나의 마부’를 기

다렸다. 건장하고 숙달된 마부를 부탁했기에 누굴까 

기대하기조차 했다. 젊은 청년이거나 장년의 경험 

많은 마부 정도 되겠지, 그동안 그래왔으니까…….

오후 늦게 캠핑장으로 그들이 도착한다, 가이드에게 

내가 탈 말의 마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웬 꼬

마를 가리킨다. 쟤 말고 '나의 마부'를 찾는 거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맞다고……. 이런……. 작은 아이

가 있었다, 가이드는 15살이라고 했지만 얼굴이 애

인걸, 진짜냐고 어이없어 하니, 형이 짐 싣는 말들의 

마부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 당황했지만 네팔인들은 

체격이 작은 경우도 많고 어린 나이에 객지에 나와 

일하는 경우도 있어 15살이라는 말을 믿어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린 일단 출발한다.

평지 길이라며 말을 타라고 했다. 체력을 아끼기 위

해 일단 탄다. 내리막길, 오르막길이거나 평지여도 

길이 험하면 일반인들은 위험해서 말을 탈 수 없다. 

말위에서는 안장 앞/뒤쪽을 손으로 잡고 두발로 힘

을 주어 3-4점  point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떨어

지지 않는다. 첫날 외에는 좁은 산길에 급경사, 바위

도 많아 말을 타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

로 내리막길에서 난 일정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한다. 

'나의 마부' 툴바둘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야

영장에서도 친구와 장난치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동

네 개구쟁이 아이였고, 말위에 사람을 태우고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나무나 돌에 걸리건 길이 좁아지

건 경사가 있건 지 앞만 보고 지 갈 길 간다. 게다가 

말 ‘샥파’는 나처럼 할머니 말이어서 타고 있기에 미

안할 정도였다. 오랫동안 길 위에서 짐을 나른, 이젠 

은퇴해야 할 것 같은, 까딱하다가는 주저앉거나 넘

어질 것 같은 말이었다. 말 의 나도 역시 딱하게 되

었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바위에 치이고 말에서 떨

어질까 봐 겁도 나고, 게다가 '나의 마부'는 ‘STOP!’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결국 악소리를 내고서야 

형 마부와 가이드가 달려온다. 주의사항을 듣더니만 

이후 가끔 돌아볼 뿐 또 그대로 간다. 얘야 제발 길 

좀 제대로 보고 가라, 난 짐이 아니란다.

땡볕에 말 타고 가면서 약간의 이성을 회복한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15살이라지만, 하여간 

내 보기에는 어린이다. 말 탄 나도 이대로 가기에 불

안하지만 저 애를 데리고 험한 여정을 한다는 것이 

난감했다. 이건 아동학대다. 어른도 힘든데 아이가 

춥고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겠는가……. 

그날의 야영장에 도착해서 가이드를 불렀다. 아무래

도 안되겠다. 아이의 집이 여기서 하루 걸리니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고 3일 후면 마을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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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니 그 마을에서 튼튼한 말과 마부를 구해보자고 

했다. 어차피 길은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서 점점 험해

지고 말 탈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 아이의 형과 의논

을 하더니만 가이드가 설명을 한다, 툴바둘은 어리긴 

하지만 늘 봄이면 마을 사람들과 높은 산에 한 달 이

상 머물면서 야차굼바(동충하초)를 캤고 형이 내가 탄 

말을 늘 눈 여겨볼 터이니(형은 4마리의 짐 실은 말들

을 데리고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걱

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짐 실은 말 중 튼튼한 녀석으

로 바꿔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너무 간절해 보

이는 아이의 형 눈빛에 일단 가보자고 했다, 나 때문

에 어렵게 얻은 그의 일을 망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보이면 무조건 아이를 안전하

게 집으로 보내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며칠 지내보니, 툴바둘은 유능한 마부는 아니지만 

씩씩하고 유쾌하며 밥 잘 먹고 무엇보다 ‘슬리퍼’를 

신었음에도 거의 날다시피 산을 오르내린다. 한국에

서 온 버버거리는 할머니랑은 말도 안 통하고 뭔 잔

소리가 많은가 싶었겠지만 나날이 걱정은 잊어버릴 

정도로 되어갔고 이젠 눈치껏 잔심부름도 해준다. 

아침에 나마스테로 인사하고 챙겨온 초몰릿과 사탕

을 나누고 어쩌다 만나는 천막 간이 가게에서 환타

를 사먹고 내 밥상에 올라온 달걀을 냉큼 주고, 그

럴 때마다 툴바둘의 입은 귀에 걸린다. 녀석, 그래도 

‘쌩큐’라는 말은 할 줄 모른다.

우리 팀은 유일하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가이드 

‘다와’, 쿡 ‘나왕’, 쿡보조 ‘돕바둘’, 짐 싣는 말들의 마

부인 ‘랄리만’, ‘랄리만’의 동생이자 '나의 마부'인 ‘툴

바둘’, 모두 6명이다, 나의 어린 마부 외 전부 20대

이고 팀 웍이 좋았고 성실했으며 툴바둘을 잘 보살

펴주었다. 

Ⅲ두나이 출발 5일 만에 도착한 영화 속 마을 도타

랍에서 이틀, 그리고 옆 마을에서 하루를 머물기

로 한다. 이 지역은 보기 드물게 평지가 있어 농사가 가능

한 곳이며 막바지 추수를 하고 있었다. 간만에 ‘물’로 세수

도 하고 머리도 감고, 쇠락한 곳도 많지만 수백 년 된 절집

들을 방문하고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돌포의 초르텐(불탑)

을 만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도 3000m가 

넘으니 점점 추워질 것이고 고소에 적응해야 한다.

돌포에 들어온 지 9일째, 드디어 누마라(Numa-La, 

5310m)를 향한다. 히말라야 산악지역을 이동할 때는 그중 

고도가 낮은 고개를 넘게 된다. 돌포 지역에는 수십여 개의  

넘나드는 고개가 있고 대부분  5000m 전후의 높이다. 3일

을 편하게 지냈으니 첫걸음이 경쾌하다. 그동안 ‘슬리퍼’ 신

고 다니던 툴바둘이 드디어 운동화 신었다. 낡은 중국제 운

동화다. 장갑은 한 짝, 웃옷만 하나 더 껴입었을 뿐이다. 길

이 갈리는 사거리에서 얘가 또 생각 없이 직진, 불러서 좌

회전이라 이른다. 나머지 두 길은 돌포 깊숙이 들어가는 길

목이고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음이 아쉽다. 이제 마을을 떠

나니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이다. 다행히 바위가 많지 않고 

오로지 오르막길 이어서 말을 탈 수 있었다. 오늘의 야영지

까지 편히 오를 수 있었지만 말을 탔을 때의 아쉬움이란, 

초긴장으로 인해 사진을 맘대로 찍거나 편히  뒤돌아 볼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고 날 찍어줄 누군가도 없고……. 마을

에서 1000m 고도를 높였다, 해발 4700m 능선에 캠프를 

세운다. 풍광도 좋고 햇빛도 좋았지만 바람이 너무 세다. 

