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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35주년을맞이하 습니다

둘째는, 여자치과의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회원들

이 정보를 교환하고 진료나 학술분야 뿐 아니라

인생의여러이야기를나누며그동안알지못했던치과의사로

써의 동료들의 좋은 모습을 발견하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장(場)이되도록하려고합니다. 이를위해서는각지부가활성

화되어 사회봉사와 문화라는 모임의 기회를 갖고, 대여치모임

이즐겁고유익한곳이라는것을알리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활성화하여On line 상에서, 동료들과자주만나고

소식을접하도록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소

식지를발간하여소식을전하고, 회원들의기쁜일, 슬픈일을

함께나누며, 여러일을함께해나가는과정에서, 우리들의진

료여건이나업무가더즐거워질수있습니다.

셋째는, “Noblesse Oblige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

서한번생각해보는장(場)이되도록하려고합니

다. 우리여자치과의사회원들은전문직여성으로써상대적으로

더많은축복을받고, 더가지고, 더많은것을누리면서생활해

왔다고생각합니다. 자신과자신의가족만을위한이기적인삶

은아니었는지, 잠시멈추어서서주위를둘러보는여유를가지

고, 함께사회를위해기여할수있는것을찾아볼수있다면더

보람있는여자치과의사회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회원여러

분의많은애정과관심, 그리고아낌없는협조를부탁드립니다.

기꺼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주기로 해준 각

지부장 이하 임원 및 이사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

분모두가임원이고모두가회장이되어늘여러회원곁에있

는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경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선배님들의작은모임으로시작

된지35주년을맞이하게되었습니다. 학부시절여학생의수가

한, 두명으로손가락을세던시절을지나이제한학년에거의

절반이상을여학생이차지할만큼 많은변화가있었습니다.

여자치과선생님들께서는학문뿐아니라가정에서또일터에서

맡은바책임을멋지게이루고계시고분위기와여건이조성되

면그누구보다맡은바임무를책임감있게수행하시리라생각

합니다. 또한 꾸준히 노력해 오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애정과헌신이있었기에여러선생님들의관심과격려로대한

여자치과의사회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 회원들께

다가가고있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16대임무를맡게되어여러선배님들께서

애쓰신 만큼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앞섭니

다. 이를 위해서 여러 현안을 각 지부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상임이사회 외에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다

수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뜻있는 회원들의

좋은의견과관심을부탁드립니다. 미력하나마저자신도최우

선순위를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두고노력하고자합니다.

제가가장비중을두고노력하고자하는일은세가지입니다.

첫째는, 치과의사의 일원으로써 치과의사의 활동과 업무

수행 능력을 여자치과의사이기에 적절한 분야인

여치활동을통해잠재되어있는능력을개발하고치과 역뿐

아니라사회전반분야에그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대여치를

구심점으로각지부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
”

W발간사

지부의 활성화, 회원간 대화의 장 마련,

사회에 봉사하는 여자치과의사회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김경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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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축사

존경하는김경선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님과회원여러분! 
회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은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

으로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명실상부한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

표하는단체로서왕성한활동을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대한여자

치과의사회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서 우리 치과의사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잘알고있습니다. 지면을빌려국민구강건강증진과치과계의발

전을위해애쓰고계신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원여러분들께진심

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소식지 발간이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한Workshop 개최에앞서이뤄지고, 또한앞으로는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로서는 이번 소식지 발간에 이어 Workshop

을개최함으로써, 회원들간의관계가더욱돈독해지고역량을하

나로모을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회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 할 뿐만 아니라 서

로를연결시켜줄수있는중요한매개체가될수있는만큼, 앞으

로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소식지가더욱내실을기하여회원들의

열린대화의장으로자리잡았으면좋겠습니다.  

최근다양한분야에서여성들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가운데, 치

과계에서도 여성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치협은 여러분들의 숨겨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일할수있는기회를더욱확대해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아

울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

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소식지발간을위해수고하신김경선회장님과윤은

희 공보이사님 이하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

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안성모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밝은앞날을기원하며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W축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창립35주년을
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먼저오늘이있기까지많은정열과노력을바치신전임회장단,

임원및전회원께존경과감사를보냅니다.

세계치과의사연맹은 106년 역사상 처음 여자치과의사가 회장

이 되었고 미국치과의사회는 금년 10월 19일에 A.D.A 147년

역사상두번째여성회장이탄생됩니다.

제가치의예과에입학한 1959년에여학생은 100명중두명이

었으니여자치과의사의회원수는우리나라뿐아니라세계적으

로도큰변화를가져왔습니다. 성별의차이를떠나서저는여러

분들의특수성을존경합니다. 치과의사란전문직, 가정주부(결

혼후), 어머니등역할의다양성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저는여러분께회원수의증가로인한비중과함께전문직으로

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치과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

요한역할이있다고믿습니다. 

귀중하신여러분의활약을기대하며진심으로축하를보냅니다. 

전세계치과연맹회장 윤흥렬

대여치회원에게존경과
감사를보냅니다

윤흥렬
전세계치과연맹회장

내지칼라 1-16p  2006.8.31 5:43 PM  페이지4



W축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창립35주년을
진심으로축하합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회원수가 얼마 되지 않던 1971년 협회를 발족

시켜 지난 35년 동안 국민들의 구강보건증진은 물론 치의학 발전과

각종사회기여사업에묵묵히헌신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한국여자의사회와같은여성의료전문가

단체로세부전문분야에서역할만조금다를뿐지향하는목표에공

통점을지니고있기에평소한국여자사회와회원들은여자치과의사회

활동을누구보다관심있게지켜보며, 가장가까운이웃이라는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여자치과의사회와회원들은한국여자의사회와마찬가지로우

리사회의 유교적인 관습과 남녀차별적인 의식으로 출중한 능력과 자

질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어 왔으리라 생각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지혜로움과

특유의전문가적인식견으로어려운환경을헤쳐나오며, 여성이기이

전에당당한치과의사로서치과계의한축을담당하며역할을높여오

신데대해큰박수를보내드립니다.

돌이켜보면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역사나, 올해로창립50주년을맞

은 한국여자의사회의 역사가 연륜의 차이는 있겠지만 발전의 과정에

는차이가없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학연구, 진료, 사회봉사 등으로 의료계의

당당한한축으로기능하듯대한여자치과의사회도그역할이매우높

아져있는것을잘알고있으며, 가까운장래에여자치과의사들이치과

계를이끌어나가는리더로우뚝서게될것이라는확신을가져봅니다. 

창립 35주년이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년기임에 틀림이 없

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장년의 힘을 보다 지혜롭게 발휘하여

치과계발전은물론국민들의구강보건증진을위해보다큰기여를해

주시고, 나아가여성의료인공동의발전과위상을높이는데도앞장서

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한국여자의사회와회원들은같은여성의료인의입장에서동반자의식

을더욱공고히하며,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발전을위해지지와성원

을보내드릴것입니다.

다시한번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창립35주년을축하하며, 무궁한발

전을축원합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귀원

여성의료인의
발전과위상을높이는데

앞장서주시길...

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서울의대소아외과교수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여자치과의사들간의 친목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낀 선배

여자치과의사들이 뜻을 모아 1971년 '대한여자치의학사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하 다.

1971년 가을,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발기인 회장이었던 김찬숙 회장 이래로 1973년 4월 대한여자치의

학사회 창립 총회부터 3대까지 회장을 연임한 고 김유봉 회장, 4,5대 김정림 회장, 사단법인 등록을 하

신 6,7,8,11대 서정희 회장, 9대 고 변순희 회장, 10대 고 김동자 회장, 13대 유혜 회장, 14대 최금자

회장, 15대 최말봉 회장과 현 16대 김경선 회장에 이르기까지 고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의 무료진료,

대한여자치과의사회보 발행,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학술 세미나 개최, 패션쇼 개최, 홍수 피해지역의 회

원과 지역주민 방문 등 각 시대와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러 친목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해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던 중 여자 치과의사들의 수적인 발전과 활동

의 증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단체로의 성장이 필요하 다. 이에 1984년 '사단법

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로 등록하고 각 지부를 결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범 사회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 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서울, 경기, 대전, 충북,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인천 등 12개 지부와 함께

여자치과의사들간의 친목 및 교류강화

학술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학술 연마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장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서 치과계의 발전 및 여성의 권익 향상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대여치 활동을 토대로 그동안 여자치과의사는 치협내에서도 조 선 부회장(1985년)과 박 숙

부회장(1986~88년) 등 두 명의 여성 부회장과 11명의 치협이사가 활동하 으며, 최근에는 30%가 넘

는 여자치과의사 비율에 걸맞게 치협내 당연직 여성부회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4,000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은 35년 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치과계의 발

전을 위해서 맡은 바 임무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W

W특집 |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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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발자취, 
35년을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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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특집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사진으로보는35년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역사

1950~60년대

1970년대

❶1950년 서울치대 여학생, 덕수궁
❷1951년 부산피난시절 조직학 실습모습
❸1960년 치과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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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1972 대여치 정기총회
❷1975 대여치 정기총회

❶,❷,❸,❹,❺1974년 학술집담회
❻1975 강화도 무의촌 진료
❼1975년 무의촌 진료(서울치대 교수님과 함께)

❷

❶

❸

❶ ❷

❶ ❷

❸

❹

❻
❺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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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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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1981년 무의촌 진료를 마치
고(속리산 법주사) ❷,❸1981년
강원도 무의촌 진료 ❹1981년
무의촌 진료 ❺1981년 대한여
자치의학사회 봉사진료단 모습
❻1984년 무의촌 진료

❶,❷,❸1985년 2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등록 후) ❹1985년
정기총회시 기자재전시회 부스

❶,❷1985년 김송자 패션쇼

❶1985년 무의촌 진료
❷1986년 신년교례회
❸,❹,❺1986년 충남홍천
풀무학교 무의촌 진료

❶1989년 아·태학술대회
❷1989년 아·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부녀분과위원

❶,❷1987년 이 희 한복쇼

❶1993년 대여치 유럽여행 ❷1998년 국제 PFA학회 ❸1997년 FDA 여성분과위원 ❹,❺,❻1994년 미국 국제연수회

❶ ❶

❶ ❷ ❸

❹ ❺ ❻

❸

❹ ❺

❷

❶

❶ ❷

❷

❶

❶ ❷

❷

❹

❸

❹ ❺

❻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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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여자치과의사

강흥숙(姜興叔)과김름이(金凜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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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름을아는사람은많지않다. 그가여자치과의사 는지아는사람은

더구나흔하지않을것이다. 우리나라최초의여자치과의사로추정된다

는사실을아는사람은드물것이다. 1925년 4월 19일강흥숙과김름이는

경성치과의학교제1회졸업생이다. 그때는한국에서사람들이“치과의사

란무엇인지?”이해하지못하던시대 다.

1922년 4월 15일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는개교했다. 이에앞서

1922년 4월 1일 일제는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를 인가하 고,

이는일제의통치에기여할수있는방안으로이루어진것이었다. 입학자

격은을종의중학교졸업자혹은고등보통학교졸업자로일본인과조선인

남녀공학이었다. 입학은시험을거쳐선발되었다. 1922년 4월 4일 산술

물리화학등으로입학선발시험을시행하 다. 응모자 110명중에서 50명

이입학허가를받았다. 

당시학생들은 20세에서 50세가까이된사람도있었다. 50명학생의총

대는한국인학생박준 (朴俊榮)이었고, 여자가3명있었다. 부산에서개

업한강흥숙(姜興叔), 1940년만주에서개업한김름이(金凜伊), 또한사람

은코우노기헤이(河野儀兵衛)의딸코우노나츠요(河野夏代)가함께공부

했다. 

학생의 옷은 조선인은 두루마기에 중절모, 일본인은 하오리에 사냥모자,

게다가한국인과일본인남녀공학이었다. 처음에는야학으로학생들은치

과의학교에 온 이상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갔다. 그러나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상태 다. 직업도

각각틀려서어떤사람은상점을하고, 어떤사람은공무원, 또 회사원도

있었다. 교수들은경성의학전문학교에재직하던선생님이었다. 

1년 후 주간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사이에 갑작스러운

문제가되었다. 학생중에는가족을위해낮에일하고밤에공부하지않으

면안되는사람도있었다. 주간수업이되어곤란한사정에빠지는학생

은 퇴교하기도 했다. 1925년 4월 19일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

제1회졸업생이23명이배출되었다. 

강흥숙(姜興淑) 김관현(金官鉉) 김기우(金崎宇) 김용진(金溶瑨) 

김름이(金凜伊) 남기범(南基範) 노기섭(盧基燮) 노용규(盧龍奎) 

노진수(盧診洙) 박원일(朴元一) 박준 (朴俊榮) 신응현(申應炫) 

안종서(安鍾書) 유희경(劉熙慶) 윤병준(尹秉俊) 이근용(李根用) 

이무상(李武相) 이병철(李秉哲) 전훈조(田熏祚) 정동진(鄭東鎭) 

조 원(趙 源) 최 식(崔永植) 한종호(韓宗鎬)

그중에한국인강흥숙(姜興叔) 김름이(金凜伊) 여자치과의사가2명나오게

된것이었다.  일본인은이마무라히로시(今村汎) 등 4명의제1회졸업생이

있었다.

강흥숙은부산에서개업하고있었다. 오카다시로(岡田四郞)는다음과같

이회상하고있었다.

‘서울을떠나낮에연락선을탈셈으로부산에도착했다. 해상이거칠어

결항이 되었다. 졸업생을 만나볼 겸 하야다 겐치(早田憲治)의 진료소로

갔다. 깜짝 놀란다. 이유를 이야기하니, “마침 잘 됐다. 1회 졸업생과 2

회 졸업생이 4명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해서 정오부터 부산을 안내하겠

다”고 하 다. 2회 졸업생의 송윤옥(宋允玉), 조석기(趙奭基)가 찾아왔

다. 1회 졸업생 여학생인 강흥숙(姜興淑)도 왔다. 모두 건강했다. 오후

부산을구경했다.’W

“
”

1925년 4월 19일 강흥숙과 김름이는 경성치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가 여자치과의

사 는지 아는 사람은 더구나 흔하지 않을 것이다.

신재의
대한치과의사학회명예회장

W특집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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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학술Ⅰ _심미치료

옛날에 서로 이웃하여 사는 두 짚신장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여할아버지뻘되는사람이었고나머지한명은한창혈기왕성한

젊은이 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짚신을 삼아서 장에 내다 팔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짚신만 잘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

른 재료를 쓰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 똑같은 짚

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특별한 장사수완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열심히 할아버지에게 비결을 여쭈어 보았

지만 아무리 해도 비결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아버

지에게 비결을 간곡히 여쭈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간신히 한마

디“털..”이라는말만을남기고그만명이다해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

니고 좀 더 자세히 알려주지... 달랑“털”만 알려주고 저세상으로 가

버린할아버지가야속했습니다만아무튼이러저러해서세월은흘러가젊

은이도 중년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짚신

을 다 삼고 나서 가장자리로 삐죽삐죽 삐져나온 잔털들을 잘 다듬어주어

야신을때편하고모양도예쁘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치과에서도털다듬기가있습니다. 그것은바로코스메틱컨투어링입니다. 

대부분앞니는예쁘게잘만들수있습니다. 그러나마지막터치.. 코스메틱컨투어링을해서다른이들

과발란스맞추기를해준다면보다균형있는앞니치료가될것입니다. 

또한코스메틱컨투어링만으로도앞니를가지런하게해줄수있는케이스들이간혹있습니다. 이럴땐

가장적은침습으로최대의효과를볼수있는방법이기때문에우리치과의사가환자에게해줄수있

는가장좋은것이라할수있습니다.

이아가씨는중절치두개를안으로넣고싶어서오셨습니다. 하지만자세히보면양옆의견치역시밖

으로나와있습니다. 중절치는많이나왔으니까할수없이성형보철하더라도견치들도뭔가해주지않

으면어딘가부족해보이는치료결과가될것입니다. 좌우견치를약간조각하는것으로밸런스를맞

추고끝냈습니다.

이분은중절치, 견치(측절치는없음)의레진치료를다시하고싶은것이주소 습니다. 기왕이면레진

치료를하면서견치를측절치모양으로조각하면측절치가없어보이는이상함을없애줄수있을것같

았습니다.