해가 기울자 무척 추워진다. 나의 야무진 비장의 무기 핫팩

을 스태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침낭도 담요도 없

다. 스태프 텐트에서 말안장 덮개를 깔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운 밤을 버틴다. 핫팩은 최고의 인기물이었고 신기해하

고 고마워했다. 캠프 사이트에 툴바둘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이가 있다는 건 꽤 괜찮은 일이다. 툴바둘 덕에 

적막하지 않고 간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밤새 영하로 내려간 텐트 안은 추웠지만 견딜 만했고 나의 

최신상 침낭은 따뜻했다. 다음날 비장의 각오를 하고 고개

를 오른다. 아니 말에 오른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라운딩 

여정이어서 오늘 야영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유턴은 안

되고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직진해야 한다. 걱정과 달리 

툴바둘은 형들에게 뒤지지 않고 잘 따라온다.  멀리 보이

수백	년	된	쉽촉	절집의	쵸르텐(불탑),	오랫동안	그리워했다.	

도타랍	마을	야영장의	한가한	시간,	다른	트레킹팀을	만났다.	세수하고	밥	먹고	

책도	읽고.	하지만	해지면	너무	춥다.

우기에	부서진	다리,	고쳐서	건넌다,	아니면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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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만 다가가면 다시 나타나는 능선과 산허리 좁고 험

한 길을 돌아 드디어 올랐다. 

사방 막막한 히말라야의 산들과 멀리 다울라기리, 간

지로바 설산들을 보며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가이드는 다그친다. 안다. 이제 말을 탈수 없으니 빨

리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고꾸라지듯 급경사 골짜기

를 따라 내려간다. 우려했던 대로 난 스태프들 속도의 

반도 되지 않았다.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힘들고 

무릎은 아프고 다리 전체가 저려온다. 하지만 해지기 

전에 야영장에 도착해야 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으니 해도 일찍 지는 터, 다시 힘든 

오르막이 시작되자 가이드 다와는 나에게 말을 타야 한

다고 충고했다. 툴바둘은 보호되어야 할 아이였지만, 

툴바둘에게 나는 보살펴 주어야 할 힘없는 할머니였나 

부다. 작은 체구의 툴바둘은 뛰다시피 말을 몰아 거센 

맞바람 맞으며 드디어 감동적인 캠프장에 도착했다. 텐

트를 세우자 진눈깨비가 날리고 바람이 엄청 심해지고 

곧바로 해가 기운다. 다와는 나를 위해 텐트 입구가 설

산을 향하도록 해주었고 난 꿈같은 시간을 보낸다.

감동은 했지만 아, 너무 춥다, 새벽 영하 8도, 다 얼어

버렸다. 핫팩 덕분에 잠은 잘 잤지만 짐 꾸리는 건 손도 

굳고 숨이 차 힘들다. 오래된 캐러밴 루트인 두 번째 고

개 바가라(Baga-La,5169m)는 무조건 넘어야 하고 오

늘 역시 갈 길이 머니 마음이 바쁘다. 스태프들이 장비 

정리하는 동안 툴바둘을 앞세워 먼저 출발하는데 얘는 

평소 걸음대로고 난 아주 느리다. 툴바둘은 잊지 않고 

날 뒤돌아 보기도 하고 내가 뭐라 하면 기다려 준다. 말

은 통하지 않아도 옆에서 눈치껏 나를 돌보고(?!) 있다. 

무사히 바가라도 넘고 또다시 구르다시피 내려간다. 나

의 무릎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고 4000m 

아래로 내려와 야크 방목장 야영지에서 뻗어버린다.

Ⅳ아침 일찍 텐트에서는 다와와 툴바둘이 독

경을 한다. 스태프들도 이제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여유와 미소가 흐른다. 우기 말미에 떠난 길

이어서 고개를 넘을 때 비를 만날까, 날이 좋지 않아 

길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그간의 모든 나날마다 완벽

한 날씨였다. 밤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행복했고 

맑은 날씨에 감사했다. 

높은 고개들을 넘었으니 마지막 5일은 마을이 계속 

이어지고 집이 가까워지는 하산길이다. 3000m대로 

진입했으니 밤이 그리 춥지 않을 것이고 물도 귀하지 

않을 것이……. 그리고 이틀 동안 링모에서 머무니 

충분히 쉴 수도 있다. 난 정말 이제 링모 마을까지는 

누마라에서의	우리	팀,	쿡보조	외에는	다들	처음이기에	신났다. 누마라와	바가라	사이의	유일한	야영장,	물이	있어	가능하다.	

적막하고	외롭지만	멋진	곳이다.

돌포	유일의	학교인	크리스털스쿨.	고지대인데다	난방이	되지	않는	

교실은	추워서	햇볕	드는	마당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

은	집이	멀어	기숙사에서	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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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평원 길을 룰루랄라 가는 줄 알았다. 평지를 신나

게 걷는데 어 이상타, 산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게 산허

리 염소, 양들이 다니는 길이다. 좁고 급경사에 낭떠러

지까지 아, 걱정 말라며 다들 먼저 가라고 큰 소리쳤건

만 졸도하는 줄 알았다.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마을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오르막이다. 툴바둘이 

저 앞에서 내가 잘 오고 있나 기다리고 있네, 결국 땀에 

절은 채 절뚝거리며 도착한다. 그리고 텐트를 거부하고 

허리와 무릎을 펼 수 있는 숙소를 구했다.

툴바둘의 진가는 링모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트레

킹 10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먹는 것이 부실했던 우리

는 닭고기를 먹기로 했다. 일단 닭을 구해야 한다. 하

지만 닭은 귀하고 씨암탉은 팔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

소문해서 마을 끝집에서 겨우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

지만 문제는 아무도 닭 잡을 줄 모른다는 거. 전 스태

프가 닭을 잡는데 동원되었다. 진두지휘는 툴바둘, 닭 

잡는 걸 본 적이 있댄다. 고소증세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쿡 나왕은 요리 실력을 발휘해 칠리 

치킨을 만들어주어 날 감동시켰다. 반 마리나 날 위해 

튀겨주었지만 알고 있다. 그들의 치킨은 달밧에 한 두

점 올린 게 전부란 걸, 할머니 마음으로 공평분배 한

다. 모자랐던 닭고기 때문에 우린 다음날부터 마을을 

만날 때마다 닭 있느냐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도중

의 한마을에서 어렵게 2마리를 구했다. 물론 닭을 잡

기 위해 전 스태프들이 온 마당을 뛰어다녀야 했다. 그

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마을에서 원 없이 닭을 잡았다.

링모에서의 둘째 날, 나보다 늦게 떠난, 하지만 나보다 

빠른, 한국팀이 도착한다. 그중 한 분은 얼굴은 모른 

채 10년 전 무스탕 트레킹 인연이 있었는데 네팔 산간

오지에서 만나게 되다니 더 반가웠다. 이후 같은 야영

장에 머물기도 하면서 주방팀을 통합,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캠프파이어에 폭풍 수다, 쫑파티도 같이 했다. 

그들 역시 툴바둘을 보더만 감탄 연발이고 귀여워했

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15살이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Ⅴ링모를 떠나, 마지막 3일은 우기로 물이 불

어난 강을 끼고 가는 데다가 역시 오르막길, 

내리막길. 경사 때문에 말을 탈 수 없었다. 게다가 체

력이 소진되니 어쩌다 말을 타려고 해도 말 오르는 것

조차 힘이 들어 포기했다. 툴바둘은 말에 매달려 오르

지 못하는 나를 보고 깔깔대며 웃는다. 요누무……. 

툴바둘은 길가는 내내 마을 사람들에게 넌 누구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을 받아왔다. 트레킹팀의 마부

이고 형 따라 왔다고 하니, 다들 대단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툴바둘은 이제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마

주치는 외국팀들에게 ‘나마스테’ 인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야영장에서는 늘 형을 도와 말을 관리하고 멀리 나간 말들

을 데려오고 밥도 먹이고(풀)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신나

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해, 우리 팀 오디오 담당이다. 우리 

스태프들도 아이를 잘 돌봐주었다, 장비는 열악하지만 따

뜻하게 해 주고  좋은 반찬을 주고  많이 먹이고 늘 살펴보

았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데리고 길을 앞장서 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잘 오나 짬짬이 뒤돌아 볼 줄도 알게 되었다. 혹시 내

가 말을 탈까 싶어 앞서가더라도 평지 길이 나오면 말을 세

우고 기다리며 길도 헷갈려 하지 않았고 지쳐가는 나에게 

물통을 건네기도 한다. 심지어 천막 쉼터라도 있으면 무조

건 쉬는 나의 취향을 파악한 터라, 지나치지 않고 앞에서 

기다렸다. 환타를 함께 마시는 기쁨도 안다. 마지막 구간에

서는 느린 나를 데리고 가느라 점심식사가 늦어 아이를 배

고프게 만들기도 했다. 마지막 숙소로의 귀환은 최근 다니

기 시작한 동네 짚을 타기로 했다. 약속시간 1시간이 넘도

록 우리는 길가에 퍼질러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툴바둘은 

쌩쌩하고 연신 싱글벙글이다. 가이드 형이랑 차 앞 칸에 타

라고 했더니 또 입이 귀에 걸린다. 가이드가 알려주었다. 

툴바둘은 오늘 처음 차를 타보는 거라고.

쫑파티에서의 압권도 역시 툴바둘이었다. 구성진 네팔 민

요들을  청아하게 불렀고 숙소에 있는 모든 네팔인들이 함

께 따라 불렀다. 동충하초 채취 때면 늘 어른들과 함께 부

르는 노래라는데, 흥겨웠지만  슬프게 들리기도 했다. 술이 

안되는 툴바둘은 그날 환타 5병쯤을 마셨다. 파티의 마지막

에 난 한국말을 잘하는 이웃 팀 가이드에게 우리 스태프들

에게의  통역을 부탁했다. “……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 때

문에 고생 많았고 늘 점심식사 시간이 늦어져 미안했습니

다. 여러분 덕분에 트레킹을 원하던 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 따라온 동생이 아

닌, 정식 스태프로 인정하기로 마음먹었기에, 툴바둘에게

도 이름이 적힌 팁 봉투를 건넸고 툴바둘의 당황 섞인 웃음

을 보았다. 그리고 툴바둘의 나이는 카투만두에 돌아와 알

아냈다. 11살이었다.

바가라	하산길.	말들이	먼저	내려가고	있다.	멀리	간지로바	히말이	보인다.	

1300m	내려가야	오늘의	야영장이	있다.

링모의	폭숨도	호.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아름다운	호수다.	

여의도	면적의	1.7배.	산허리의	벼랑길이	캐러밴	루트.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는	툴바둘.	

힘들어하는	나대신	짐을	들어주었다.	앳된	모습

은	사라지고	늠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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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료봉사는 치과대학 재학 중 사할린에서 시작됐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시설, 최소한의 진료만 가능했던 낯선 땅과 마주쳤다. 하지만 학창 시절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이다. 본과 3학년 여름 방학이었다. CMF라는 기

독교 단체 소속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했다. 20명이 

넘는 제법 많은 인원들이 동참했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향해 내

민 첫 해외 의료봉사의 손길이었다. 

사할린 거주 러시아인 집에 며칠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대

접을 받았던 기억은 쉬이 잊혀 지지 않는다. 물론 당시 재학생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진료받는 환자들의 헤드레스트 역할과 소독 담

당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배 의사들의 진료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기에 현장

은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기쁨이 컸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의 삶이 시작됐다.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공, 네

팔, 몽골, 미얀마 등 여러 곳에서 매년 해외봉사를 이어왔다. 마석 가구 단지 내

의 외국인 근로자, 몇 곳의 장애인 시설, 국내 농촌을 지나 안양소년원 등 국내 

봉사를 다닌 지도 십수 년이 지나가고 있다. 물론 훨씬 더 오랜 세월 조용히, 묵

묵히 봉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의료봉사 영역에 

첫발을 들이고 싶은 후배들을 떠올린다. 봉사의 영역에 관

심이 생겨 손발을 내밀기 시작한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공감과 작은 생각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

로 감사하며 과거 내 삶을 반추하며 이 글을 적는다.

 

의료봉사의 첫걸음은 종교적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며 외면적 종교 색채는 점점 흐려졌다. 함께 

봉사했던 동료들의 마음 또한 일치해 표층적인 종교 행위를 

걷어냈다. 자연스럽게 의료영역에 초점을 맞춰 집중했다.

연휴가 있는 시기쯤 거의 해마다 해외 의료봉사를 한다. 어

떤 단체 소속이 아니고, 지인들 몇 명이 시간을 조율하며 

모든 경비를 함께 분담해서 가는 봉사이다. 자본주의 논리

와 가성비를 거론하며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때에 따라 효

율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찾는 

곳들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이다. 어떤 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동용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며 진료

를 했다. 일반 차량으로는 갈 수 없는 고산지대가 많아 트

럭을 타고 구불거리는 길을 가기도 한다. 어떤 지역은 차가 

들어갈 수조차 없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서로 손을 꼭 잡고 찾아갔다. 그

곳에서 “난생처음으로 의사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종종 

듣는다. 의료팀을 만나기 위해 어린 자녀들과 산을 건너 몇 

시간씩 걸어온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가성비와 효율성을 거론하며 봉사 여부를 논하는 일은 뒷

전이기 마련이다. 물론 단지 며칠 동안의 의료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 특히 치과는 진료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양방 진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현장에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성심성의껏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점심을 건너뛰는 경우도 생긴다.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진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실 온

종일 일(?)만 하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때에는 

비행기 타기 일보 직전까지 치과 진료를 했다. 