물론오직조각만가지고도치료를끝낼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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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미 | 투스맨치과원장

우리가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고 간편한 방법

코스메틱컨투어링

내지칼라 1-16p  2006.8.31 5:44 PM  페이지14



Ko
re

a 
W

om
an

 D
en

ta
l A

ss
oc

ia
tio

n

이분은상악육전치를약간씩조각하 습니다. 길이와표면의질감, 치축의각도등을조각만으로조절

할수있다면행복한케이스입니다.

< 조각시의주의사항 >

그러나조각할때반드시조심해야할것이있습니다. 조각을하면이의색이약간씩변한다는것입니

다. 특히절단부분의색이복잡하다던가좀짙던가내면에오펙할정도로불투명한부분이있던가잔금

이많이가있는경우는조금만조각해도에나멜내면의복잡한색이노출되어생각지않은결과를초래

할수있으므로매우주의하여컨투어링을하는것이좋습니다.

우측중절치의변색을치료하기위해우측중절치는올세라믹크라운으로치료했습니다. 좌측중절치

의치축이밖으로경사져있는것을조각으로약간안으로넣으려다가큰일날뻔했습니다. 약간짙은

절단부의변색부분이조금(정말조금) 조각했는데무척짙어져버렸습니다. 환자가무던하셔서아무일

도없었지만가슴서늘한경험이었습니다.W

Cosmetic  Contouring

그가버리고저만큼달아나도

그녀는정속주행

가뭇없는눈길로만작아지는

뒷모습을좇을뿐

들어선길이잘못된길이어도

U턴은언제나너무늦었고

찾아헤매던그가

반대차선에서스쳐지나가도

한번도재빨리중앙선넘어

쫓아가지못했지

붉은눈부릅뜨는이들앞에선

겁많은소심증환자

앞길에는푸른희망만켜지길

기도하며숨죽여액셀을밟지

조심과양보와질서가그녀의몫

움트는반대욕망엔초록띠를

무슨훈장처럼칭칭동여매지

녹색카드안에서

단정하게웃고있는그녀는

녹색면허운전자

아무도알아주지않는

모범운전자

머나먼길, 생의핸들잡은손엔

오늘도보람대신진땀이축축하지W

녹색면허운전자
이 혜

해피스마일치과원장

시가있는풍경

/ 17 2006 가을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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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갑자기걸려온김경선후배로부터의전화는나의한가로운일상을깨기에충분할정도로반

가운것이었습니다.

이곳, San Francisco, Bay Area에와서산지2년여가되어가는저로서는모든기억들이차츰희미해져가

고있어김후배의목소리도, 올해가벌써창립한지35주년이나되었다는것도모두잊고있었습니다.

축사청탁을받고는 에는전혀재주가없었던지라그저정중히사양을할까하는생각도해보았으나 내

가항상좋아하던후배가회장이되어열심히일을하고있음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까하여한번용기를

내어보기로하 습니다.

지난35년동안한국의복잡하 던사회구조와환경속에서도우리여자치과의사회는초기는빈약하게시

작하 으나오늘날한국여자치과의사들의권익과결속을다지기위한탄탄한단체로성장하 습니다.

그동안우리단체를위해애쓰고이끌어온여러분들께
아낌없는찬사와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습니다.
제가대학에입학한후10여일만에6.25 사변이났기때문에나라는아수라장이되고, 우리는부산으로피

난을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서대학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50년이흐른2004년까지일평생동안치과의사를하 으니그간의한국사회속에서한여자치

과의사로서그역사를함께감당해왔다고감히말할 수있겠습니다.  나의일생의거의모든부분을차지

했던치과의사로서의경력을뒤로하고이제는고목과같은기분이되어그모든것을뒤로하고한국을떠났

습니다. 자식들을향해발을옮기던그때, 유수와같이흘러버린세월이원망스럽기도하여엄청난아쉬움

으로만감이교차하기도하 지만다른한편은이제는쉬고싶은마음도많았던것이사실이었을것입니다.

한국에갈때마다만나고싶은사람들은만날수있으나현직에서물러나있다는마음으로의거리가여러분들

을더욱그립게하는것같습니다.

제가현직에있을때보다 경쟁도날이갈수록치열해지고똑바른생각을가지고이일들을감당

하기가점점더쉽지는않겠으나여러후배들이의사의일을할때스스로의거울에비추어떳떳할수있도

록해주기를바라며그렇게해줄후배들을위해격려의박수와찬사를보냅니다.

그렇게하는우리회원들이많아질때우리회는더욱크게올바로성장할것임을믿으며그성장을위해애

쓸회장님과집행부여러분들께감사의뜻을전하고회의건전한발전을간절히비는바입니다.

부디모든분들의건강과그가족들의안녕을기원하며이부족한축사마칠까합니다.W

후배들을위해
격려의박수와찬사를보냅니다

존경하는여자치과의사여러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발간하는소식지에 을올리게됨을 광으로생각합니다.

솜씨가없는저에게격려사를부탁해서한동안고민을많이했습니다만공직에있는치과의사로서경험

과느낌을말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에졸업해서개업하다공직생활을하게된것이 20여년에이릅니다. 처음엔보건소가무엇을

하는곳인지도모르고발을내딛어취약계층의환자치료에주력하다기회가주어져지금대구광역시남구

보건소장직을8년째수행하고있습니다.

의료 역에서구강질환은좁은범위로생각되지만우리국민의구강보건향상에할일이너무

많다고생각됩니다. 얼마전만하더라도“이없으면잇몸으로산다”고할정도로치아건강에대한관심에저

조하고치아의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는데다예방보다치료가급한국민이너무많고예방에주력할

인력도너무없었습니다. 그런모든이유로보건복지부의구강보건정책도상당히미흡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은국민과치과의사의관심이높아져보건복지부의구강정책도많이강화되어구강보건교육

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사업, 상수도불소화사업등다양하게공공기관, 보건소에

서활발히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단기간의일련의획기적변화는국민의치아에대한관심과우리

치과의사의열정적인사명감때문이아니었나싶습니다.

저는 공직의 치과의사 입장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치과의사 여러분께 희생적인

노고에감사드리고오랫동안공직에서취약계층의아픔을같이느끼고그들의구강질환예방및치료에힘

써온동료치과의사여러분께도격려를보내고싶습니다. 특히소외된장애인을위해귀한시간을내서힘

든진료를오랫동안하시는치과의사분들을뵈올때존경을금치못합니다.

우리여자치과의사들도 국민구강건강의예방차원에도많은관심을가져구강건강향상에힘을

보태어주시길부탁드리며이것이이시대의치과의사의소명이라생각됩니다.

저는치과의사일로힘드신데가정일과병행해서모두훌륭하게잘해내시는분들을많이알고있습니다.

메마르고거친땅에향기로운아름다운꽃을피운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선후배모든여자치과의사님을존경하고계속파이팅하시길바라며또한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무

궁한발전을기원드립니다.W

유 아
대구시남구보건소장

공직의치과의사로서
대여치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W대여치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현기년
전대한여자치의학사회초대부회장
전대여치초대대의원의장

W대여치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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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창립35주년을축하드립니다. 
오늘이있기까지거름이된여러선배선생님들의노고와희생에감사를, 현직임원으로수고하고계시는

여러선생님들과이제앞으로이회의미래를꽃피울여러동료, 후배님들께는축하와격려의박수를보내

드리고싶습니다. 

회장님의간곡한부탁을차마거절할수없어쓰는 이지만아무내세울것이없는저는축사라는낱말조

차민망하기만합니다. 마땅히드릴축언도어설퍼서그저제얘기만을해야할것같습니다.

저는지금지역소도시의분회장으로임직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의정부에둥지를튼것이 1992년초 으

니그럭저럭이곳에서의개원연차만 15년을채운셈입니다. 의정부시치과의사회의회칙에는회장의자격

에관한조금은까다로운규정이있어서, 회장이되고자하는사람은적어도40세를넘어야하고이곳에개

원한지10년이상이되어야합니다. 그외에도4년이상회무에참여한경험이있어야하고회원20명의추

천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고보면 120여명의회원가운데동문이라곤딸랑여자셋뿐인이곳에서

제가치과의사회의회장이된건마치미스테리같습니다. 흔히볼수있는동문끼리의세다툼은커녕, 오

히려전임회장님들께서, 고사하는저를설득하느라많은시간을허비하셨으니겉으로만본다면마치제가

대단한인물이라도되는것같지뭡니까. 그렇지만저는그저제가생각하는저자신의모습으로제자리를

지켜왔을뿐, 따로이목적있는행보를해본적이없습니다. 회에서주최하는여러가지행사에는자리가

휑하니비면일하는사람들이얼마나맥빠지고힘들까싶어가능하면빠지지않고나가려했고, 사소한잡

무를부탁받을때도냉랭하게거절하면부탁한사람이민망할것같아힘닿는데까지도와주는정도가고

작이었지요. 스스로모드전환을하느라약간의시간이필요했지만회장직을수락한이후엔그직책을잘

맞는외투처럼느끼려고애쓰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분회의회장은시,도,전국치과의사협회내의다양한일들도처리해야하지만지역의약단체나

행정기관과수시로만남을가져야하고관내에서일어나는다양한분쟁과도마주해야합니다. 저역시도예

외가아니어서보건소며건강보험관리공단, 다른의약단체장들과수시로자리를함께하고가끔은시장실

에도들어갑니다. 

처음만나는사람들대다수는우선여자가회장이라는사실을신기해하더군요. 처음대면하는자리에서,

요즘초등학교에는여선생이너무많아서사내아이들이계집애같아진다는둥의얘기를하며저를떠보는

대여치가사회여성단체의
중심이되기를바랍니다

W대여치 창립 35주년을 축하합니다!

김경미
의정부치과의사회회장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은근슬쩍한 여성폄하는 늘상 있는 일이지요. 20년 전이라면 달랐겠지만 지금은

듣고도못들은척넘어갑니다. 반박으로더한공격의여지를주기보단때로는담대하게무시하는것이나을

때도있으니까요.     

지난 6월에는의정부의치과가족과함께말레이시아로여행을다녀왔습니다. 우리시치과의사회의연례행

사입니다. 작년만해도가벼운마음으로여행을즐겼더랬는데올해는여행내내행여안전사고라도생기면

어쩌나하고노심초사했습니다. 아무런사고없이지나와서얼마나다행인지요. 약간의입장차이가그렇게

많은것을달라보이게합니다.

올해신경써야할큰행사가하나더남아있는데, 그것은 9월 3일로계획된경기도북부지역가족체전입

니다. 올해는의정부가개최할차례여서한달남짓동안은바쁘게움직여야할것같습니다. 뭔가부족한점

이생긴다면그저단순한진행상의오류로여겨지기보다는회장이여자여서일어난일이되어버릴지모른

다는생각에, 겉으로는담담하지만머릿속은심히복잡합니다. 제 1 야당의총재역할도여성이훌륭히해

내었고최초의여성국무총리도나왔지만아직도두어세대쯤은여성들이저처럼약간의피해의식과도전

의식을함께안고가야할듯싶습니다. 각계에서수많은여성인사들이능력을발휘하고있지만아직우리

사회는워낙남성중심으로돌아가니까요. 더많은여성들이끼리끼리의이기와반목을버리고땀을흘려야

합니다. 

제게는큰 향을미친스승님들이여러분계신데, 제게주신그분들의말 에는공통적인내용이있습니

다. 우선, 여자여서안된다는생각을버릴것. 하고자하는일에있어부정적인생각을갖지말것. 일에있

어서는프로가될것. 가정의대소사를들어변명하지말것. 스스로의잠재력을믿을것. 실패를두려워하

지말것... 늘잠자는시간을아끼고매순간최선을다하며주변을돌아볼줄아는사람이되라는친정어머

니의말 과함께저는스승님들의말 을일생의화두로삼고살아갑니다. 함께하는시간이적어서운함

을느꼈을아이들이가장존경하는사람이엄마라고얘기하게만들었던, 아끼는후배들이저를자신의멘토

로여긴다고말하게했던그귀한말 들을이기회에여러선·후배님, 동료들과나누고싶습니다.

더많은여자치과의사들이적극적인사회참여를해야한다는회장님말 에공감하며다시금대한여자치

과의사회창립35주년을축하드립니다. 숨어있는많은여성치과의사인재들이힘을보태어
40주년, 50주년에는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이사회여성단체들의핵이되기를빌어
마지않습니다.W

“
”

여자여서안된다는생각을버릴것. 하고자하는일에있어부정적인생각을갖지말것. 일에

있어서는 프로가 될 것. 가정의 대소사를 들어 변명하지 말 것.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을 것. 실패를 두

려워하지 말 것. 늘 잠자는 시간을 아끼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친정어머니의말 과함께저는스승님들의말 을일생의화두로삼고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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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당연직여성부회장인가?
"치협 선거제도 개선위원회" 에 제언한다.

2006년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는 총 21,542

명이며, 그 중 여성은

4954명으로 약 23%

이다. 이는 의사, 한의

사 등 여타 의료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 2002년 여성의

사비율은 18.4%, 여성치과의사는 21.6%, 여성

한의사는 11.9% - 2004년 통계청 발표 ) 치과

대학재학생중여성비율은이보다훨씬높은

50%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여성 치

과의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오늘날치과계의여성비율증가는향후치과계

문화전반의변화를불러올가능성이높다.

반면, 치과계의유일한공식직능단체인대한치

과이사협회(이하치협)의상황은어떠한가.

치협은 한명의 협회장과 6명의 부회장, 3명의

감사, 18명의이사등총 28명의임원으로구성

되어 있다. 그 중 여성은 단 두 명으로 그 비율

이약 7%이며, 그나마최근신설, 임명된제2치

무이사직의 여성임원을 제외하면 그동안은 문

화복지이사 한 자리 정도만이 여성에게 비공식

적으로할당되어있었다고볼수있다.

또한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치협의 대의원 수는 전국

에 201여명인데그중여성은단 3명으로그비

율이약1.5%이다.

21세기가 한참 지난 2006년의 상황이 이러할

진데 역대의 임원 및 대의원 비율은 굳이 살펴

보지않아도결코이보다높지않았음을짐작할

수있을것이다.

"치협 조직은 매우 남성 편향적이며, 과연 여성

회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회원을 포괄적으로

대의하는가" 라는문제제기가자연스럽다.

물론 조직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비율이 여성

회원의 대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성임원이

라고 해서 여성 회원들의 입장과 상황을 모두

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협 조직

의 여성 비율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는차라리사치스럽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가? 왜 치협은 이처럼

남성 편향적 조직이

되었으며 또 이것이

불러오는 문제점은 무

치협은여성을
대의(代議) 하는가?

1

남성편향적조직의
원인과결과들

2

엇일까?

먼저그원인에대한일반적통념에대해언급해보

자.

"여자들은협회일에관심이없다"

"시켜줘도안하려고한다."

"시킬래도시킬만한사람이없다"

흔히들어온이러한모든언설은사실이다. 비단대

한치과의사협회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한경우가종종있다.

그러나모든사실이진실은아니듯위에언급한내

용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통념이 치협의

바람직한발전을외면하고있는것이다.

최근발표된자료의예를하나만들어보자.

맞벌이부부의평균가사노동시간은평균여성 3

시간28분, 남성32분이라고한다.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치과에서 일하고 남는 4~5

시간의 여유 시간을 한사람은 집에서 쉬거나 자신

에게투자하고한사람은집안일을계속해야한다면

과연그두사람의노동의질이같을수있을까? 또

한그들의사회참여도가같을수있을까?

설혹 누군가가 가사 일을 도와주고 아이를 돌봐준

다고 해도, 혹은 싱 이라 해도 우리사회의 전통적

인남녀성역할구분에서크게벗어날수있는사람

은 많지 않다. 위에서 예로 든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시간은하나의예이자상징일뿐이지만그속

에는우리사회의오늘을사는남녀의다른조건과

처지가함축되어있다.

'평등'에는여러가지개념이있다.

일반적으로기회의평등만을생각하기쉽지만여성

과 남성에게 단순히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

으로는 실제적으로‘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동등

한기회를부여받기전에여성과남성은이미다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등한 기회 부여가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

적인‘기회’로작용하기위해서는여성과남성의삶

의차이나다른조건들을먼저검토하는것이필요

하다. 

즉, 양성(兩性)에게동등한참여의기회를부여하고

(기회의평등), 여성이남성과다른삶의조건을가

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조건의 평등), 시행 결

과가 양성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지를(결과의 평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남녀평등을 이야

기할수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이러한평등개념이반 되지않는다면

어느 조직이건 기득권적인 남성 편향적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치협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러한상황을적극적으로개선하지않고방치한다

면 이는 의도적 남성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지

가충분하다.