하지만 지난 국내외 의료봉사 가운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받는 기쁨이 더욱 컸기 때문이

다. 즐겨 봉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한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 의료팀은 다음 해 봉사 계획을 

세운다. 시기를 언제로 할지, 기간은 얼마나 할지, 진료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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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회봉사이사
빛치과의원	원장

봉사, 그 너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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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봉사'는 '더불어 살아감'이다. 작은 것을 함께 나누

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부족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감

이 곧 봉사이다. 더불어 살며 함께 걷는 걸음 속에 서로 유

익을 얻는다. 이 사실을 매해마다 경험한다.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열

매로 나타난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한 여성은 

함께 간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로 임신 가능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며 너무 기뻐 오열하기까지 했다. 누

군가에겐 치유가 된다.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던 분들이 치

료받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현지 피드백을 통해 자주 듣

는다. 누군가에겐 소망이 된다. 의료봉사 방문하지만 현지

에는 다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인 후원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접하지 못했

던 세계를 경험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시작한 소년원 봉사에서, 나의 딸

과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난다. 처음엔, 학교에서 학

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소년원 산하 시설

에 머무르는 것에 마음이 힘들었다. 어른들의 잘못인 거 같

아서 책임감도 무거웠다. 몇 번의 봉사에서, 해맑은 아이들

의 표정과 웃음에서 나의 진료실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다

름없음을 느끼며, 어른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도와

주고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

다. 이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나의 걸음인 것이다.

타자를 향한 길, 타자와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

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9년 전에 우연히 필리핀 의료봉사단에 합류하게 되면서 대

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

시 20대의 새내기 치과의사였던 나는 국내외 이동 진료소에

서 소소하게 의료 봉사를 했던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겁 없

이 따라나섰는데, 많은 선배 여성 치의들이 명절 연휴에 가

정을 뒤로 한 채(무려 설 연휴 기간이었다.) 진료 봉사에 열

정을 표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그때 받았던 

깊은 인상을 글로 표현하여 대여치 이사회 때 객원 멤버(?)

로서 발표도 하고 치의신보와 대여치 소식지에 글을 싣기도 

하면서 대여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의료 봉사를 통해 인연을 맺은 만큼, 나에게 있어 대여치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었다. 당연

히 해외 의료 봉사에도 매년 따라나서곤 했는데, 3년 전에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모두애치과의원	원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해외 의료 봉사를 소개합니다

Volunteering
해외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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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을 섰다.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진료받는 학생들부터 고혈압이 있어 

이를 빼도 괜찮냐고 연신 물어보는 할머니까지. 이가 아프

다, 흔들린다, 어금니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까맣게 썩어버린 앞니를 가리키며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

았다. 유명한 '매슬로(Maslow)'의 인간의 기본 욕구 이론

에 따르면, 심미 욕구는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하

는 고차원적인 욕구로서, 이곳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앞니’

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는 것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

되었구나, 하며 기꺼워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들의 손은 더욱 바빠져야만 했다. 깊은 우식으로 인해 근관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아 더욱 그랬다. 몇몇 선생님

들이 보다 확실한 근관치료를 위해 Niti 파일과 엔진, 근관

충전기를 가져오셨는데 그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잔존 치근을 발치하러 온 주민들도 많았다. 

심한 우식으로 치관이 부러지고 남은 치근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초등학생인데도 제1대구치가 잔존 치근 형

이번에 방문했던 캄보디아 파일린은 대여치 해외 의료 봉

사단이 무려 6년째 찾고 있는 곳이다. 씨엠립 공항에 내려

서도 4~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시골이

다. 이번 해외 의료 봉사단은 총 8명으로, 늘 그랬듯 면면

이 화려했다. 매해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허윤희 단장님, 단아하고 차분한 이미지(!)의 장소희 서여

치 회장님, 시원한 에너지드링크 같은 여자 이수정 선생님, 

재주가 많으셔서 심지어 쇼핑까지 잘 하시는 황혜경 선생

님, 깨알 같은 웃음소리가 매력인 신지연 선생님, 보석 같

은 눈동자와 마음씨를 가진 김선미 선생님, 똑똑하고 야무

진 막내 이아현 선생님, 그리고 나까지. 우리들은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여 파일린 메디컬 센터(보건소)에 간이 진료소

를 꾸렸다. 물론 이 과정에는 현지에 진출하여 사업체를 꾸

리고 있는 한국 분들의 도움이 컸다. 세팅한 이동식 유닛은 

총 4대였다. 물론 우리들은 처음부터, 이 4대의 유닛이 봉

사 기간 내내 원활하게 기능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역

시나 전력 공급상의 문제, 핸드피스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이

따금씩 기계는 멈춰 섰고, 그럴 때면 잠시 쉬거나 기계를 

손봐가며 진료를 했다. 파일린 메디컬 센터에도 치과 유닛

이 두 대 있기는 했다. 그러나 한 대는 완전히 고장 난 상태

였고, 나머지 한 대는 핸드피스, 에어 블로우, 스케일러가 

고장 난 상태로 라이트 기능만이 온전한 상태였다. 이것만 

봐도 이곳 주민들의 치과 진료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

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태로만 남은 경우도 허다했다. 제1대구치를 막 발치한 어

린 학생이 피 묻은 거즈를 문 채로, 눈짓과 손짓으로 내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봉사

를 마무리한 후, 허윤희 단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다음 회차의 진료 봉사 때는 초등학교의 한 학년을 대상으

로 하여 집중적인 수복&예방 치료와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

는 말씀이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치과 주치의 사업’처럼 말

이다. 행정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실현 가능 여

부는 내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유년기, 학령기 아이들의 

집중 치아 관리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쉴 새 없는 근관치료, 충전치료, 발치, 스케일링……. 사

실 걱정도 된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통증이 생기면 어

떡하나, 누가 고쳐 주나, 내년에 또다시 진료 봉사를 올 텐

데 ‘그동안 아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말이다. 하지만 원래 좋은 일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

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합병증 없이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진료실 기구를 그대로 챙겨와 정성껏 치료하

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덕분일까, 감사하게도 지난 6년

간 진료 봉사가 별 탈 없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4일 동안 

258명의 현지 주민들을 치료했다. 진료 건수로 따지면 500

건이 넘는다. 우리들의 노력이 파일린 주민들에게 선한 영

향력으로 표현되었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과 손 인사를 나누고 싶다.

|	치료	전후	|

술자:	대여치	황혜경	기획홍보이사 술자:	대여치	정유란	공보이사

개원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 2019

년도 캄보디아 파일린 해외 봉사에 다시 함께 하게 되었다. 