그렇다면 남성 편향적 조직들이 갖는 결과적 문제

점은무엇인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치과의사의 비율

이날로높아져가는현실에서전국의모든치과의

사를 대표하는 공식 직능단체가 이처럼 남성 편향

적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기형적이며 단순히 모든

회원을대의하지못할수있다는문제를넘어새로

운 세기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으로 불리는 '여성의

힘'을 외면하여 곧 치과계의 발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할수있을것이다.

우리사회는변하고있고치과계또한변하고있다.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필

요로 한다. 이에 여성 리더십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적 리더십’이란 Loden(1985)이 주장한 개념

신순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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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오늘날조직원들은상명하복식의전제주

의적리더십을거부하고팀위주의참여적관리

구조를선호하기때문에팀구조와협동적의사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위계적

구조와전제적의사결정에의존하는전통적리

더십보다유용하게작용할수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21세기는 3F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이는 각각

Female, Feeling, Fiction 을 나타내는 말로,

‘여성성, 감성과상상’이야말로 21세기경쟁력

의화두라는것을시사하고있는말이다. '제3의

길' 저자앤서니기든스는 "한국사회가지난반

세기 동안에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했

지만 정치·경제적 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

우 낮은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 다. 21세기 사회변동의 핵심은 여성이

라고그는말했다. 

기존의 수직적, 획일적, 가부장적 문화만으로

는더이상조직의미래를담보할수없음이분

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치과계도 과

연어떤선택을할것인지자문해봐야할때이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상황을어떻게개선

할것인가에대해논의

해야한다.

남녀평등의문제가사

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역사적인 문제임을 고려

할때지금까지언급한치협내문제는비단치협

만의문제가아닌우리사회, 혹은인류전반의

문제이므로외부의개선예를살펴보는것이유

용할것이다.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인종및성차별을해소

하기위한방안으로취약계층여성, 흑인등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AAP

(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중지시키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이

러한 적극적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제

화되어시행되고있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성별, 인

종,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과거의 차별

관행 때문에 야기된 현재의 불평등을 시정하거

나미래의발생가능한불평등을사전에해소하

기 위하여 특정 목표 집단을 위해 행해지는 적

극적이고실질적인차별금지정책이다.

즉, 기존의차별로인한현재의남녀차별적상

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별로 인한

향이없어질때까지잠정적조치로서인구의구

성비에비례하여할당하는쿼터제나교육, 직업

훈련, 채용에서의 우선권 부여 등이 이에 해당

된다.

1982년 미국의산타클라라카운티는시직원의

22.4%가 여성인데 그 중 숙련직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비율을

36.4%로 하고 배차직에서 숙련직으로 한 여성

을승진시킨예가있으며, 스웨덴에서는1980년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고용에서 여성 비율을

40%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 다.  유엔여

성차별철폐협약을보면“본협약당사국은……

국가의완전한발전을위해서는여성이모든분

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필요함을확신하고, ……다음과같이합의

하 다”고 명시하고 그 일례로 유엔경제사회이

사회는 1991년 나이로비전략에서‘정부, 정당,

노조, 직업단체 등의 지도적 지위에 취임하는

여성을 1995년까지 30%로할것(권고 6)과 평화와

군축에 관한 국제협정교섭대표단에 참가시킬 여성

수의 목표설정(권고 20)' 등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 다. 유럽연합 또한 여성이 저대표되고 있

는 역에서여성이동등한기술, 능력그리고전문

경력을갖춘경우그리고같이응시한남성에게더

중요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을 우

대할것을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의회선거에서 비례대

표의석에 대한 여성할당을 각 정당별로 55%~25%

까지 확보한 이래 2000년 1월 정당법의 개정에서

여성할당제가도입되어국회의원비례대표후보자

공천시 30% 이상을여성으로하도록규정하 으며

이는제16대국회의원선거에서적용되었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하여 점진적 목

표할당제에해당하는“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채

택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하 으며,

2003년부터 양성평등목표제로 전환하 다. 또한

1989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각종위원회

의여성참여목표율을2000년까지15%로의결한바

있으며, 최근 목표율을 수정하여 2000년 25%,

2001년 28%, 2002년 30%를목표로하여각부처

에서 이미 달성하 으며, 현재는 2007년까지 40%

를목표로하고있다. 

<참고자료 '적극적 조치의 현실과 법리' (김선욱 이

화여대법과대학)>

이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전세계적공감대속에여성의저대

표성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여성할당

제’가국내를포함해전세계적으로실시되고있다.

여성할당제는 ·젠더 쿼터 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정치·경제·교육·고용

등각부문에서채용이나승진시일정한비율을여

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적극적조치(Affirmative action)의일환이자

공동체의지속적발전을위한정책이다.

아태국가중여성지위관련1위인태국의경우정부

가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노력에성과를얻은이

후 경제가 연 6%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은 여성

의 사회진출이 공동체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

다는것을보여주는좋은예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1세

기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

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

다. 치과계의발전과성숙

은치협의바램일뿐아니

라 2만여 모든 치협 회원과 국민의 일반적 바람과

일치할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치협에 당연직 여성 부회장직

의신설을제안한다. 우리사회대부분의분야와마

찬가지로 치협에 현존하는 양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

이필요하다고보기때문이다.

만약치협의모든조직이특정지역이나학교출신

들로만구성되어있다면누구나부자연스럽다고생

각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그것은 치협의 대표성

을 떨어뜨리고 치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

용할것이기때문이다.

여성에대해서도다르지않다. 물론당연직여성부

회장은 그 과정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우리

는앞으로도끊임없이노력해야할것이다. 언젠가 '

여성할당제'가 그 한시적 임무를 완수하고 저절로

사라지는평등한사회를꿈꾸며 을마친다.W

치과계의 발전과
양성평등에 관하여

4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 
‘여성할당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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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획 치협내당연직여성부회장의필요성

이렇게협회에서여러모로인력의활용을위해정관이개정을거듭할때우리는잠자

코우리말을해줄대변자도찾지못한상태 고혹자는아무한일도없이무슨당연

직부회장을운운하느냐는핀잔도받았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4500여명의 회원 입장을 대변하는 단일 공통점의 모임으로

는가장큰모임라고도할수있다.

여자치과의사는남자개원의들과다른입장과환경에서일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남자들은군복무기간을적절한수련기간으로쓸수있지만여치의는결혼과출산으

로노동의변경이심하고, 설사 10달만삭이되도록일하더라도법정한달의출산휴

가도마음대로쉴수도없는입장이다. 왜개업의는월급쟁이가아니고내병원을남

의손에오래맡겨수없는상황들이벌어지니까, 쉬더라도정신적회의와갈등이사

뭇심각하다. 그후아이들커가며육아와교육을담당해야하는한국적풍토에서아

이에게제대로교육을돌보지못한다는죄책감또한항상가슴에품고살아야하는숙

제인것이다. 

개업의현실은날로생존경쟁이치열해지고부부치과가아닌다음에는솔로개업하

고있는여자치과의사는항상정보에뒤떨어지고혼자도태되는것같은불안감마저

가슴에안고일한다.

내자신은다른동료들이상학교다닐때뛰어난성적으로누구보다열심히살았다

고자부해도세월이지남에남여동료사이에도많은격차가벌어진다. 우리사회는

서로다른차이를인정하고함께어깨동무하고가는그런동료들의단체가되어야한

다. 이러한여러여자치과의사개개인의문제점을같이해결해야할대한여자치과의

사회에서는 치협의 당연직부회장을맡게되면여러가지다른남자동료들이할수

없었던 일을 쉽게 여성의 눈높이

에서 풀어 감으로 여성치과의는

물론 남자동료들에게 득이 되는

일도많다.

우리나라는 여성부라는 것이 존

재하여 여성의 차별적 대우나 위

치의향상을위해법제화하고양성평등의기본법을지향하고사회전반에일어나고

있는차별적부조리개선을하고있다. 여성부운운이우리가치협에서부당한처우

와대우를받는다는이야기가아니고양성평등의기본권을운운하지않더라도우리

치과의사협회는여성인력의탁월한안목이치협발전에일조를할수있음을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는 문제에 부딪칠

때우리스스로어려운짐을짊어지더라도부회장정도의위치에서많은여성회원들

의능력을끌어들일수있는사업과일을도출함이마땅하다고생각되어우리들은

당연직부회장을치협의정관개정을통해서라도이루어보고자한다. 그냥보기좋은

감투가아니라치과의사전체에보탬이되고우리의위상을높이며여자치과의사입

장을누구보다잘아는우리들이여성능력을밖으로나타낼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

자함이다.W

치과의사협회에
당연직 부회장을요구하는
우리의마음

최말봉
대한여자치과의사회명예회장

세상이조화롭게돌아가는데는몇가지기본이있겠다.

쾌적한온도와그로인한식물이적당히자라고광선과습도또신선한공

기가필요하다.

그런적절한환경속에서인간의존재가빠져버리면아마도의미가없을

것이다. 하느님도천지창조후인간을만든다음심히보기좋았다한다.

또그런인간을남자여자를구분하여달리만든것은그들이적절히역할

을분담하여세상을아름답고지혜롭게살아가라고남여를달리만들었다

고생각하는일은이제누구나생각할수있는상식이되었다.

문명이발달하면서남여의역할분담의의미가많이퇴색한면도없지않

다. 옛날같으면여자가한다는것이심히부당하게혹은감히할수없다

고생각한직종에도요사이는남여공히진입하여제역할들을잘해내고

있다.

치과도그런종류의직업군의하나가아닐까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의치과의사중여성의비율이이제는25%를육박하여30%를바

라보는시점에와있다. 요사이는성비율이치과대학의절반이여자인것

을감안하면조만간30%의숫자도훨씬뛰어넘을전망이다.

그런 여자치과의사를 대변하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손을 놓고 다른

남자동료들선배,후배들이만들어주는주장만으로우리의욕구를잠재워

둘수는없는단계에이르 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정관에의하면 1명의회장과 6명의부회장과 17명의

이사가 우리 치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그 6명의 부회장중에서

지부를 대표하는 2명의 부회장과 분과를 대표하는 치의학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결정된다. 치의학학회장은당연직부회장으로학술이사의추

천권까지갖는다. 이것이가장최근에개정된2002년4월 27일변경삽입

된문안이다.

“ ”
여성 인력의 탁월한 안목이 치협 발전에 일조를

할수 있음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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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지부장 명단 |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  김 성옥

부산시 치과의사회 회장 |  신 성호

대구시 치과의사회 회장 |  조 무현

인천시 치과의사회 회장 |  이 근세

광주시 치과의사회 회장 |  김 낙현

대전시 치과의사회 회장 |  기 태석

울산시 치과의사회 회장 |  이 동욱

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장 |  김 성일

강원도 치과의사회 회장 |  고 헌주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  민 병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  최 우창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  김 종환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  박 해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  신 두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  노 홍섭

제주도 치과의사회 회장 |  부 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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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획 치협내당연직여성부회장의필요성

전문직여자치과의사의사회적현주소는어디일까? 

치과계신문및잡지에서여성전성시대가되었는데여

자치과의사들이전문가로서사회적역할을기대한만큼

못해주고있다고지적한적이있다. 아마도국회의원비

례대표를 위해서 각 정당이 여성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입하 는데도 불구하고 거론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없었던상황을안타깝게생각하여걱정한것으로이해하

고 있다. 그 신문에서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기계발에

무관심하며 인식이나 사고가 시대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하 다. 

그러한기사를접할때느끼는점이있다. 사회변화속도

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여성 리더십을 요구하

는 시기가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고는 우리 여성조차 몰

랐다. 치과의사라는전문가로서담당하여야하는사회적

역할에대한책임의식을스스로충분히가지지못했다는

반성을우선하게된다.  

다른한편, 현재우리치과계에서여성치과의사들이답

답하게 느끼고 있는 남성 중심적 운 이야말로 넘기 어

려운벽으로다가오고있다. 우리의치협운 을생각해

보자. 전국의여자치과의사의수가 4500명이넘어가나

치과의사협회에서대표성은미미하다. 협회운 을책임

지고있는대의원에여성치과의사가몇명이나참가하고

있는가. 구 이사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서울치

과의사협회대의원의경우, 여성대의원은소수에불과

하며그것도작년에비해두배로늘어난것이다.  

자기가속해있는전문가집단에서대의원과같이회원을

대표하여활동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훨씬더큰책임

이 부과되는 사회적 리더의 자리에 자신있게 이름을 내

놓을 수 있는 여자 치과의사는 과연 몇 명일까? 갑자기

치협의감투에욕심이나서가아니다. 협회의운 에대

의원으로보다많이참여하여야여자치과의사들이핵심

치과업무에서배제되지않고, 정보를얻을수있는네트

워킹에서소외되지않기때문이다. 

개인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 나더라도 하루 아침에 리더

가되는사람은없다. 준비가필요하며수련기간에해당

되는 사회적 학습기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협회의

운 이 남성 중심으로 운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남녀수평적질서를전제로하여많은장점을지닌여성

회원들을 찾아서라도 등용하여 제도적으로 참여의 기회

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성숙한 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여성 당연직 대의

원 수확대, 협회 임원직에대한 여성할당등을시행하

여야한다. 협회운 의실질적인남녀평등을위해서제

도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여성 치과의사들도

조만간 더 큰 물인 국회에서 치과의사 전체회원들의 입

장을대변하게될것이다.W

여자치과의사의리더십을위하여

김은숙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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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학술Ⅱ _임프란트

치과바깥의세상에선전세계지구곳곳에서동시에실

시간정보를공유하는와이브로세상이우리앞에모습

을드러내기시작하 다. 마찬가지로치과특히임프란

트시술도시간의단축이큰의미를가지며다가오고있

다. 즉 즉시 식립 임프란트에 대한 관심과 시술은 벌써

10여년이상의경험을가지고이제는그성공률이일반

적으로 식립한 임프란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많은논문들이보고하고있다. 최근많은관심을받

고 있는 발치 후 즉시 임프란트에 관한 최근의 견해에

대해정리해보고자한다.

1. 발치후식립시기에따른분류

A. 즉시식립(immediate placement)
1988년Barzilay와 1989년Lazzara등에의해최

초로 보고된 후 발치를 하고 동시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경우를말하며때에따라골이식재나차

단막등을함께사용할수도있다. 발치후치조

골의 흡수를 막을 수 있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근단 하방에

약 3-5mm의 치조골이 존재하여 일차적인 임프

란트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치와주변에염증이존재하거나치

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는 지연 즉시 혹은 지연

식립술을고려하는것이좋다.

B. 지연즉시식립
(delayed immediate placement)

1993년 Tarnow와 Fletcher에 의해제안된방법

으로치아를발치하고발치와가치유되도록약 8

주에서 10주정도를기다려연조직의폐쇄가일어

난뒤임프란트를식립하는방법을말하며, 이방

법은연조직이폐쇄되어있으므로심미적인임프

란트수복에유리하고, 발치와의골양조직형성과

주변 연조직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프란트에 비해 많은

양의연조직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이방

법의단점은골조직의흡수가비교적짧은기간이

지만일어날수있다는점이다. 

C. 지연식립(delayed placement)
1985년Branemark교수에의해제안된통상적인

임프란트시술방법으로치아를상실한후최소한

3개월이상의시간이지난뒤임프란트를식립하

는방법으로시간이경과되면될수록치조골의흡

수가 많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임프란트의 초

기고정이어렵거나골유도재생술과동시에임프

란트를식립하기어려운경우에발치후골유도재

생술을 시행하고 약 6-9개월 사이에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심미적인

결과를안정적으로얻기위해서많이사용되는방

법이다. 

2. 발치후즉시식립임프란트의성공률

Devarah와 Gabriel은 결손이 전혀 없는 발치와

에서즉시임프란트식립은93.9~100%의성공률

을보인다고발표하 으며, 임프란트상방은가능

한 치조정에 가깝게 위치(0-3mm)해야 하며, 임

프란트 식립 시 발생되는 공간에는 골이식을 할

필요가 없고 일차 연조직 봉합을 추천하 다.

Gelb등도 통상적인 방법의 임프란트와 발치 후

즉시식립임프란트의성공률에큰차이가없다고

보고하 다. Gomez-Roman은 1990년 8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6년 동안 발치 후 즉시 임프란

트에대한평가를시행하 다. 104명의환자에서

총 124개의 임프란트가 식립되었으며 보철물의

평균장착기간은 2.6년이었다. 생존율은약 97%

를 나타내었고, 보철적 합병증은 임프란트 주위

발치후즉시식립임프란트에관한최신지견

김정혜
삼성의료원치주과

“ ”
발치 후 즉시 식립술은 골량이 적절한 임상증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조직 혹은 경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식립술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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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1%, 나사풀림이8%를차지하 다고보고

하 다. Babbush는 1988년부터 2000년 초까지

494개의 임프란트를 발치 후 즉시 식립하고 약

95.4%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다.