시간적, 심적인 여유가 그다지 없는 상황인 만큼, ‘어영부

영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고 오자.’는 다

짐 덕분이었을까, 특별히 ‘힘들다, 피곤하다’는 느낌도 거

의 받지 못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짐한 것이 있었

다.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메모와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좋은 일을 조용히 하는 것도 좋

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소개하고 격려 받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나쁜 일은 항상 화제가 되

지만, 좋은 일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의료 윤

리가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아픔

에 공감하고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묵묵히 집중하는 의사

들이 많다는 사실을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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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special hobby
레저	스쿠버	다이빙

기은정

삼육치과병원	구강외과	과장

반복적인 일상, 소소하게 쌓이는 잔걱정들, 모든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 저는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항상 그리워하는 곳은 다이빙

을 통해 만나게 될 어느 깊은 바다 속입니다. 

역마살이라도 있는 걸까요. 학부시절에는 방학마다 lonely planet이나 100배 즐기기 시

리즈 책을 끼고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2009년 마지막 방학을 앞둔 본과 3학년 여름, 

배낭여행의 마지막 성지라는 라오스를 여행하기 위해 태국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교

통편을 예약하기 위해 한 여행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다이버의 섬인 

‘꼬따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앓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꼬따오. 그 곳은 진정 신세계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여러 다이빙 사이트들. 화려한 수중풍경, 엄청난 개체 수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떼, 알록달록한 예쁜 누디들, 우연히 마주친 ‘야생의’ 고래상어

님!!! 다이빙에 익숙해질수록 더욱 빠져드는 바다를 유영하는 자유로움. 갈 수 있는 가

장 먼 곳으로 떠나, 나의 숨소리에 집중하는 시간. 섬에서 나오는 배편의 스케줄을 미루

고, 미루고, 미루고 꼬따오에 근 한 달을 묶여버린 저는 결국 라오스에 발을 들일 수 없

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음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은 꼬따오는 이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

이 되었습니다. 꼬따오에서의 두 번의 장기체류와 대여섯 번의 여행 도중에 만난 유쾌

한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도 다이빙과 여행을 함께 다니는 소중한 팀이 되

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꼬따오로 보낸 여행사의 그분을 주축으로)

아직도 가보고 싶은 바다와 만나보고 싶은 수중 생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즐

겁고 흥미진진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상에 지친다면,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면,

■레저	스쿠버	다이빙이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한계수심	약	30m의	깊이까지	잠수하여	즐기는	레포츠

이다.	‘scuba’는	영어로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독립식	수중	호흡장비를	말한다.	즉	스쿠버는	대기	중

의	공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물속에서	자력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뜻한다.	장비로서는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를	저장한	공기통과	공기통의	공기

를	체내로	흡입	및	배출하게	하고,	수압에	의해	공기	양을	자동조절해주는	수

중	호흡기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공기통과	수중	호흡기,	부력	조절기,	

공기	압력	게이지,	수심계,	나침반,	비상호흡기	등을	기본	장비로	사용하는	형

태를	스쿠버	다이빙이라	하고	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스쿠버	다이빙	[scuba	diving]	(스포츠	백과,	2008	국민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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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special hobby
레저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	교육	코스

1.	PADI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처음	다이빙을	하는	분을	위한	라이센스(C	카드)	취득	코스.	동남아	기준	2박	3일간	

다음	내용을	교육받는다.		

•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개발	

		(온라인,	집에서	자율	학습	또는	교실에서	수업)

•기본적인	스쿠버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제한	수역	다이브

•			당신의	스킬을	점검하고	탐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개방	수역	다이브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버디와	함께	강사의	감독	없이	18미터	수심까지	독립적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2.	PADI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코스	

오픈워터	자격을	취득한	후,	중급	다이버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코스.	

동남아	기준	1박	2일간	다음	내용을	교육받는다.

•최대	30미터까지	딥	다이빙의	실제	경험

•깊은	수심에서	하는	스쿠버	다이빙의	생리학적	영향

•수중	나침반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	킥	사이클이나	시각적	참고	자료들과	시간을	이용하여	항법하는	방법

•	당신의	다이브	컴퓨터와	전자식	레크레이셔널	다이브	플래너	(eRDPml)를	더	잘	사용하는	법

3.	PADI	다이브	마스터	코스

PADI	다이브	마스터는	프로과정의	첫걸음으로,	취미로	즐기는	다이빙을	벗어나서	하나의	당당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강사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자료출처	:　꼬따오	부다뷰	PADI	CDC	http://www.kohtao-bv.com/

Her special hobby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근막염과	목	디스크로	인한	운동의	시작

우선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올해로 치과의사 9년 차이며 6살 아이의 엄

마입니다. 수련이 끝나고 보존과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6개월 되던 차에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2015년 4월, 오른쪽 등 근육의 찢어지는 통증 때문에 자다가 새벽에 

깨는 일이 지속되었고, 약 2주 정도는 계속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

다가 한의원, 물리치료, 재활치료 TPI,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100% 호전은 되지 않았

습니다. 진단은 ‘목 디스크’와 ‘우측 능형근의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즈

음,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통증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지만 환자를 많이 보거나 

몸이 피곤한 다음 날 아침에는 목과 어깨의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김지아

봄치과의원	원장

SNPE	: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바른자세척추운동	

인간 척추 본연의 natural posture를 
회복해주는 운동

1.	지식	개발(자율학습)

•	다이브	마스터	매뉴얼	9	

토픽

•다이빙	5개	이론

2.	수중	스킬개발

•	400m	수영

•	마지막	2분	두	손을	물	밖

으로	내밀고	15분	수면에	

떠	있기

•800mm	스노클	수영

•100mm	지친	다이버	끌기

•장비	교환하기

•다이버	구조

•24가지	스킬서킷

3.	실질	적용

•	다이브	사이트		 	

셋업과	관리

•지도	작성	프로젝트

•다이브	브리핑

•수색과	인양	시나리오

•딥다이브	시나리오

4. 	다이브마스터가	지도하는	

프로그램	워크숍들

•	리액티베이트	프로그램

•	스킨	다이버	코스와	스노

클링	감독하기

•	제한	수역에서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	디스커버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추가적인	개방	

수역	다이브

•	개방	수역에서	디스커버

로컬	다이빙

5.	실질	평가

•	제한	수역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학생들

•	개방	수역에서	오픈워터	

다이버	학생들

•	개방	수역에서	연속	교육	

학생	다이버들

•	개방	수역에서	유자격	다

이버들

•	프로페셔널리즘	평가

2017년	통증으로	필라테스	하던	시절 2017년	통증으로	요가를	하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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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스케줄을 조정하고, 2019년 1월 지도자 과정을 시작하

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밤에 3-4시간 운동을 하고 들

어와 하루 주어진 개인 수련양을 채우느라 어느 날은 잠을 

드는 순간까지도 졸면서 엘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능형

근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측 고관

절의 뚝뚝 소리, 오른쪽 어깨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사라졌

고, 엘무브 할 때도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선배에게 문자가 와서 운동 이

야기를 했는데, 그 선배도 “맞아 치과의사는 몸이 아프면 

바로 실직이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인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SNPE는 치과의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통증	타파뿐만	아니라	젊음까지	찾아준	운동

수년간 웨이트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왔었던 저의 예민한 

감각으로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SNPE를 접하고서 확

실히 몸이 달라졌습니다. 

1. 	통증이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 트리거 포인트 주변으로 

도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

고, 어깨 목통증,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2. 	잠을	푹	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 잠을 조금 자도 푹 

자게 되니 피로감은 훨씬 줄었고,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

하게 되었습니다.

3. 	이전보다	더	잘록해진	허리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일자허

리, 통 허리였던 이전의  바디 쉐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마침내 SNPE 인증강사가 되었고, 그 이후 약 세 

번의 치과의사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속

해있는 서초구 치과의사회 임원 연수회였고, 그 이후 한 달

에 한번 정도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개원해있는 상

황에서는 한 달에 한번 수업을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최근에는 치과 유튜브를 통해 가끔 제가 하

는 운동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바른 자세 척추운동으

로 바르게 정렬된 척추뿐만 아니라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

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작

은 꿈이랍니다.

Her special hobby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spne	전후,	일자	허리에서	c커브를	회복한	허리	사진 2019년	서초구	치과의사회	임원연수회	때	강의	사진

SNPE를	접하기	전	

엑스레이	사진

그 이후 ‘몸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웨이트 pt와 

필라테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표

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였는데, 저의 담당 

선생님은 근성과 지구력을 보고 피트니스 대회에 내보낼 

생각으로 정말 빡세게 시켰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의 웨

이트, 필라테스 수업 외에도, 치과 근무시간 외에는 거의 

아침, 점심, 저녁에도 헬스장에 살았던 기간도 있었습니

다. 그 결과 근력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마사지는 계속 받

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통증으

로 더 고생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의	시작

치과의사에게	운동이란?

그렇게 운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했지만, 궁극적인 무엇인

가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기적

으로 가는 마사지를 한 번만 빠져도 어깨의 묵직한 통증과 

두통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2017년 말 ‘SNPE 바른자세척추운

동’을 접하게 되었고, 집에서 웨이브 베개를 이용하여 엘무

브, 티무브 등을 계속 따라 하며 두통, 목, 어깨, 허리 통증

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SNPE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었고, 수년을 다니던 마

사지를 가지 않고도 아침에 몸 상태는 더 가뿐해졌습니다.

2017년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병행하며,	

체지방이	5kg대	였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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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약속이	잡히면,	작은	병원	안에서	지내다가,	탁	트인	멋진	파란	하늘을	보며,	

폭신한	파란	잔디를	밟을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골프는	제게	여행과도	같습니다.

자주 가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치과와 일상의 고민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공

간, 골프장이 너무 좋습니다. 잔디를 밟는 그 순간 진료실 생각이 싹~~ 사라지고 딴 

세상에 온 느낌이 듭니다. 온전한 휴식을 주는 그곳에 가기 위해 여권을 챙길 필요도 없

고,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건, 어릴 때부터 꿈꿔온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습

니다. 인생의 결정의 순간마다 운동선수의 꿈을 뒤로 미룰지언정 포기가 안되어, 개원

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 같아 개원전에 도전을 한 운동이 골프였습니다.

이민정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기획홍보	이사
데이지	치과의원	원장

파타야	피닉스	골프장

세인트	엔드류스	올드코스	클럽하우스

골프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호주 골드코스트에 갔습

니다. 골프 아카데미에서 4개월 정도 연습하고, 이

후에는 개인 레슨을 4달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마지막 달에는 싱글을 치고 있었습니다. 개인 레슨

을 받는 4개월 동안 하루 일과는 아침에 레슨 30분, 

혼자서 숏 게임 연습 1~2시간, 그리고 혼자 18홀 라

운딩을 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사서 라운딩을 하는 

동안, 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골프백까지 열고 종종 

샌드위치를 훔쳐 가고, 가끔 뱀도 보고, 비가 오면 

젖은 그린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8개월은 골프 실력이 느는 시간이기도 했

지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제가 그동안 내면에 

쌓여 있던 여러 감정들이 샘물이 솟아 나오듯이 흘

러나오고, 그렇게 내면이 치유되는 시간이기도 했

습니다. 전 시간에 쫓기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 

행복을 잘 느낍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그렇게 골프

만 쳤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었네요.

귀국 후, 개원을 하고 난 후에는 자주 라운딩을 못 

하지만, 필드에 갈 때마다 호주에서의 그 행복한 기

억들이 되살아 나곤 합니다. 원래 저의 주 종목 취미

는 테니스였습니다. 학창시절 아마추어 여자 테니스 

대회에 여러 번 참가하였고, 나간 대회에서 모두 우

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을 만나면서 같

이 할 수 있는 운동인 골프가 제 취미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필드를 자주 나가지 못해 보기 플레이어 정

도 됩니다. 

가끔은 밀리토피아에 골프 연습을 하러 갑니다. 몸

이 힘들 때는 그냥 남편이 연습장에서 치는 볼을 보

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산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공의 비행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골프는 어려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14개의 클럽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

니다. 어려운 운동을 하며, 매 홀 스코어를 매기며, 

자연을 감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자연 속에서 조금의 여유

를 찾는다면 베스트 샷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는 가까운 곳을 열심히 

보며 일하는 치과의사들의 눈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에 치과의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

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스 게이지가 높아질 때, 스트레스를 자연에 

방사(?)하고 눈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당일치기 

여행으로 골프 라운딩 어떨까요.^^ 

는 여행같이

Her special hobby
골프



90	●	2019 W dentist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91

Asset management
해외투자와	위험분산

저금리 환경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98억 달러에 이르던 해

외주식 투자 잔액이 2019년 8월말에 127억 달러로 29% 증가하였다. 해외채권의 

경우에도 2018년 말 투자 잔액 264억 달러에서 8월 말 285억 달러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한편, 해외투자 펀드의 전체 규모도 2018년 말 208조에서 지난 8

월말 243조로 17% 성장하며 국내투자 펀드보다 2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바

야흐로 해외투자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투자라고 하면 해당 국가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투자에 비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본 기고에서는 해

외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홍규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장	
전(前)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재무전략파트장
전(前)	한국신용정보	
리스크컨설팅팀장

해외투자와 위험분산

포트폴리오 이론 (Portfolio Theory)으로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

빈은 해당 이론을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 한다. “투자를 할 때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계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이후 ‘계란을 한 바구니