1999년 Grunder도 3년간의 즉시 임프란트 증례

들을 관찰한 결과 상악의 경우는 92.4%, 하악의

경우는 94.7%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Rosenquist와 Grenthe등은 치주질환으로 상실

된치아에대하여즉시식립임프란트를시행하고

93.6%의성공률을나타내었다. 이상과같이즉시

식립 임프란트의 성공률은 약 93%에서 100%정

도로보고되고있다. 

3. 발치후즉시식립임프란트시술의
문제점및고찰

발치후즉시임프란트의경우발치와와임프란트

주변 간극에 골이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

아있는상태이다. 주변간극이 3mm이상되면골

이식과 함께 차단막의 사용을 추천하고, 주변 골

간극이그이하인경우에는골이식을시행하지않

고발치창에서의자연치유능력으로성공적인골

유착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이에

대한randomized controlled study가아직이루

어지지않은상태이다.

가장어려운문제중의하나는심미적결과를안정

적으로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잇몸의

두께가 얇고 협측 골판의 두께도 얇은 경우 장기

적인치은퇴축이일어나기쉬우므로발치후즉시

식립임프란트의경우연조직처치에세심한주의

와 함께 적절한 증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치부에서는 발치 시 결손량이 전

치부에 비해 많고 초기 고정을 얻기 어려운 경우

가많으며연조직피개가단근치에비해어려우므

로 적절한 임프란트 식립 방법과 연조직 처치가

성공률에중요한 향을미칠수있다. 특히상악

구치부의경우골질이불량한경우가많으므로신

중한치료계획과수술방법의고려가필요할것으

로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프란트는 통상

적인임프란트식립과마찬가지로유사한성공률

과좋은예후를갖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따라

서정확한적응증과금기증을인식하고시술한다

면치료기간을단축하고발치로인한치조골의흡

수를최소화하며안정적인치료결과를얻을수있

다고하겠다. 그러나발치후즉시식립술은골량

이적절한임상증례에서선택적으로사용되는것

이 바람직하며, 연조직 혹은 경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 식립술이 추천된다. 또한 발

치후직시식립술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을

외과적처치로극복해야하므로충분한외과적수

기의숙지가필요하다.W

W학술Ⅲ _ 장애인의 치과 진료

집중호우로많은재산인명피해가발생하더니연이은무더위가

낮밤을 가리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 더위에 몇 mm를 다투는

art of science의수행자(?) 역할만으로도녹록찮은데, 최근의의

료환경의급격한변화는의료의본질에대한물음도접은체우

리들을 무한경쟁의 시대로 내몰고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아내

와 어머니로서의 책임까지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자 치과의사

라면 말 그대로 well-being을 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

다는생각이듭니다.

일반적으로장애인의경우, 특수교육이나재활치료에이미많은

비용이들기에치과진료에대해보호자나본인그리고의료인들조

차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소아치

과학회저널인pediatric dentistry에는이에대한흥미로운논문

이 실렸습니다. 전신마취하 치과 진료를 받은 장애아동(children

with special care needs)과보호자에게치료전과치료후follow

up시의설문조사를한보스턴아동병원의연구진들은, 치과진료

가 단순히 구강내 증상만을 경감시킨 것이 아니라 daily life

problem(difficulty in eating and sleeping)과 eating과

nutrition에 대한보호자의걱정을경감시켜삶의질을높여주었

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치과 진료를통해장애인의 well being

을가능케할수있다는것입니다.

장애인의QOL(quality of life)을위한
치과진료

심수현
서울시립아동병원치과과장

생각을읽으면사람이보인다

행복한삶을위한77가지생각
지은이 | 시- 정두리, 그림-정말지

이 시화집은 찰코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해맑고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하고, 사뭇 오늘을 사는 우리들
마음의현주소를생각하게한다.    
이 시화집을통해우리들은이세상어디서나햇살은따사롭고,
피어나는꽃과별빛은가슴을열게하고, 또사랑으로충분히아
름다워질수있음을모두가느낄것이다.

지은이 | 노희석

이 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77가지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는 생
각, 성공에이르는생각, 행복에이르는생각으로나누어구성하
다. 행복한삶을위해서는어떤생각을해야하는지, 어떤생각

을키워나가야하는지, 생각이그사람의인생에얼마나큰 향
을미치는지에대해시인특유의감성적인언어로뜻깊은메시지
를전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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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장애인의

QOL(quality of life)를위한치과진료일까요?

첫째는의식하진정요법이나전신마취
가필요한경우를선별해야합니다. 대
개의 경우 장애인의 진료는 일반인의 진료와 전

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우

tell-show-do 및 systemic desensitization등

의 행동변용법(behavior modification)으로 치

과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폐나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경우 communication을 통한 협조

를이끌어 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릴 적에

치료를 잘 받았던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되면서체구가커져협조가안될경우는무리한

physical restriction을시도하기보다전신마취

를적극고려하는것이환자의삶의질과더불어

치과의사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필한석봉도불을끄고는 씨를쓸수있었겠

지만달리는말위에서는 을써야했다면성공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중증의 장애나

뇌성마비와 같이 불수의적 움직임이 많은 경우

보호자가 physical restriction만을 고집한다해

도의식하진정법이나전신마취의안정성을설명

해주시고 권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근래에는성동구에서울시립장애인치과

병원이운 되고있고, 제가근무하는서울시립

아동병원도 2008년 3월 장애인 치과 진료 센타

개소를 목표로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올 해에는 이대 목동 병원에서 보호 1,2종

에한해전신마취하치과진료를지원해주고있으

니환자중해당사항이있으신분들은활용해보

시는것도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약 시간에 있어서의 배
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후 시간에는 구토

반사가 일어나기 쉽고 또 약물을 경구투여하는

경우는 효율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약을 피하

시고 대개 오전이나 오후 늦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증의경우이른아침이좋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

오전에는약물의morning drip현상이나타나므

로오후로잡아주시는것이좋습니다.

다음은진료자세의컨트롤입니다. 기본

적으로 치과 진료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개

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구기를 사용하는 경

우 전치부에서 물리게 되면 환자의 갑작스런 움

직임에 치아 파절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

니 구치부에 삽입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러버댐

사용은 기본적으로 추천되지만 과민반응이나 호

흡장애등으로인해러버댐을하기어려운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가 협조적이라 해도 뇌성마

비환자의경우불수의적반사를가지고있어치

과 진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수의 운동을 미리

알고조절하는것이필요합니다.

대표적인반사로는뇌성마비아동의잇솔질을힘

들게 하는 교반사(치아에 칫솔이나 기구의 자극

이가해지면반사적으로강하게깨무는상태),경

악반사(안정시에,돌연 빛이나 소리,접촉 자극을

가하면 전신이 긴장됨)등이 있으며 환자가 고개

를뒤로젖혔을때혀가튀어나오는반사도있습

니다. 사적으로강하게깨무는상태를취한다.

이러한 불수의 운동을 조절하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은 환자의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시켜서 허

리를 안정시키고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 머리도

전방으로숙여주는보바스의반사억제자세가추

천되고 있으나 중증 장애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

려워 처음에 말 드린 경구투약이나 전신마취를

고려해야하겠습니다.

근래들어 local에서의 내원 장애인 진료나 봉사

단체를 통한 치과 진료를 펼치시는 선생님들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진료에

관심을 갖고 이 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이시라

면장애인의치과치료전장애유형별장애인기

왕력 기록과 주치의와의 대화를 통해 미리 장애

명과 이에 따른 치과적 특성 및 접근법,

medication등을파악하고치료를시작하여야한

다는 말 은더 드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좀

더자세한장애의유형별특징소견과치과적특

성을 궁금해하신다면 작년 서울 특별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배포된‘장

애인치과진료가이드북’(재고문의: 스마일재단

http://www.smilefund.org/)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오랜만에(?) 대한 여자 치과

의사 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초기 화면에 동 상이 돌아가길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스피커도 틀고 자세히 보니 회의

장인듯한 곳에서 대한 여자 치과의사 협회 임

원들 소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타 다른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았던 딱딱한 증명사진

나열식에 비해 더 친근하고 신선한 첫인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향후 김경선 회장님

이하 대여치의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생기더

군요. 대한 여자 치과의사회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올 해가 대여치 도약의

원년이 되길 회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바

랍니다. 남은 여름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W

“
”

전신마취하치과진료를받은장애아동(children with special care needs)

과 보호자에게 치료 전과 치료후 follow up시의 설문조사를 한 보스턴 아동병원의 연구진들

은, 치과 진료가 단순히 구강내 증상만을 경감시킨 것이 아니라 daily life

problem(difficulty in eating and sleeping)과 eating과 nutrition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을경감시켜삶의질을높여주었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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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은폭염으로인해날씨가무척이나무덥다고한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상변화때문인것같다. 10년이면강산도변한다고했던

가?

생각해보니독일을떠나온지어느덧10년이란시간이흘 다.

내가독일에서공부했었던당시에는여름의기온이높지도않았고더군다나

폭염은저멀리스페인에서나가능한날씨 는데...

우중충하고칙칙하고습한, 전형적인독일날씨로인해항상아침일찍일어나

기도힘들었다. 일어나서제일처음하는것은따뜻한커피마시기 다.

괴팅엔이란곳에서나의치과대학생활은시작되었었다.
괴팅엔은일반인들이잘알고있는프랑크푸르트와요번2006년도월드컵경

기가있었던하노버란도시사이에있는조그만대학도시이다. 하노버에서남

쪽으로고속철도를타고한시간정도걸리는곳이다. 내가공부했었던당시

에는인구가 13만정도 는데도시전체인구의삼분의일이대학에종사하거

나관계있는사람들이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 괴팅엔은조그맣지만아늑

한대학인들의도시 다.

처음도착했던날이기억난다.  비가부슬부슬내리고있었고건물은비에젖

어서회색빛으로육중하고도우울한분위기를연출했다. 낯선곳에서앞으로

6년의긴시간을보내야한다고생각하니편하지만은않았지만새로운곳에서

새롭게시작하는공부에대한기대감으로한편으론약간의흥분상태 다.

인상깊었던것은시내건물의높이가다낮다는것, 그리고제일높은회색빛

의건물들은도시외곽지역에위치한학교기숙사들이었다는것이다.  

괴팅엔시내구석구석에는 대학에속한학과의부속건물이산재해

있어서원하는과목을듣기위해선대부분의학생들이자전거를타고이동해

야만했다. 예를들어서오전 8시에도시의한쪽끝에있는생물학과에서생

물학을듣고다시화학과목을들으려면화학관이있는북쪽의화학학과건물

로이동해야하는것이었다.

물론손으로돌려서자동차유리창을올려야하는아주낡은자동차를갖고있

는학생들도있었지만거의대부분은자전거로이동했다. 도시를가로질러시

간에맞추어서모두함께다음강의실로이동해가는기분은정말신나고도재

미난경험이었었다.

물론여름엔그렇게달갑지만은않았지만....

학기가지나가면지나갈수록대부분의시간을병원에서보내기때문에이리

저리다니면서공부하는것은대부분 1학기와2학기에해당했다. 초년생일때

는도시와학교를배우는시기 다. 

독일에서 치과대학은 단계별로 중요한 시험을 세 번 치루게
되어있는데,  1학기와 2학기를마치고기초과학에해당하는과목과치과

대학에서실기배운것을시험보는것이제1단계이고제2단계에는클리닉에

서환자를치료할수있는자격이주어지는시험을치룬다. 즉이시험을통과

하게되면클리닉에서보존과를시작으로과를돌면서한학기씩공부하면서

환자를진료하게되는것이다. 제 3단계시험은물론국가고시이며합격하면

치과의사로서자격이주어지는것이다. 만약도시를바꿔서공부하고싶다면

일단계시험이끝난뒤에원하고자하는대학에공고를내고혹시대학을바

꾸고자하는학생이있으면바꿀수있다.

만약어떤이유에서하이델베르크에서공부하고싶다면해당학교에가서게

시판에교환의사를표시하는공고를내고자신의자리와맞바꾸면되는것이

다. 왜냐면학교마다학생의수가정해져있으므로자신의자리를내놓고일

대일로바꾸기전에는학교를바꾸기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그리고다시 2

단계시험이끝나면그때도바꿀수있는마지막기회가주어진다. 

독일에서는 10학기의학기과정을마치면 11학기째에해당
하는학기에는국가고시를치룬다. 국가고시가필기로하루에끝나

는것이아니라10학기가끝나자마자첫방학에해당하는2개월정도동안치

과대학의과별로실기및구술고사를치루게된다. 치과대학의시험을학과별

로모두통과하면그다음엔그동안의대생들과함께배웠던과목의학과를찾

아가서구술시험을나머지 3-4 개월동안나누어서시험을보게된다. 이런

연유로국가고시가끝나는날은치과대학의과목은동시에끝나지만다른학

과일정은다같을수는없어서시험이끝나는날이제각기틀릴수밖에없다.

그러므로샴페인터트리는날도제각각이었다.

물론모든것엔장점과단점이있지만장점으로는시험기간이한학기에걸쳐

서있으므로그동안충분히공부하지못했던것을다시시간을투자해서공부

할수있다는것이고단점으로는4명이한조가되어서각과의교수를찾아가

는것이므로만약해당교수의질문에대한답을미리준비하지못한경우에는

난감한경우를당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 하지만한국처럼족보비슷하게

해당교수님의질문이적혀있는용지가있으므로제대로사전에정보를입수

하고준비해서가면도움이많이된다. 

W나의 유학생활 _독일

윤 희
윤 희독일치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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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공부하면서제일난감했던것은역시언어문제
다.  전문용어가많이 나오는 것은 각오했던 것이었지만강의실에 들어

가면어차피처음에는다같이모르는상태에서배우는것이므로똑같이백지

상태이지만강의실에서전달해주는지식자체에대한낱말을모르는나같은

외국인 처지에서는 이중으로 힘들었었다. 독일친구들은 설명을 듣고 새로운

분야에대해이해를곧바로하지만나는설명해주는단어자체를이따금이해

를못했으므로때론좌절모드를격기도했었다. 처음에는이해하기전에무조

건외웠던것같다. 한국인특유의은근과끈기로버티고오기로버티고자신

이무었을원하는지확실히알았기에나의정체성을위해서공부했었다. 학

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요령도 생겼고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공부하면서제일부러웠던것은그들의풍부한실습지원이었다. 실습에관한

한모든것을거의무상으로풍부하게사용할수있었다. 치과대학의실습재

료도그렇지만다른여타학과의실습에서도마찬가지 다. 특히괴팅엔은화

학과가유명했는데화학강의들으면서실습할때에도학생들을위한그들의

설비및재료준비에많이놀랐던기억이있다. 이래서독일이기초과학이튼

튼할수있으며강국으로지속적으로남아있을수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

따로 실습비가 있지도 않았고 복도에는 항상 물품이 충분하게 있었다. 물론

풍부하게있다하더라도학생들은재료를마구낭비하지는않았다. 필요한만

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혹 모자라면 싸인하고 가져오면 되는 것이었

다. 10년이지났지만아마도이점은아직도변하지않았을것같다. 독일의치

과대학은국립이므로모든경비는국고에서지원되는것이었다. 

독일에서돌아온지10년이란세월이지났지만항상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공부했던 조그만 대학도시, 괴팅엔이
자리 잡고 있고 그곳에서 만났던 나의 친구들이 자리잡
고있다. 

독일유학생활에서빼먹을수없는한가지가또있다. 독일에서공부할수있

도록 나를 믿고 보내주시고,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신

부모님에대한감사의마음이다.W

어느새일년의반이지났다.
지구를열광하게했던world cup도막을내리고아쉽게도우리의 16강진출

의꿈도다음으로미뤄졌다. 하지만Brasil이고향이나마찬가지인나에겐아

쉬움이 2배로 다가왔다. 물론 연속 2번 우승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만... 이쯤이면이건또무슨말이냐고묻는사람이있을것이다. 왠Brasil?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지금부터 43년 전인 1964년에 학교라는 곳을 들어갈

준비를할나이에부모님들을따라 Brasil로 이민을갔다. 그 당시항공편도

없어서배타고50일간긴여행끝에Brasil-Vitoria라는데도착을했다. 그리

고얼마후Sang Paulo로이동하여우리가족의이민생활은시작되었다. 일

차이민이기에한국사람은우리와함께같이가신분들뿐이었다.

처음학교라는곳을가보니말이전혀통하지않았다. 무슨말들을하는지, 한

동안잠만자며왔다갔다만했다. 그러길몇달... 이제는 과말이낯설지않

고익숙해지려고하니... 또웬날벼락? 아버지께서한국사람은한 을알아

야한다고한 을배우기시작했다. 으악! 내가이것을왜배워야하나? 쓰지

도못하는것을... 하지만사람은운명이란게있나보다. 만약그때
내가한 을공부하지않았으면지금여기에없었을것이다. 
그러면서세월은지나고초,중,고등학교를마치고대학에가게되었다. 대학

에가면서처음으로부모님과충돌이있었는데, 당연히부모님승리했다. 외

교관이되고싶었던나와달리부모님생각은대학은의대, 법대, 공대단세

과 뿐이었다. 의대를 가라는 부모님을 겨우 설득하여 치대에 입학하게 되었

다. 의대다니는친구들을보면서나는의대에안가기로결심했기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시절 5년은 정말 바쁘게 보낸던 것 같다. 학교 다니면서

주말은틈틈이아르바이트로용돈도벌고, 지금생각해보니동양인이라서특

혜도많이받았던것같다. 다른나라와달리인종차별이없는브라질이기에

오히려동양인이라더믿어주고하니기회도더많이생겼다. 대학입시때는

우리를좀미워했지만... 왜냐면우리가공부를더잘해서 브라질사람이좋

은대학에갈기회를빼앗겼다는이유에서다. 

국립대는 경쟁이 무척 심하고 게다가 학비도 없이 무료
다. 그나라가한때잘살던시절에남은흔적이라할까. 대학 다니면서

환자도많이진료하고해서개원불안감도줄일수있었다.완전히무료진료

다보니항상환자는대기중이었다. 그때는너무나힘들다고생각한게지금

은미안스럽기도하다. 얼마나고마운일인데그당시엔철이없었다. 그리고

어느새졸업... 너무나도기다렸던졸업이었다. 학교에남을생각은없냐는교

수님들말 을(그것도특혜..보철과교수님들대부분일본2세분들이셨다) 뿌

리치고학교가지겹다고교수님들, 친구들과이별을아쉬워하면서사회에첫

발을딛고나온지가벌써그만해야할만큼오래됐다. 이제는그곳에서의

산시간보다여기에서산시간이더길어져가고있다. 하지만때로는아직도

내가어디에속한사람인지혼란스러울때가많다. 친구, 동기들은다그곳에

두고....어쩌면 원한그리움으로남을것같다.

남은여름잘견디고워크샵에서건강한모습으로뵙기를...!W

W나의 유학생활 _브라질

지구의반대쪽
브라질에서보낸

시간들

이은숙
어린엔젤치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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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학교주변의아파트와기숙사에서흰가운또는scrub을입고아침일찍

활기차게 등교하는 학생들 틈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8시 수업에 맞추어 가느라 챙기지 못한 아침을 street vendor에서

bagel과 coffee로 대신하고, 수업이나환자치료가조금일찍끝날때, 한국

친구들과George Washington Bridge를건너인접한뉴저지까지가서한국

음식을먹고오던일과, 그때먹던육개장이며된장찌개맛을지금도잊을수

없다. 시험때면도서관에서밤을세워가며열심히공부했었고, Pathology나

infectious disease와같은과목들은의대친구들과같이수업을듣는바람에

참으로방대한양을공부하면서불평도많이했었다. 그러나, 지나고보니이

러한과목들이도움이많이되고있는듯하다. 밤늦게까지 lab에서wax-up,

casting, denture teeth set-up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친구가

“이런거개업하면기공소가다하는일이야”하면서사기를꺽던일과, 아말감

1개 하면서 병력문진이며 chisel,hoe로 와동형성을 마무리해가며 예쁜

groove까지만들고지도교수한테검사받기까지 2시간이상환자를괴롭(?)혔

던일들이생각이난다. 처음 rubber인상뜰때 tube한통을다쓰다시피하면

서margin이잘나올때까지다시하던일등을떠올리니그당시일에대해

열정적이었던초심이지금내게얼마나남아있는지나를돌아보게한다. 

그때도 느낀 바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많은나라이다. 치과대학에서진료할때는환자1명을위해사용하는1

회용품의종류와양이많았고, 그것을설치하고또진료후치우는데많은시

간이소요되었다. 그곳에서는이렇게진료하는것이너무나자연스럽게인식

되고치료비또한그에맞게적정하게책정되어있었다. 그때문에배워야하

는학생입장에서는비싼등록금을낸것은아닌지모르겠다.(??) 아마도한국

현실에서는이렇게진료를한다는것은어떠한제도적변화없이는무리가아

닐까... 

요즘에는 9살짜리 딸과 4살짜리 아들이 장래희망이 치과의사라며 엄마

가쓰던물건들을서로물려받겠다며다투는모습을보며흐믓한마음이들면

서도, 과연이아이들이컸을때우리의의료환경이어떨까생각하면마냥즐

겁지만은않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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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돌아와한국에정착한지8년째, 새삼미국유학

시절을돌이켜보니정말로까마득한옛날일로느껴지는것은아마도그간내

게많은일과변화가있어서가아닌가싶다. 지금은두아이의엄마가되었고,

그리 크지 않은 병원의 원장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무척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다. 

뭐든지‘아무생각없이멋모르고할때가좋다’고어른들이그러셨던가, 돌

이켜보건대 내게있어서 결혼, 치대공부, 개업 이모든 것이 정말로 멋모르고

이루어진것같다. 지금은돌아가신친정아버지께서는‘여자는자고로한창

일때짝을맺어야한다’고늘세뇌(?)하셨고, 당신의직업인치과의사가최고

라고자부심이대단하셔서당신의자식이대를있기를바라셨으며, 또치대공

부를열심히했으면개업하는것이아무문제없다고생각하셨던분이셨다. 나

름대로탈선(?)을시도했지만, 결국이세가지가그야말로멋모를때정신없

이이루어져아버지의말을잘듣는착한(?) 딸이되어버렸다.

내가다녔던콜롬비아치과대학이있는미국의맨하탄은
미국을표현하는melting pot을 그대로느끼게하는곳
이다. 동서남북으로각각다른주거환경이공존하며, 다양한인종이다양한

문화를누리면서살아가고있고, 또‘미국이라는나라가과연어떻게움직일

수있을까?’에대한의문과경이가생기게하는곳이다. 콜럼비아대학의본

캠퍼스는뉴욕맨하탄어퍼웨스트 116가에위치하고있지만치대는 168가에

있는콜럼비아메디컬센터안에위치하고있다. 뉴욕맨하탄에는콜럼비아치

대와맨하탄남쪽에위치한NYU 치대가있다. 콜럼비아메디컬센터부근은

지금은많이나아졌지만뉴욕에서유명한빈민가인할렘, 워싱턴하이츠등이

자리잡고있다. 뉴욕에처음왔을때는도시가전체적으로잿빛이라는느낌을

받았다. 증권가인월스트리트, 중심비즈니스구역인미드타운과비교적부촌

거주지역인어퍼웨스트를제외하고는거의모든지역에거므스름한벽돌로지

어진60년~100년이상된 10층정도의건물들이자리잡고있었다. 특히지하

철역주변이나길옆은스트리트아트라고일컬어지는뜻을알수없는페인트

낙서가어지럽게되어있었다. 

해가저문저녁때도착해처음본학교주변은 참으로스산하고

겁나기까지했다. 앞으로이런데서어떻게공부와생활을할수있을까걱정

스러울정도 다. 하지만, 동이트고나서의학교주변은완전히다른모습이

맨하탄의추억

W나의 유학생활 _미국

김 경
뉴욕치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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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삶의 무지개

From Africa

올해는겨울추위가유난히일찍시작되는가싶더니앙상한

나무가지사이로휘몰아치는돌바람에어깨가저절로움추려드는오늘,

6월26일 아침 기온이 하3도로 내려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전히 4

개월째비는한방울도내리지않고요. 전형적인건기의날씨입니다.

제가아프리카이야기를이렇게시작하는것은한국에서남서쪽으로하루

를날아도착한이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가장먼저나를당황하게한

것이사자나코끼리혹은기아나질병이아니라시간과계절에관한나의

고정관념이었기때문입니다.

기실, 여태껏내가알고있던세상이전부가아닐뿐아니라거꾸로뒤집

혀질수도있다는기막힌현실에직면하기시작한것은찌는듯한더위를

피하려고 수 장에서 열린 1999년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답니다. 북

반구의 한 모퉁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 크리스마스를 맞던 나의 기억

속의크리스마스는연말이라는한시성의다급함, 또 다른새해를맞이해

야겠다는비장함등으로사랑하는가족과이웃에게줄선물을준비하면서

도찬바람이몰아치는거리에서옷깃을여기며부지런히종종걸음을치던

장면으로남아있었습니다. 곤고한인생들에게평화나안식을주러예수

님오신날에조차심신의여유라고는전혀없는그런분위기 지요.

그러나남반구끝의항구도시더반에서무더운여름날의한가운데떡버

티고있는크리스마스그전후한달간을‘쉬기및놀자’판으로만드는정

점이며, 1년을무리없이‘여유있게시간보내기’의분위기로이끌어가는

주체 답니다. 상향지향적미래에가치를두고모두가곤두박칠치듯앞

으로 달려나가는 분위기에 익숙해 있던 나에게 드디어 시간이 멈추어져

버린것입니다.

더욱이HIV+/AIDS 감염율이인구의1/3을가볍게넘어서는데도별대책

hfibughgwjr k/ruv nrQjtj3}

정현수
전서울여자치과의사회회장
남아프리카공화국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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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그장례식을노래로시작하여춤으로끝내는이네들을도무지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나피부색하나로요람에서무덤까지의모든생활방식이자신의의지와는아무상관없이결정되어버린상

태에서원수를위해죽도록허드레일만하며하루하루를살아가는이들에게희망이란거창한미래를약속하는

것이아니라눈앞에있는잠시의휴식과즐거움이며죽음또한다른형태의휴식이라는것을깨닫는데그리오랜

시간이걸리지는않았습니다.(참아프리카에서인구의1/3을앗아가는것이비단AIDS뿐만은아니었지요)

세계를먹여살리는막대한자원을다가지고있으면서도세계사람들에겐빈곤과질병의
대명사로알려진아프리카대륙! 강대국의자원약탈을정당화하기위해지혜롭고평화를사랑하며예

술에뛰어난감각과재능을지닌이네들이아둔하고미개하며동족간의전쟁을일삼는원시적인인간으로전락

당하는과정에서피로얼룩진그역사! 역사는강자의편에서씌어지고만들어져나간다는평범한하지만뼈아

픈진리앞에‘나’라는한인간이얼마나보잘것없는것인가를깨달으며기죽고시작한이곳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여덟번째의어깨시린오뉴월을맞고있습니다.

아프리카땅의지세가그러한지저또한저나름대로의그버거운세월을보내며이제야겨우세상살아가는이

치에눈을뜨는것같습니다. 인생은좁은길을전속력으로앞만보며달려갈수없다는것도, 고통이없는인

생이란앙꼬없는찐빵의맛이라는것도, 넘어진김에드러누워본세상과하늘이넓고또그모습이여러가지

이며저마다가슴이저미도록아름답다는것도, 이제야느낄수있으니까요.

아아! 그러나문득아득히먼곳에서어떤소리가들려오는것같습니다.

어린시절해가지도록돌아다니며놀던나를찾아부르는어머니의목소리같기도하고내고향남쪽바다의파

도소리같기도합니다. 보고싶은얼굴들이눈앞에떠오릅니다.

‘이제는돌아와거울앞에선누님’같은선배들에게어리광을부리고싶기도하고가정과Career를양손에쥐

고땀흘리는후배들에게시원한나무그늘이되고싶기도합니다. 

어서뵙고싶군요. W

편집자주 | 을부탁드린후멀리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가장먼저 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이오는길목인6월말이었습니다.

유러피안프리미엄가전,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세상에서가장조용한진공청소기, 울트라사일런서의소음을 1
dB 더낮춰,한단계더욱조용한뉴울트라사일런서진공청소기를출시한다고밝혔다. 뉴울트라사일런서진공청
소기는새로운디자인의필터그릴로소음을한단계더흡수함으로써기존울트라사일런서의소음보다작아
68dB(A)의세계최저소음을자랑한다. 아울러세련된컬러와디자인으로한층더고급스러워졌다.
한국소비자연맹미세먼지배출조사에서 100% 여과성능을자랑했던‘울트라사일런서’진공청소기는 H12 헤
파필터와 S-bag 롱퍼포먼스(Long Performance) 먼지봉투를장착하여뛰어난여과성능을자랑한다. 눈에보이
지않는미세먼지까지 99% 이상깨끗하게걸러주어알레르기나천식으로고생하는가족에게특히효과적이다.  

일렉트로룩스_세계최저소음청소기뉴울트라사일런서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한
경기도치과의사회부부와함께
(왼쪽에서첫번째가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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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
태광치과의원
전대한여자치과의사회총무

주며나의치료에신뢰를주고가족처럼여기는분들때문에이자리를지키고있는힘이되고있는지도모른

다. 그동안나의치과에오는환자들에게정성을다했고이렇다할문제없이꾸준히진료를해온지난세월에

감사할따름이다. 

그러던중어느정도치과가자리를잡을90년대초지금은은퇴하시고미국에계시는현기년선배님이대한

여자치과의사회(이하대여치회로줄임) 대의원의장으로계실때총회모임이있다는소식을듣고있던차당시

서정희전회장님의권유로空석이었던학술이사직을맡으며처음으로대여치회일을하며외부적인활동도하

게되었다. 그이후로 10여년이넘게회의일을했었는데내가있는동안에대여치회는격변의시기 는지치

과신문에선배님들의의견이상반되어계속실리고내부적으로는도약을하기위한막바지진통이있었던것

같았다. 가장기억에남는일은많은모임끝에총회가잘개최되어정상적으로업무가이루어지고완전한기

틀을마련하는계기가되었다는것이무엇보다감회가깊다. 사실우리여자치과의사들은자기주변에있는일

을감당하며살아가기도너무바쁘고벅찰때가많은데치과업무를하며대여치회같은외부적인일을병행한

다는것은시간적물질적희생없이는여간힘든일이아닌것을누구보다도잘안다. 회를이끌었던선배님들

은이제일선에서물러나계시면서도대여치회에대한애정과관심을여전히보여주시고지금은대여치회홈페

이지에들어가면새로운소식들과반가운얼굴들을항상접할수있어서좋은것같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올해로창립35주년을맞이했다고한다. 회원의한사람으로서축하드리며여자치과의사

로서지나온나의삶과함께한대여치회가더성숙해진모습으로거듭나기를기대해본다. 앞으로개인적으로

는건강하게치과진료를할수있을때까지봉사하는마음으로이자리를지키고싶고성인으로서한참일할나

이가된대여치회는더많은회원의참여와관심을유도하여치과계는물론외부적으로도인정받는단체가돼야

겠다고생각해본다. 내가속해있는중랑구는일정한날을정해점심모임을갖고그간의지내온얘기며치과계

정보와여자치과의사들의소식들을공유하고회원간에화합의시간을갖고있다. 이러한구회모임의활
성화로대여치회가더욱커질수있는빠른지름길인것같아의견을제시해본다. 

지난일을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우리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앞날을잠시생각해보는계기가되어

대선배님들도계시지만잠시개인적인생각을피력해보았다. 선배님들이일구어놓은텃밭에우리세대에는

꽃을피워앞으로의후배들에게는풍성한열매를맺을수있도록힘써야겠다는바램으로 을맺는다. W

W삶의 무지개

지금도모든부모가그렇지만그당시자녀교육에철저하신교장선생님이셨

던친정아버지의바램으로집안의장녀인나는초등학교때부터2년먼저학

교를들어가의과공부에대비하는교육을받았고여고에진학하여서는외국

인수녀님들이가르치는 어교육을받으며고등학교시절을보냈으며대학

교를선택할때에는그당시만해도여학생으로는선구적이며외국에서는아

주손꼽히는학과인치과를가게되었다. 나는항상반에서나이가어린꼬마

로통해왔지만학창시절을대학교까지순조로이잘마칠수있었고그리하여

부모님의소원대로의젓하게치과의사로서개원을하여진료를시작했고이

제졸업한지30년째이며이자리에서27년째의세월이지나고있다. 얼마전

옆사무실이마침비게되어서확장을하 는데한자리에서오랜세월진료한

것에대한감회가새삼스럽게 려오며벌써세월이이렇게지나고있나하는

생각에지난날을돌이켜보게되었다.