에 담지 말라.’는 문장은 현명한 투자의 핵심 내용으로 모두가 아는 유명한 문구가 

되었다. 여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해당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서로를 상쇄하

여 위험을 낮추게 되고 이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해당 효과는 국가별 분산투

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주가지수에는 현재 46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

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해당 지수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7.2%로 우리나라

의 코스피 주가지수의 수익률인 6.1%보다 높았으며,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변동

성도 4.2%로 코스피 지수의 4.3%보다 소폭 낮았다. 해외투자의 필요성은 투자기회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MSCI 주가지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이 차

지하는 시가총액은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1.4%에 불과하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Barclays 종합채권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권의 비중은 전 세계 채권의 1.5%를 

차지한다. 국내 주식 및 채권 펀드만 투자한다는 것은 전 세계 우수한 기업의 주식 

및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해외펀드 중에서 어떤 국가, 지역,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가라

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올 것이다. 먼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충분히 위험을 분산

시켜주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선택한 중국 주식의 경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베트

남 주식의 경우에는 비중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즉, 중국, 베트

남 등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투자 차

원에서 효과가 적다. 글로벌 선진국 또는 신흥국 펀드 등 여러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국가나 산업에 선별하

여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자금 중 일부를 별도로 투자하는 것을 권고한다.

‘분산투자만이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는 격언이 있다. 다양한 국가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해외펀드를 통해 모든 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를 바란다.

투자를	할	때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계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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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News from branch
지부	소식

2018 송년의 밤

일시:	2018년	12월	13일

장소:	헤리츠컨벤션

약 80여 명의 회원들과 내외빈이 참석하여, 함께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감상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해외 임원연수회

일시:	2019년	3월	29일~3월	31일	(2박	3일	일정)

장소:	일본	오사카-교토-고베

장소희 회장 외 14명의 임원이 참여하였으며, 일본의 명소를 

돌아보며 정다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영락 애니아의 집 봉사활동, 후원 물품 전달

올해도 매달 두 명의 서여치 이사들이 

영락 애니아의 집 진료 봉사를 진행하였

다. 환우들의 구강 건강 상태는 전반적

으로 양호하여 서여치 진료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9월에 태

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장

소희 회장과 박정혜 부회장이 추석맞이 

후원 물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

하기도 하였다.

제13회 아름다운 하루 

일시:	2019년	4월	20일	

장소:	아름다운	가게	강남구청역점

기증품 494점을 포함한 568건의 물품을 판매, 총 268만 5,264

원 (부가세 제외)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매출액과 서여치 후원금 

30만 원을 포함 총 300만 원을 장소희 회장이 아름다운 가게 측

에 전달하였다. 아름다운 가게 측에서도 난치병 환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8 신규 개원의 사업

2019년	1월	22일	발송

2018년 서울에 개원한 11개구 21명의 여자 치과의사에게 개원 축하 엽서, 

서여치 소식지, 대여치 가입 안내문 및 개원 선물을 발송하였다.

제28차 정기총회

일시:	2019년	3월	14일	

장소:	토즈	강남구청역점

2018 회계 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 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 계획, 예산 승인의 

건 및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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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om branch
지부	소식

SIDEX 서여치 부스 운영

일시:	2019년	5월	10일~5월	12일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회원들을 위해 아이 돌

봄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부스 방문객에게는 

친환경 장바구니 선물을 증정하여 좋은 반응

을 얻었다. 

2019 서여치 학술집담회

일시:	2019년	6월	11일	

장소:	신원덴탈	세미나실

고홍섭 교수(서울 치대)가 ‘고령 환자가 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들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날 학술집담회에는 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였다.

서여치 원로 선배님들과의 간담회

일시:	9월	3일	

장소:	역삼동	파크루안

서여치 원로 선배님들과의 간담회가 처음으로 개최되

었다. 형식적인 만남을 뛰어넘은 선, 후배 여자 치과의

사들 간의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

여자 치과의사를 위한 

와인파티 및 힐링 음악회

일시:	2019년	5월	31일

장소:	전북	치과의사회	사무국

이번 행사는 전북 치과의사회 장동호 

회장이 여자 치과의사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되었다. 대

한여자치과의사회, 전북 치과의사 신

협, 전주시 치과의사회, 익산시 치과의사회가 후원한 이 행

사에는 김종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이화준 

무지카덴탈레(전북치과의사 남성합창단)단장을 비롯한 내 

외빈 및, 50여 명의 전분 지역 여성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와인을 마시며 여성 회원 간의 친목

과 연대를 다졌는데, 전북지부 남자 임원들은 흰색 와이셔

츠에 장미 빛 나비넥타이, 왼쪽 팔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손수 와인을 서빙하였다. 8시에서 9시까지 이어진 힐링 음

악회에서는 기타리스트 박두규,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주, 

소프라노 정은선 등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다. 

제3회 화합 한마당 볼링대회

일시:	2019년	10월	12일	

장소:	역삼	볼링시티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부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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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구시여자치과의사회 송년회

일시:	2018년	12월	6일

장소:	대구	미르치과병원	강당

 ‘4차 산업시대, 미술이 왜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이 특

강을 하였으며, 1년을 갈무리하는 만찬과 친

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여자치과의사회 창립총회 참석

일시:	2019년	5월	25일	

장소:	The-K	hotel

경북여자치과의사회 창립총회에 박현진 대구 지부장과 

허영주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대구시 여자치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보수교육

일시;	2019년	5월	31일

장소:	대구	미르치과병원	강당

79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정기총회 안건 토의 및 

2019년도 사업 계획안 발표가 

있었다. 또한 신규화 현 대구

시 치과의사회 부회장에게 감

사패를 수여하였으며 보수교

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2019년도 정기 총회

일시:	2019년	4월	9일

장소:	롯데	호텔

보수교육

일시:	2019년	10월	17일

장소:	디오	임플란트	사옥

옥수민 부산대 치대 구강 내과 교수가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부산지부

대구지부

News from branch
지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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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산불 피해 지역 

의료지원 사업에 참가

일시:	2019년	4월	5일~4월	7일

장소:	영동	일대

영동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들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회와 강원도치과의사회가 

진행한 구강위생용품 전달과 이동진료소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다. 

봄 야유회

일시:	2019년	5월	1일

장소:	남이섬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남이섬 투어와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인치문화예술제

일시:	2019년	6월	7일

장소:	부평아트홀

인천 치과인들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인치문화예술제 

2부 피날레를 인여치 댄스 동호회인 ‘덴티스타’의 환상

적인 무대로 장식하였다. 뮤지컬 ‘오! 캐롤’의 ‘One Way 

Ticket’, 가요인 ‘뿜뿜’과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 등 장르

를 넘나드는 노래에 맞춰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여

일시:	2019년	6월	8일

장소: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강원도 치과의사회(회장 서은아), 강원 여자 치과의사회 회

원들의 노력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

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

감 등의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과 태백의 치과의

사, 직원, 가족까지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도내 

초등학생들이 제작한 UCC를 상영하였으며 단체 체육행사

까지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천지부강원지부

News from branch
지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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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om Alumni
여동문회	소식

‘여동문의 밤’ 행사

일시:	2019년	3월	21일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프라자

2019년에	졸업한	새내기	치과의사들

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하였다.	