이제자식에게열정적이셨던부모님은모두돌아가시고대를이은나의아이

들을키우며치과라는직업을선택하게해주신부모님께항상감사하며내인

생의앞길을잘이끌어나가고있다. 마마걸이라고말할지모르지만부모님

께순종하면모든것이다잘된다는것을잘알고있지않은가. 이상은나의

과거를 잠시 돌아본 얘기이고 여자치과의사로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온

얘기를해보고싶다.

치과대학 여학생이 드문 시절이어서 홍일점으로 졸업한 나는
개원 초기에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환자가“치과의사 선생님이 여자

분이시네”하며 의아해 하기도 했고 젊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조금은

불안해하는환자에게는일부러나이를들어보이게하려고금테안경을쓰

고진료를했던시절이있어지금생각해도웃음이절로난다. 그러던환자들

이이제손자손녀를데리고다시찾는치과가되었고이사를갔던환자들이

멀리서도찾아올때는반갑고다른곳으로이전하면안된다는충고(?)를해

고객을 위한
교보생명
FA[Financial Advisor]의

Service
고귀한당신과소중한가족을위해
재무설계를기본으로Total Life Care를
실현하는차별화된고품격서비스입니다.

Health Care Service
에버케어 맴버쉽 서비스
우수고객 종합건강검진서비스
건강정보매거진[One Hundred]발행

Culture Care Service
VIP고객대상 문화행사 초대
(골프대회, 세미나 등)
자녀 유학 상담, 재단설립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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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말, 아직쌀쌀한날씨의한국을떠나얼마전 1년간의연수를마치고떠나온로스앤젤레스를다시방

문하게되었다. 911 테러이후로엄격해진입국심사로잔뜩짜증난채 IADR 학회가열리는샌디에이고로갔다.

UCLA에서수행했던연구발표를위해대학동기인M 교수팀에묻어서동반여행을한터 다. 공항에내리자마

자우리일행은가장저렴하면서도학회장에가까워서얼씨구나하고예약했던호텔로직행했다. 그런데무늬만

호텔이구나싶었더니아니나다를까, 유스호스텔급의호텔로서예약도제대로되어있지않은것이었다. 결국학

회장에서30 분가량떨어진외곽으로나가야했는데, 호텔도마음에들뿐만아니라동반자들이김치등밑반찬

을많이준비해와서별준비없이다니는나로서는매우미안할지경이었다. 그동안주로참가했던보철학회나임

플란트학회에비해그학회는다양한전공의교수와연구자들이참여해색다른경험을할수있었다. 

그여행에서가장좋았던기억은비스코사의후원으로어느날저녁한국식당에서우리나라사람만의모임을가

진일이었다. 그자리에서여러기초치의학교수님들의대대적인환 을받은사람은바로여고와대학 1년후배

인K 교수 다. K는대학졸업후바로미국으로떠나이제는미국모치과대학의교수로재직하고있다. 우리는

놀기좋아하던예과시절연극반에서오종우선배가연출한연극을함께하기도했었다. 드라마센터에서공연을

했는데배역에몰두해열심히대사를치던모습이기억에생생한후배이다. 그러나 (소위강금실후보의동기인)

서울치대35회에는워낙뛰어난여학생들이많았던터라나는여러후배중하나인K를크게주목하지는않았었

다. 22년만에만난K는나이보다젊고우아했다. 이제임상을겸한생화학자로대학에서, 학회에서당당하게자

신의목소리를낼수있는그녀를보는것은그것만으로도즐거운일이었다. 

본과3학년때인가서울치대는APDSA를주최했었다. 그때초반에는 어회화를함께하면서준비에열심이었지

만, 나중에나는기껏환 만찬에나참여하는정도로주변파가된 데비해, K는매우열심히참여했고당시미국

에서초청강연자로온교정과교수부부의접대를맡아온정성을다했다. 결국그교수의인정을받아대학을졸

업하자마자미국대학원에진학했고, 그20년후이제는한학자로세계에우뚝서는멋진모습을보여준셈이다. 

그러나그렇게성장하는과정에서얼마나큰용기가필요했을까? 

우리는사는동안어떤길이최선인지모른채그저따라갈때가허다하다. 한때좋아보인다고해서끝까지좋은

길이아닐수있음에늘대비해야한다. 하지만항상자기가택한길에서최선을다할때자신의꿈을펼칠수있는

가능성이그만큼커지는것은하늘의이치라고생각한다. 

치과대학을졸업하고치과의사로서의길을함께걸으며, 다양한길목에서마주치는여자치과의사의모습은경이

롭기까지하다. 이제K교수에대한기억을떠올리면서, 동료여자치과의사들이생활이안겨주는어려움을극복하

고아무쪼록자신만의길을달려가는용기를갖기를고대해본다. W

조혜원
원광치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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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활을시작한2004년6월.

굳은의지와담대한목표를가지고개업을접고이길로들어선것은아니다.

치과의사로서개업을 10년을하고나니, 무력감도있고, 환자하고만만나는생활이지루하기도하던차, 그렇다고

딱히그만두지도못하고있던나에게이런기회가왔을뿐이다. 

그러나, 과천청사에서근무를하다보니, 남편하고는주말부부를해야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애들한테가정환경

은전보다불만도많아지고, 어른이나만있다보니, 애들 기대수준에맞추기도힘든생활이었다. 물론 애들이야

지금도전에생활이더좋다하고, 엄마가치과하면좋겠다고는말하지만, 지금은만족하며과천의생활을즐기며

지내고있다. 나또한공무원생활을하면서만족하게지내고 있다.

직장동료가주는안정감도좋고, 일에대한성취감도있어좋다. 어떤일이든나아니면안된다는식의사고는자

만이겠지만, 그래도전문가로서공무를수행하고있음에자랑스러움을느낀다.

내가가진자기중심적인사고가있어가끔은힘들때도있지만, 서로간의입장을조율하고그래도나은방향으로

일을만들어가는재미는남다른면이있다. 물론, 내뜻대로되지않는것이정책이고, 정책결정을하는위치도아

니지만, 남다른일을하고있다는만족감은높다.

난85학번, 전북대학교치과대학을나오고, 예방치과(구강보건학)전공으로석·박사를받았다.

치과의사로서개업을하고진료를하는만족감도크겠지만, 보건의료정책에참여하는기쁨또한남다르니, 관심

있는후배들은공무원생활도생각해봄직하다. 또한, 진료를계속하고싶다면, 공공의료를직접담당하는공공보

건의료기관(보건소등)치과의사로의진출도고려해볼수있다. 정규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형태로근무하

게된다. 

기왕이면치과대학을졸업하고바로들어올기회가있다면일찍자리를잡는것도공무원사회에정착하는데좋을

것이다.

치과의사의삶, 만만치않고녹녹치않은생활이다.

무슨일을하든따라다니는치과의사라는호칭은전문가로서나를대변하기도하고, 나를구속하기도한다.

내가원하는나의삶의위해우리의전문성이발휘되기를바란다. W

김주심
보건복지부보건사무관

W삶의 무지개 W삶의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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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에문화복지부이사로몸담은지어느덧1년3개월되었다.

멋모르고시작하여일에이끌려지금에까지올수있었던것은그간만날수있었던치과계를사랑하는선·후

배님덕분이다. 힘들었던것만큼이나내인생에서귀한보석과도같은분들이기에보람도있었다. 이지면을

통하여감사하다는말 을드리고싶다.

본인이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담당하고있는문화복지부활동에대하여간략하게소개
하고자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는회장님과 6명부회장님산하에 16개부서가있고, 이중의하나인문화복지부에는 4개

상임위원회와1개특별위원회가있다.

상임위원회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위원회, 구강보건

관련보건교사들의교육을위한위원회, 진료실환경개선사업을위한위원회로서그사업내용들은위원회의

명칭을보면미루어짐작할수있다.

문화복지부에속한특별위원회는‘금연위원회’로서회원들의금연을돕기위한활동, 전국치과대학에금연세

미나전개, 외부단체에서금연강연, 국민구강건강증진을위한금연활동을펴나가면서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금연활동을국민들에게홍보하기도한다.

특히 2006년도에는수원야구장에 '금연 zone'이라는광고판을만들어여기에홈런이생기면전교생 100명미

만인벽지학교를방문해전교생에게야구사인볼과함께칫솔및금연교육자료를나누어주며금연교육을실

시하기로하 다.

또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및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참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범국민운동에 함께 참

여하는모습을보여주기도한다.

협회에서나오는예산보다더많은기금을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지원받아활동하는데, 다른의약단체들에

비하여치과의사협회가괄목할만한금연활동을하고있는편이다. 

이는본협회를위하여끊임없이수고하여주시는선배위원님들의든든한밑받침덕분이라하지아니할수없

다. 특히우리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대들보같은차혜 선배님이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유일한치과의사이

사로활발하게활동하고계신다.

위에서언급한상임위원회의문화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현재까지는연극단체인‘Dental theater', 음악

orme1hd ibsm/f;vxlr;by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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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모임인 'Dental chorus', 치과문인들의모임인’치문회‘, 록그룹’Molars' 을지원해주고있다.

지방에있는회원들의문화활동을지원하고자지난 5월에전국문화복지이사들과함께자리하는workshop

을개최하여점차적으로문화·복지활동의범위를넓히기로하 다.

소비자보호단체와의협의를위한사업활동은점차로전문화, 고부가가치의진료를받는환자들의기대가높

아짐에따라의사와환자간에발생할수있는불협화음이의사에게과도하게미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소

비자보호단체들과의대화채널을확보하여의사들의입장을인지시켜주고또한상담단체들을통하여그들의

애로점과환자들의요구사항들을점검, 파악하여회원들에게홍보하는일들을한다.

구강보건관련교사들을교육하는사업은학교보건원현장에근무하고계신위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본협회

가나서서해야할일들을하고있다.

진료실환경개선사업은주로진료실감염방지에관한활동인데, 지난5월에방송사의보도를계기로본협회

에서 미처 손대지 못하 던‘감염방지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져 문화복지부에서 치무 부서로 그

활동이이관되었다.

이외, 2006년도에는특별히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라는커다란project가문화복지부활동으로남겨져있다.

치과의사협회에서의활동이지부에서활동하는것과크게다른점이있다면, 본협회에서의활동은담당이사

중심체재로의비중이높은편이라담당이사에따라부서의활동성격이다소달라질수있다. 

또다른점이라면활동대상의범위가전국치과의사회원들의권익을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활동방향을정하

게되므로이를위하여정부기관, 외부사회단체, 타의약단체, 언론기관등과도유기적관계를유지해야할것

이며, 외국의사례들도검토해보아야한다.

길지않은3년재임기간에담당이사홀로이러한태산같은일들을다수행할수는없을것이다. 

각위원회에서수년혹은십수년묵묵히치과계를위하여 위원으로활동해주시고, 회장단으로계신선배님들

이anycall 응답해주시기때문에또한십수년이상의관록있는치과의사협회사무국직원들이받혀주니까새

내기이사들이벅벅거리면서도일할수있는곳이바로우리대한치과의사협회이다.

문화복지부는지금이3대째이며, 여성이사들이주로담당하고있다.
초대문화복지부이사는현재연세대학교임상병리학교수로재직중이신김진교수님이셨고, 2대문화복지부

이사는현재대한여자치과의사회수장인김경선회장님이셨다.

2006년 4월에새로이출발한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발빠르게대한치과의사회에요청하여지난7월부터는새

로이여성이사한분-전,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회장이셨던심현구선생님-이치협에합류하게되었다.

지난35년간어려운여건속에서도인동초같이그생명력을유지하여준여자선배님들의노고의결과이리라!

지금까지선배님들이터를다져놓은위에점점늘어가는여자회원들이그넘쳐나는능력을자신들의울타리너

머로발휘해준다면우리선배님들이그러하셨듯이우리후배들에게도우리는멋나는선배로기억될것이다.

이번여름은참으로지리하고무력하다.

치과의사협회일로휘둘려졌던 1년정도의시간이지나니맥이풀리나싶더니, 긴장마끝나나온햇살반가와

하려니, 찌는무더위로제풀에축처져버렸다.

이제立秋라하니, 여름에내어준몸과맘거두어똑바로세워야겠다.

멋나는선배로기억되기위하여..... W

김현순
대한치과의사협회문화복지부이사

W치협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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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시원스레비가내린다. 출근길병원앞과일장수트

럭의노오란참외에서달콤향긋한향내에여름의정취를느끼며치과에

들어섰다.

참긴장마다. 뜨거운태양볕으로그을릴7월말인데도...

7월 13일이른아침, 전날여기저기도로가유실되고재난속보가연이

던폭우때문에택시창문넘어얌전히내리는비를예뻐하며약속장소로

향했다.

무언가새로운일을할때면가슴설레잠을못이룬다. 학창시절봉사이

외에해보지못했던기회가자연스럽게내게찾아왔다. 참감사할일이다.

내주변에는존경할수밖에없는선배님들이많다특히나가까이지내는

권미화 원장님 말없이 의료봉사를 나가셨던 것이다 매번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만드신다.

조카녀석들을지켜보면작은녀석은큰녀석하는일을뭐든재미나게따

라한다. “형아~ 형아~”하면서... 

나에게서그모습을바라보며찡긋미소짓게한다.

약속장소에는죄송스럽게미리들와기다리고계셨다.

봄날 따사로운 마리아 가슴을 지니셨나? 김경선 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

회회장)님의온화함에긴장감이나윗사람에대한부담감들이싹사라졌

다. 잔다르크처럼진취적이고강한추진력으로이끌고가셨을것같은사

실, 난그날그전에는대여치든대치든어떤것에도관심이없었다. 최말

봉회장(전대여치회장)님은평범함으로꽁꽁묶어놔도카리스마는스며

나오는듯했다.

치과 이외에도 넓게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즐기시는 최현주 후생이사님

연신내호기심에찬눈길을빼앗으신다.

1시간가량이분들의세상바라보는여유로움을들으며도착한곳은가평

군하면하판리산중턱에자리잡은‘가평꽃동네’초라한천막집을생

각했는데 90년 초 한 부부의 만여 평의 산의 가증으로 시작하여 국가의

50만평의임야를무상임대지원을받아5개의시설이있는현대식건물이

자리잡고있었다.

희망의집(심신장애인요양원), 사랑의집(부림인시설), 평화의집(노

인요양원), 환희의집(정신요양원), 노체리안드리, 자애병원

장마로인해다른때보다늦게도착했는데입소자들은현관앞에서우

리들을오랫동안기다린듯했다. 그들의따뜻한환 이무척고마웠다.

진료실은낡고오래된unit chair 1대와 standard X-ray 기타기본

진료기구들이정갈하게정돈되어있었고10여명의심신지체장애인들이

기다리고있었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진료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scaling

과간단한Resin 치료등을하 다. 치석이벽을이루고충치로심란하리

라는생각과는달리일부를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관리가되어있었다.

7여년간의꾸준히선배들께서관리해오신결과이리라...

시간을요하는치료니외과적치료는자체시설내에있는자애병원으로

refer했다.

오는길보리밥집의도토리묵과파전이입을즐겁게했다.

여러가지나물과된장국에비벼먹었던보리밥이지금도군침돌게한다.

반나절의여유로많은것을얻어간다. 이들을보며내가참많

은혜택을받고있었음을다시한번감사하게하고많은것을가지고있으

며그걸조금이나마나눌기회를갖게되어기뻤다.

무엇보다도, 여자치과의사로서어떻게살것인가를보여주신좋은선배님

들을가까이뵐수있었던것이가장큰얻음이아닌가싶다.

매달2번째목요일, 이날은무뎌진나를깨우는날이될것이다.W

;fshfltwj8 mda;vx 

유 정 | 은혜치과원장

W더불어 나누는 삶 _가평 꽃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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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더불어 나누는 삶 _광주 동산원

치과대학원입학후맞는첫방학. 입학전했던나의다짐을행

동으로옮기고싶었다. 1학년학생으로서아직배움이부족하고나누어줄

수있는것이없지만, 여태껏해보았던일반적인봉사활동보다는학과관련

봉사활동을통해학업에대한동기부여와함께훗날치과의사로서의봉사활

동을위한방향을잡고싶었다. 현재대부분의치과치료봉사활동은치과의

사분들위주로진행되고있어치과대학원학생으로서봉사활동에보탬이될

수있을지조금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용기를내어봉사활동에참여하고싶

다고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전화를했더니내가바라던그기회가주어졌다.

봉사활동 예정일 바로 전날이었던 8월 10일 밤. 최현주 선생님으로부터

나를 활짝 웃게 해준 반가운 문자메시지가 왔다. ‘지현학생. 모란역 4번

출구에 8시까지,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

로도정말멋지고따뜻한마음을가진분일거란확신이들었다. 한편으로

는내가그곳에서잘할수있을까, 괜히짐이되지는않을까하는걱정도

조심스레들었다.

약속시간보다약 10분전에최현주선생님을뵙게되었다. 처음뵈었지만

열린마음으로맞아주신덕분에어색함없이다가설수있었다. 몇분후

회장이신김경선선생님과권미화선생님을만나뵙게되었고드디어경

기도광주에위치한동산원으로출발하게되었다. 차안에서선생님들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인생의 선배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들었다. 

동산원에서 주어진 일은 100여명의 구강검진을 하는 것과 치과

진료를하는것두가지 다. 1학년인나로서는아직배운것이별로없다

는생각에어떤일을도와야할지난감했다. 

치과치료를하고계셨던최현주선생님께서는나에게좀더좋은경험과

기회를주시고자구강검진방에서차트쓰기를막시작하려던나를assist

하라며불러주셨다. 나는처음으로진료에참여하게된다는사실에설레

임과잘못하면어쩌나하는두려움이들었다. 하지만용기를갖고스스로

를믿어보기로했다.

준비해온가운을입고선생님께서suction하는법부터알려주셨다. 나를

otq hfhbzj8 urjtx... 

kvanfsj?tsjgw kfhej/fnt

윤지현
전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생

믿고기회를주신만큼선생님을잘보조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진료하시는데방해되지않게하려고하니참어렵기도하고, 환자가

아플까봐 조심조심 했었는데 점차 익숙해졌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환자들의

구강상태를볼수있었고, 진료과정을바로옆에서볼수있게되어서좋았다.

동산원 가족은 정신지체나 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환자임에
도회장님과원장님은지치는기색없이‘친절’을잃지않으
셨다. 뿐만아니라동산원관계자분들께도빠짐없이인사를건네시고, 미소

와웃음을보이시는선생님들의모습을보고나역시항상웃는얼굴과따뜻

한마음가짐을가지고생활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치료중에는당연히환자가입을벌린상태이기때문에아무런말을할수없

다. 하지만, “아픈데도잘참으시네요.”, “너무잘하세요.”, “약간아픕니다.”

등의멘트를잊지않으셨다. 비록환자는입을벌린상태라대답은못하지만선

생님의말 에많은힘을얻는것같았다. 선생님들의모습을지켜보면서나역

시환자를격려할수있고편안함을줄수있는치과의사가되어야겠다고다짐

했다. 이것또한의사와환자간에소리없는대화와소통이라는생각이들었

다. 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서공감대를형성하려는노력. 그럼으로써좀더

나은진료를할수있다는것. 정말큰배움이었다.

동산원에서봉사활동을마치고그곳에서간단히식사를한후다시서울로발

걸음을향했다. 최현주선생님께서봉사활동하느라고얘기도많이못했다고

하시며차한잔을제안하셨다. 이런저런얘기도부담없이해주셔서나에겐

더없이소중한시간이었다. 생각이나말은하기쉽지만, 병원일로바쁘신선

생님들께서규칙적으로시간을내어봉사활동을행동으로실천하기란참어

려운일이실텐데참존경스러웠다. 

아무것도모르는나에게이렇게좋은일을함께할수있도록
기회를주신선생님들께너무감사한마음이들었다. 또한봉사

활동과정에서나를믿고일을맡겨주셨던선생님들께나중에는좀더멋진

후배가되어, 함께더좋은일을많이했으면하는생각이들었다. 집에오는

길에최현주선생님으로부터온문자메시지, ‘오늘봉사활동은합격! 좋은후

배를만나게되어좋은시간이었어요’. 나는다시한번선생님께온정을느낄

수있었고, 잠시몸을무겁게했던피로가싹가시는것같았다. 

이번봉사활동을통해잘알지못했던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알수있었고,

전회장이셨던최말봉회장님의 에서읽었던것처럼, 봉사활동은내가베

푸는 것보다 내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말 의 뜻을 알 수

있었다. 몇년후에는나도치과의사로활동하게될날이올것이고, 훌륭하

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 하게 되었다. 나

에게 이렇게 치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 만큼 그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나누어줄수있는사람이되어야겠다는생각이들었고, 그러기위

해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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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그곳에 가고싶다

남도일번지

강 진

강진!가장한국적이고가장아름다운곳이라고 <나의문화유산

답사기>에서유홍준교수가일컬었던한국최남단의땅.

19년의세월속에내삶의희.노.애.락이한데어우러져섞여있는곳이다.

내겐어머니의품속같은제2의고향이되어버린셈이다. 말로표현하기

부족할정도로세상은급변하고있지만, 이곳은아직도느린거북이처럼

예나지금이나별차이가없는남도의여유로움과포근함이남아있어좋

다. 치료가 끝나면 홍시나 바지락 같은 해산물을 갖다 주는 친정 엄마와

같은환자들을대할수있어마음이훈훈해지기도한다. 

매일진료실에서반복적인진료에임하는여치회원님들께잠시쉬어가도

후회하지 않을 이곳 <강진>을 소개하고 싶다. 전국 어디를 다녀 봐도 군

단위에서 산과 강과 바다가 하나로 조화를 이룬 곳은 그리 쉽게 찾아 볼

수없을것이다. 

보은산 우두봉에 올라가 보라. 월출산과 유치계곡으로부터 흘러

오는 탐진 강물 자락이 굽이굽이 한 눈에 펼쳐진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미동도않을것같은길다란강진만과저멀리완도의섬남해바다

까지확트인전경은속까지후련해진다. 밟으면깨져버릴듯한날카로운

암석봉우리로유명한월출산은수천년동안강진을뒤에서든든하게품

어주고있다. 

북에 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랑이 있다고 했던가. 랑의

시 <모란이피기까지>를낭송해보자. 그의시어는참으로부드럽고감미로

워서우리가슴을미화시키기에충분하다. 모란은여기강진에서는흔하게

볼수있는데그분의생가에서도모란을배경으로사진을담아갈수있다. 

학문의저수지라일컫는조선의실학자다산정약용선생
이18년동안유배하면서대부분의저술을했던다산초당
에서올라보면, 제주까지보일듯한남도의바다, 초당에서백련사로

이어지는오솔길, 멋스럽게어우러진울창한천연동백숲도볼수있다. 

오백년 동안 이곳에서 국보인 고려청자를 만들었고, 현재도 고려시대의

작품을재현하고있는청자도요지에서인간문화재인도공들의작업현장

과작품도만날수있다. 작품한점소장하는것도좋을듯하다.

이곳의음식, 특히한정식은빼놓을수없는일품이다. 그외에 <하멜표

류기>를 쓴 하멜이 살았던 곳(그 연유로 강진이 네덜란드와 자매결연이

됨), 국보벽화를소장한무위사등이있다.

강진에서황금같은세월을보냈고많은사랑을받았으니, 모든것들이다

소중하고기쁘고감사할뿐이다. 오는9월에청자문화축제가일주일간열

리게된다. 혹진료실을떠나강진에바람쐬러오신다면친절한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을끝까지읽어주신여치선생님께감사드리며, 그보답으로

웃음여행을갈기회를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진료실을떠나일주일동

안 치아 속의 ROOT CANAL을 관통하는 폭소 기차를 타고 웃음바다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요.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숨걸고웃는날, 금요일은금방웃고또웃는날, 토요
일은 토옥톡 튀게 웃는 날, 일요일은 일찍부터 웃는 날이
니실컷웃으면서살아갑시다.W

김명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전남지부장
강진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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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자치과의사회는효원의도시수원에개원하고있는여

자치과의사들을주축으로친목을도모하고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하고자구성된단

체입니다.

1992년에수원에개원한 13명의여자치과의사들이처음모여‘수원시여자치과의사

회’를만들었으며, 초대회장으로는김현순회원이선출되었고, 매월정기모임, 매년

정기총회를통해2대회장으로는문인옥회원이, 이어정혜경회원, 이연희회원, 박정

란회원, 이가연회원, 김미 회원이각각3,4,5,6,7 대회장을역임하 으며, 현재는

정순 회원이2006년도부터2년간회장직을맡아대여치경기지부의역할을하고있

습니다.

경기도여자치과의사회는매월 1회의정기모임을통해회원간의화합을다지고있

으며,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가만들어진 1992년부터계속매년수원시소재고등학

생을대상으로장학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장학사업은각회원이약정한소정의장학금을모아, 1992년에는중학생을대상으로

하는장학금으로, 그리고복지회관등에제공하는기부금형식으로시작을하 으며,

차후중학생의의무교육이시행되면서 최근에그대상을고등학생으로옮겼습니다.

수원소재 35개고등학교에장학금을전달하는일이쉽지는않지만,  꾸준한관심과

열정으로장학금사업을도와주시는수원시에계시는여러여자치과의사회회원들이

있기에가능한일이라생각합니다.

현재 60여명이넘는회원이있으며, 평소동문모임이나분회모임과는또다른분위

기의, 여선생님들만의희노애락(?)을나눌수있는편안한모임입니다. 

앞으로도회원간의끈끈한정으로더욱활기찬경기도여자치과의사회가되길바라

마지않습니다. W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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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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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젊은아이들은다예쁘다. 환경이좋아져서잘자라서그럴까?
언젠가오래전에김동길교수가한말이생각난다.
그옛날에는부모가맺어준대로얼굴도못보고그냥결혼해서애가생기면낳고했던것이
요즘엔서로사랑하는사람들이만나아이를만드니작품(?)이좋아지는게당연하다고..
우리집딸이어느날선배아이돌잔치에갔다오더니말한다. 
“부모는얼굴이그냥그랬는데아이가너무예뻐요. 서로사랑해서만들었나봐”라고...

거울앞에서있는데뽀얗고통통한딸이온다.
내가무슨생각을할까? 아니나도혼자있을땐봐줄만햇는데
요젊음이옆에오니그만빛이팍바래버리네! 
젊었을땐나도한피부했는데나이가드니왜이리시들시들한거야, 쳇!!!
그러니자기가세상에서젤예쁘다고생각했던왕비가
날로달로예뻐지는백설공주를보니심정이편할리없었겠다. 
친딸을옆에놓고도비교가되는데 '세상에서젤로예쁘다'고생각하며살아가는
왕비가자기는자고나면시들고 백설공주는자고나면더예뻐지니
그걸보는심정이어땠을지이해가간다. 
그젊고탱탱한눈부신아름다움을어찌감당할수가있으랴..
그말하는거울이 좀생각해서 '백설공주가이쁘긴하지만
왕비님은우아하고세련되셨잖아요'라고한마디만덧붙 어도
그왕비가백설공주를죽이려고까지는안했을까?

엄마들이딸에대해느끼는감정이아주묘해서...때로는친엄마들도...
아들이성공하면기뻐해도딸이성공하면마음한구석이석연치않다는보고서도있고
백설공주의오래된원본들을보면그왕비가새엄마가아니고
친엄마로나오는것도종종발견된다고한다.
나의사촌이어느날푸념을하는데자기엄마는아들을위해서는힘든일도마다않는데
딸한테는알아서살으라고하고별로관심이없다고참많이섭섭하다고한다.
아마도딸이엄마의잠재의식속에경쟁상대로등록되어있는지도모르겠다.

우리중에는그런사람은없을거라고? 그렇지!
우리처럼자기자신이이미충만한사람은필요없이남을시기하지않나니!
이쯤해서자뻑클럽에가입하러가야겠다~~!W

;dxntwuvalbj8 ndjtzifygw j?rmfs ;esiea

W지부소개W소고가 있는 풍경

김윤이
서울치대여자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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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금년 2월학교를졸업하고올해사회에첫발을

내딛은사회초년생입니다.

회장님께서새내기치과의사로서의생활에관한 을써보라하시기에흔쾌히하겠

노라말 드렸는데막상 을쓰려다보니결코만만치않은주제임을깨닫고자칫하

면그저푸념형식의혹은자기다짐류의 이되버릴것같아다른방법을모색하던

중건축가김진애의사회초년생을위한필독서(?) ‘사람으로자라기’책을읽고독후

감형식의 을써내려가볼까합니다.

저자는 사람으로 자라기란 책을 통해 사람임을 즐기고, 사람됨을 맛보며, 사람성을

키우자는즉, 나라는“약한인간”제대로길들이고다독여가면서스스로를키우자는

메세지를전하고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생리를읽어내어가장적합한일을찾아내고집중하며

둘째로, 나는모자라고능력이부족하지만끊임없이칼을갈고닦아전문인으로서

의역량을키워나갈것과

셋째로, 스트레스는인생에있어필연적인것이므로스스로스트레스를풀어가는

방법을찾아갈것

넷째로, 한달에한번이상꼴로반드시슬럼프는찾아오므로그때그때리듬을읽어

극복해나갈것과

다섯째로, 능력보다도중요한것은습관으로작은습관이많은것을좌우할수있다.

여섯째로, 인간은특히전문직은필연적으로외롭고공허할수있다. 그러므로주

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여러가지 지적/ 적 취미생활을 통해 채워나갈

것을전하고있습니다.

혼돈이란새로운질서의탄생을위해절대적인전제조건이며단. 혼돈을혼돈으로만

내버려두어서는 어떤 단계이상으로 자라기 어렵기때문에 부족한대로 불완전한대로

나름대로수습을해보고뒤돌아보고따져보는것은분명의미가있다.

무엇이모자란지, 왜불안한지, 왜흔들리는지나름대로가늠하게된다.

왜어떤것은과감히포기해야하는지, 왜어떤것은절대로포기하지않아야하는지

가닥이잡힌다. 그렇게혼돈과정돈을넘나들어보는것질서와무질서사이를넘나들

어보는것은자라기프로젝트중필수적인과정이자또한한없는재미이기도한다.

이들여러고민들“정체성위기, 자신없음, 자기연민, 의기소침, 고달픔, 강박관념, 불

안함, 소외감, 외로움, 깊은흔들림같은것들은시시때때로우리모두시달리는고민

들이다. 사람으로산다는것은역시고해다. 이고통의바다를어떻게헤엄쳐나갈까.

이런고해를다독이면서자라는방식에대해생각해보자.

자신을아는방법, 자신을키우는방법, 댈래주고읽어내고지키고
세우고찾는방법, 자신을잃지않고도와주고채우는방법들...

사람이자라나는방식에정설이란없다. 수많은종류의사람이있고스타일이다르고

성장도 다르고 생리도 다르다. 그러니 보편적인 법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고길들이는방식에있어고유의방식이있어야할것이다.

나를길들이기란참어렵다. 세상에유혹은많고견뎌낼힘은부족하고욕심은나지

만능력은안따라주고안다고생각했던것이한낱겉핥기지식이었음을알게되고,

잘할수있다고생각했던일이전혀아니었음을알게되고세상에는참으로제약이

많다는것을알게되는것이다.

인간자산-사람에게는사람자체가가장큰weapon이자가장큰자산이다.

저자의 을통해나름느끼는바가많았습니다.

물론과연내가해낼수있을까에대한의문은여전하지만사회생활6개월째에접어든

지금, 시험이있는학교로다시돌아가고싶은마음은없지만사회생활속에서겪는많

은애로사항들과조금씩부딪혀나가면서이런과정들을선배님들께서도모두묵묵히

이겨내며지낸과정이구나싶은마음에선배님들을뵈는모습에존경심이앞섭니다.

저자의마지막
“다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나‘하는것’외에

는별다른방법이없다는것,그리고자신을훈련시키는데에는자기자

신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 당신의‘자라기 세포’는 이미 자라고

있다”는 을끝으로이상저의독후감을마칠까합니다.

부족한 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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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리
대전선치과병원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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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story of Young Dentist

박상순
경희치대병원인턴

jthg ov;v oru/fj8nfj8 nbxlc

Dentist = dent + ~ist

Dentist는흠집이라는뜻의어간 dent와사람을나타내는어미~ist의합성

어로치과의사를말한다. 그렇다면치과의사는합법적으로흠집을낼수있도

록면허를받은전문인이라는뜻일까? 제대로흠집낼줄아는사람, Dentist. 