또한	연세대	치대	최초의	여자	교수

이자	대한	구강병리학회장을	역임한	

김진	명예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도	함께	하였다.

골프대회

일시:	2019년	10월	9일			장소:	일동레이크	CC

16명의	여동문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경희대	치과대학	총동

창회	안민호	회장도	참여하였다.	푸짐한	시상식도	있었으며,	

선,	후배가	운동을	통해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일시:	2019년	1월	13일			장소:	팔래스	강남	호텔

권긍록	경희	치대	학장,	안민호	총동창회장	등	여

러	내외빈,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활동보고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

며,	신입회원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

다.	여동문회	신임	회장으로는	김미경	동문(18기)

이	선출되었다.	

국가고시 합격기원 응원 방문

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경희대	앞	에스	플로어

국가고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2020년	2월	여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합격기원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한국여성재단에의 기부활동

연세대	치대	여동문회에서는	2017년부터	재단

법인	한국여성재단에서	펼치는	양육	미혼모	돕

기	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하는	동

문	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정기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할	계획이다.

본과 4학년 간담회

일시:	2019년	6월	27일			장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세미나실

본과	4학년	여학생	12명과	여동문회	임원	4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서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묻고	대답하며	학생이	스스로의	답

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리였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여동문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여동문회

남산둘레길 걷기대회 

일시:	2019년	6월	6일			장소:	남산둘레길

매해	봄	열리고	있는	‘걷기대회’를	통해,	여동문들이	

함께	걸으면서	화합을	다지고	건강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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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응원 행사

일시:	2018년	11월	7일			

장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강의실

김원경	회장	외	6명의	서여동	임원이	참

석하여	본과	4학년	여학생들을	위한	국

시	응원	행사를	펼쳤다.	아산병원에서	수

련	중인	70회	졸업생(류재영	선생)도	참

가하여	시험	준비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

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다.	

2018 송년회

일시:	2018년	12월	9일			장소:	압구정	한일관

34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1년간의	서여동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8차 정기총회

일시:	2019년	4월	18일			장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2018년도	회무·결산·감사보고	승인	및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시켰다.	또한	올해	졸업한	73기	신입	회원

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총회	후에는	오서현	교수의	‘전문직	

선생님들을	위한	메이크업	연출법’	특강이	진행되었다.	

재학생 간담회

일시:	2019년	6월	5일			

장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육동	5층

201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	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재학생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3학년	여학생	대표

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	윤연희	동문	(52회	졸업,	

분당	어린이	치과)이	'여자사람인	소아치과	전문의'를	주

제로,	박재경	동문	(63회	졸업,	방이서울치과)이	'워라벨

을	꿈꾸는	초보엄마,	초보	개원의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

연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을 야유회

일시:	2019년	10월	3일			장소:	한양도성	일대

동문	및	가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흥인지문-한양도

성-이화장	일대를	문화재	해설사와	돌아보는	힐링의	시

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진료 봉사

일시:	2019년	8월	15일~8월	17일			

장소:	캄보디아	크라체	지역의	크라체	병원		 	

	 (Kratie	Provincial	Referral	Hospital)

허윤희(34회),	김원경(43회),	조진희(43회)	장복숙(44회,)	박경희

(45회),	박은진(49회)	동문	등	6명이	참가했다.	총	182명의	환자

에게	검진,	발치,	스케일링,	레진	충전,	근관	치료	등	총	316건의	

치과진료를	하였으며,	치약,	칫솔	세트를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

News from Alumni
여동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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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정기총회

일시:	2019년	3월	23일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결산	심의	및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을	의결하였다.	

총회	전	박재희(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연자의	‘내안의	흥을	깨워라!(영혼이	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인문학	강의가	있었으며,	여동문	사진모임	‘아이리스’의	사진전과	고연진(10기)동

문의	그림	전시회도	함께	진

행되었다.	총회	후	신입	여

동문들을	위한	환영회가	이

어졌으며	선후배	모두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궁궐 나들이

일시:	2019년	6월	2일				장소:	창경궁	일대

14명의	여동문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아름

다운	창경궁의	봄을	만끽하였다.	나들이	후	여유로

운	점심을	함께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가을산행

일시:	2019년	10월	27일					 	 	

장소:	인왕산	숲길-윤동주	문학관-부암동-환기미술관

10명의	여동문이	가을	숲과	하늘을	느끼며	인왕산	

숲길을	가볍게	걸었다.	윤동주	문학관,	환기미술관을	

함께	둘러보았으며	부암동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담

소를	나누었다.	

여동문회 임원수련회

일시:	2019년	5월	25일~26일			

장소:	양양	솔비치	및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여동문회	임원들이	연수회를	통해	돈독한	시간을	보냈

다.	또한	여동문회	미래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봉사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여동문회

제2회 여동문 골프 대회

일시:	2019년	5월	16일				장소:	리베라	컨트리	클럽

14명의	여동문이	참여하여	봄의	그린에서	골프를	즐기

고	풍성한	시상도	진행하였다.

Editors's comments
편집후기

한지숙	공보이사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낯설게 바라보기입니다. 누군가에

게 씹다 버려진 후 밟히고 짓이겨져서 길바닥에 새까맣게 말라붙

은 껌이라던가, 오래된 건물 구석 어딘가 무사히 살아남아있는 

거미줄이라던가,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라떼

의 컵 가장자리에 점점 두꺼워져가는 거품 자

국이라던가 하는 것들을요. 낯설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또 다른 재미와 감성이 생겨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오는 소식지이지만 익숙하

면서도 조금은 낯설게 읽혀지기를 바래봅니다.

정유란	공보이사

소식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편집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요즘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잡일’을 즐기며 삽니다. ‘그런 일까지 

직접 하나, 외주를 주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와 같은 잔소

리를 듣기에 딱 좋은 일들을 몇 가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외주를 주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일들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 되어 있어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합니다.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저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치를 퇴색시

키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발견했습니다. ‘와 내가 정말 발전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윤희	공보이사

처음 홍보 업무를 맡으며 소식지 발간을 하면서 재밌고 설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삼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제

가 외국에 나와 있어 여러 이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

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항상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 가 있으며, 우리 이사님들 및 여성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지 생각

할 때면 같은 일원으로서 늘 자랑스럽고 든든

합니다.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리

를 지키며 여성 치과의사로서 여러 몫을 해내

시는 회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하고 그래도 항

상 자랑스럽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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