나는dentist이다. 내가어떻게dentist가되었을까. 과동기들이나선후배들을

보면치대지망생들이었거나그렇지않더라도대개의학계열지망생이많지만, 원래나

의꿈은치과의사가아니었다. 앨빈토플러같은미래학자가되어사람들이내일을사

는것을돕는게나의꿈이었다. 한참열정에빠져있던수험생시절에는사회학자가

나의천직으로여겨졌지만막상원서를쓸때가되자덜컥겁이났다. 열정이식은후

에는어떻게수습할것인가. 부모님말 대로밥벌이도못하는게아닐까. 적성에민감

하지는않았기때문에나는결국법학과, 사회학과등다양하게쓰기로했다. 그렇게

골고루지원한곳중하나가치의예과 고교차지원으로는마지막이던그해에나는

치의예과로입학하게되었다. 원래가치대지망생이었던동기들과달리나는치의학에

관해서는들어본풍문도없을만큼백지상태 고, 의학도로서의신념이랄까, 사명감

이라는것도없었다. 어떤dentist가되어야할지, 무엇을하는사람이될것인지에대

한생각도없이멋모르고들어간그곳에서, 처음부터내가할수있는일은일단열심

히하는것밖에없었다. 지금까지그래왔듯이그저열심히공부하다보면답을찾을수

있겠거니생각했다. 그렇게치대를졸업하고치과의사면허를딴지이제반년쯤되었

다. 무엇을하는dentist가될것인가에대한나의고민은여전히끝나지않았고길지

않은그시간동안일어난여러가지경험들이나에게소곤소곤말을걸어온다. 

내가족이, 혹은내친구가환자이고나역시한때치과환자 기때문에나는언제나

환자를먼저생각해주어야한다고생각했고병을고치기이전에아파서힘들었을환자

의마음을먼저다스릴수있어야한다고믿었다. 아직인턴이라할수있는일이제한

적이지만그래도 따뜻한말한마디라도해주자고나는생각했다. 처음에는잘하고있

다고생각했지만차츰차츰 려있는환자들에치여서마음이급해지자친절한말한

마디, 상냥한미소는커녕사무적이고무표정한얼굴로일관하기도하고, 까탈스러운

환자를때문에나도모르게울컥화가나기도했다. ‘이런의사가되고싶었던게아닌

데...’하는생각에괜히우울해져서는내가뭘하고있나싶은회의감도들었다. 

전문의제도가시행되면서응급실당직도인턴들의몫이되어한달에한두번정도는

응급실당직을서게되는데, 당직이주는스트레스도만만치가않다. 잠을못자는건어쩌

다하루니까견딜만하지만응급으로찾아온치과환자라는게대개abscess 환자나외상

환자가많다보니, 환자를보자마자당황해서는‘어떻게해야되지?’라는생각밖에안드

는것이다. 경험도없는초짜치과의사라당연한지도모르지만무엇을어떻게해주어야

할지도모르겠고, 그나마머릿속에있는약간의이론마저도실제상황에적용시키지못하

고우물쭈물했던기억이난다. 응급실까지올정도로통증을호소하는환자에게‘얼마나

질이낮은의료를행한것인가’를생각하면매번아찔해진다. ‘정말아는게없구나’하는

자괴감도들고환자에게미안한마음도들어서당직을서는날은심리적인부담이커진다.

지금은조금익숙해져서응급처치는할수있게되었지만내가행한의료의질이라는것

에대해서는여전히자신이없다. 무엇을하는사람이되겠다는근사한청사진은없을지

몰라도치과의사라는이름에걸맞게최소한이정도는할수있어야하는데... 일단열심히

하고보자던그때, 내가정말열심히하긴했던것일까. 현재의나에게자신이없어지니까

과거의나에대한의심도슬금슬금올라온다. 

이렇게돌아보니, 치과의사로서의짧은시간동안하루하루가숙제투성
이같지만나에게혼란만있었던것은아니다. 주위를조금만둘러보아
도신선한자극이되는Role Model들도많이있었다. 젊은분이지만모두가

인정하는학술가인여교수님을어느학회에서봤을때, Local Clinic에있는친구가체계

적으로잘가르쳐주고실력도대단하시다며원장님자랑을할때, 수련의과정을마치고

사회로나간선배들이전공과목이나자신의일에긍지를갖고임하는모습을볼때나는

설렌다. 그들도언젠가는나와같은고민을했을것이고, 이제는각자나름의‘선’을가지

고, 나름의‘눈’을뜨게된게아닐까. 그렇다면나도언젠가는그분들처럼될수있지않

을까. 그렇게생각하면그분들이마냥부럽기도하지만, 하루하루일어나는일들이숙제

가아니라언젠가올그날을위한밑거름같아서고맙게느껴지기도한다. ‘나는, 나는자

라서무엇이될까요~’로시작되는노래를부르던초등학교시절로돌아간느낌이다.

Dentist로서사회에나온지이제몇걸음. 나는아직많이부족하고어
리다. 나의숙제는아직풀리지않았지만그렇게쉽게답을찾을거라고
기대하지않는다. 어쩌면일생동안답을찾아헤맬지도모르지만그것도나쁘지는않

을거라고생각한다. 사회초년병인지금의내가답을찾는다고해도그건순간의답일뿐,

현실적이지도않을것이고진실일수도없을것이니까말이다. 그냥내가할수있는일을

할뿐이다. 흠집내는사람(dentist)이긴하지만흠집난사람들(환자)의아픔을덜어줄수

있는전문가가되고싶다는생각에지금은좀더공부하고수련하기를선택했고, 지금은나

름의열심(熱心)으로배우고있다. 그리고나보다먼저살아온많은선배님들을어깨너머

로보면서, 혹은나를견주어보면서무엇을하는Dentist가될것인지그려갈것이다. ‘제

대로흠집낼줄아는사람’이되기위해서말이다. 그것이지금의내답이아닐까... 

오늘도나는Dentist의하루를산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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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모방송국의시사프로그램을통해치과진

료시의감염에관한많은문제점들이제기되었다. 프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다소 과민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의사로서 반성해야 할 점과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었

던 것도 사실이다.또한, 기구의 꼼꼼한 소독, 일회용

기구의사용, 의사와간호사의철저한관리와같은단

순한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느끼게 한 시간이

기도하 다.

우리들은 진료 시 마스크와 러브를 착용함으로써

일차적인 감염에 대비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이

얼마나효율적으로제역할을할수있을까?

마스크는 1919년 경, 스페인 감기인 인플루엔자의

감염을예방하기위해활용되기시작하 다. 마스크는

찬 외부 공기가 비강이나 구강의 점막에 직접 접촉하

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

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감기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같

은세균의이동과미세분진등을막아주지는못한다.  

우리가사용하는일회용마스크역시호흡이나대화

시발생되는입김과구취등을차단하는데는효과적이

지만 역시 병원균의 차단에는 그다지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이러한마스크의미흡한점뿐만아니라진료실의깨

끗한환경조성을위해식물에서추출한순수자연물

질로강력한살균, 방부효과를비롯하여다양한의학

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Aromacology,

Scientific Aromatherapy라고일컬어지는에센셜오

일(Essential oil)을 활용한 자연 요법, 아로마테라피

(Aromatherapy)를진료실에도입하여보자. 

아로마테라피란식물의잎, 줄기, 뿌리, 꽃, 열매, 껍

질 등을 증류하여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을 주도구로

하여, 이것을흡입하거나피부에직접바르는등다양

한사용방법을통해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치

료하는과학적인자연생화학요법이다. 

과거이집트인들은미이라를만들때썩지않게하기

위하여에센셜오일을사체에사용하 고, 14세기중세

유럽, 페스트로수많은사람이생명을잃을때, 의사들

은이런환자들을돌보면서투구형마스크속에시나몬

과클로브등의에센셜오일을넣어착용함으로써최대

한공기전염의차단을시도하 다.(그림참조) 실제로

많은문헌들이향유제조업에종사하던사람들은흑사

병에대한유병률이훨씬낮았다고보고하고있다. 

에센셜오일은휘발성과방향성이매우강한물질로,

종류또한수백종이넘으며, 각오일은함유된생화학

성분의 분자 구조에 따라 약리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

다. 특히, 최근에와서많은임상실험들을거쳐효능이

더확실히과학적으로입증되고있다.(도표참조) 

이러한에센셜오일들은주로코와폐를통한흡입이

나 피부나 점막을 통해 혈액 속으로 유입되어 각각의

독특한 약효를 발휘하게 된다. 거의 모든 에센셜 오일

이가장보편적으로가지고있는특성은살균, 방부효

과이다. 터펜을 비롯한 페놀과 알코올 성분을 가진 오

일들이이러한특성이우수하며, 터펜과알데히드성분

을가진오일들은항바이러스성을, 페놀과알코올성분

을가진오일들은항박테리아성의특성이우수하다.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 에이프런 등에 이러한 에센

셜오일들을 1-2 방울 사용해보자. 또, 정수 물에혼

합하여 진료실 구석구석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뿌려보자. 각 오일을선택하기가번거롭다면이미혼

합된 제품(마스크 드롭/www.escenjoy.com)을 사용

하여도좋다. 

폭넓은 항미생물 효과와 더불어 에센셜 오일의 미

세한생화학입자가호흡을통해혈류를타고몸의구

석 구석으로 전달되어 발휘하는 다양한 육체적 효과,

오일의향에의한감정적, 심리적효과와함께뛰어난

살균, 방부, 탈취 효과는 이제까지 냄새나 향기의

향에 무심했던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

할것이다.W

Mix 1 : 다임(Thyme), 페퍼민트(Peppermint), 티트리(Tea tree)
Mix 2 : 다임(Thyme), 페퍼민트(Peppermint), 티트리(Tea tree), 유칼립투스(Eucalyptus), 

로즈마리(Rosemary), 오렌지(Orange), 시더우드(Cedarwood), 미르(Myrrh) 

한천 배지를 37℃에서 12 시간 배양한 후, 세균 집락의 형성 여부를 관찰함으로써 생존 능력을 확인하 다. 세균 집락
이 나타난 경우 +, 생장이 억제 되어 집락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하 으며 3번의 반복 실험을 하 다. 병원내
감염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와 피부 상주균인 Staphylococcus epidermis에 대하여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뛰어
난항균효과를발휘하는것이관찰되었다.

W생활의 지혜

에센셜 오일의 항균 효과
진료실에서의 활용

Oil(%)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s

Mix 1 Mix 2 Mix 1 Mix 2

10 --- --- --- ---

5 --- --- --- ---

2.5  --- --- --- ---

1.25 --- --- --- ---

0.625 --- --- --- ---

0.3125 --- --- --- -++

0.15625 --- --- (--+) -++

0.078125 --- --- (+++) +++

<도표참조>

박미애
정치과의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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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디자인은 특성상단독으로존재하기보다는다른업계의트렌드

흐름에 많은 향을 받는데, 이는 플라워 디자인이 갖

는장식적요소때문입니다.

최근몇년동안은생활패턴의변화에맞추어내츄럴함을강조하는유러피안스타일

이강세인데, 선의아름다움을강조하는동양스타일에비해행태적인면을강조하고

특히다양한컬러와서로다른꽃종류의조화로운배합을통해화려하면서도네츄럴

한분위기를연출하는것이특징입니다.

또한꽃뿐만아니라잎이나열매, 나뭇가지등을함께어레인지하여자연이갖는그

대로의모습을담아내고자하는것이가장큰특징입니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시즌별다채로운종류의꽃과흥미

로운재료를접할수있어플로리스트로써다양한경험을가능케하는데, 예를들어

봄에는아직겨울의찬기운과따뜻한일조량으로인해식물은파스텔계열의컬러와

겉표면에투명막을갖는것이특징으로이는부드럽고섬세한느낌을갖습니다.

플라워디자인또한섬세하고편안함을주는컬러와형태로계절의분위기를전달하

여꽃을접하는사람에게봄의설레임과따뜻함을동시에전하고자노력합니다.

여름의강하고도발적인느낌에서벗어나가을에는모든식물들이왕성했던성장속

도를늦추고잎의색을변화시키거나떨어뜨림으로써서서히겨울을준비하는시기

입니다.

컬러는전체적으로브라운이가미되어깊어지고컬러변화에서오는볼륨감을특별

히즐길수있고, 또한다양한종류의열매가돋보이는계절이며, 살아있는꽃과드라

이된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강한 이미지 보다는 볼륨감 있고 섬세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표현하는것이가을플라워디자인의특징입니다.

짙은향기를가진가을꽃을통해이계절이주는정취와풍요로움을즐길수있는여

유를함께나누고싶습니다.  www.gute.co.kr W

Flower Design

W생활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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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더운 기운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이지만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이

미 계절을 앞선 다양한 가을 상품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시즌 변화에 민감한 플

라워샵에서는이미가을에볼수있는다양한종류의꽃과식물등으로각플라워

샵의분위기와개성을살린독특한아이템과디자인을제공하고있습니다. 예전과

달리다양해진소비자의기호를충족시키기위해플라워샵마다개성있는테마를

가지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본 정보와 플라워 디자인에 관

한 기본 지식을 갖는다면 단순한 꽃다발, 꽃바구니 주문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개

성있고독특한분위기의플라워상품을다양하게제공받을수있습니다.

김정미
플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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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ian(골드니안)

제품명 | Goldenian

제조원 | (주)신흥 / 080-801-1578(재료문의), 080-840-2875(기계문의)

용 도 | 치과용귀금속합금

특 징 | Goldenian은불순물이거의없는초순수상태의원자재, 순도 99.99%의엄선
된 Pure Gold 만 을 사용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원자재는 절대 공정에 투입하
지않는원칙하에제조되어최우수품질을자랑한다. 또한합금성분의정확성
을 바탕으로 용해과정에서의 각 성분관리 및 최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시
행하여 정확한 함량만으로 생산된다.Goldenian은 각종 생물학적 평가시험에
서 증명된 최적의 생체 친화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부식이나
변색저항성이우수하고화학적안정성이뛰어난제품으로시술자는물론금속
을 치아에 직접 부착하고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도 최고의 적합성을 구현
하는순수치과용합금이다.

| (주)신흥 |

제품명 | 알라딘

제조원 | (주)백제덴탈약품

(제품구입문의) 02)774-1120, 011-691-3988

용 도 | 무선, 터치패드, 광량조절

특 징 | 본 치과용 최신형 미백기는 치과에서 치아에 청색계열 빛

광선을 투입하여 미백효과를 아주 잘 나타내게 하는 미백

기 입니다. 본 미백기는 치아에 400nm-500nm의 빛광선

을 출력하는 청색 LED 3개를 광원으로 이용하여 치아에

광을조사하게됩니다. 충전식배터리를이용한무선타입

으로되어있어기존의유선타입에비해이동성이보장되

어 광범위하게 자유자재로 높이, 길이, 290도 회전이 가능

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치아 미백시술에 최상의

효과를보실수있습니다.                     Wireless Bleaching Enhancer 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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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대여치 회원동정 및 지부소식(2006년 전반기)

2월 9일 원광치대 새 학장에 조혜원 보철
과 교수가 선출됐다. 원광치대에서는 첫 여
성학장으로 선출된 것이며, 방몽숙·정현주
전 전남치대 학장에 이어 세번째 여성학장
으로 취임했다.

4월 15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서 신임 회장으로 김경선 전 대여치 수석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신임 수석 부회장에
는 심현구 전 서여치 회장이 선출되었다.

6월 26일‘여성금연포럼’발기인모임에 김
경선 대여치 회장과 치협 금연위원으로 활
동 중인 차혜 원장이 치과계 여성대표로
참여했다.

7월 12일 심현구 대여치 수석 부회장이 치
협 치무이사로 선임되었다.

7월 13일 불우환자 지원 및 치의학 연구기
금 마련을 위한‘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발전후
원회’가 공식 발족되어 후원회 초대 회장에
김찬숙 청아치과병원 이사장이 선임되었다.

8월 중순경 경희치대 구강해부학교실 주성
숙 교수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리더쉽 서미
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8월 31일 경희치대 여자동창회‘오목회’가
정기 골프모임을 갖고 선후배간 친목을 다
진다. 앞으로도 다섯번째 목요일마다 지속
적인 모임을 갖고 주제를 다양화해 나갈 방
침이라고 한다.

9월 17일 서울치대 여자동창회가 양재 시
민의 숲에서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개최할 예
정이다. 

9월 21일~9월 23일 개최되는 FDI 총회
에 대여치 이지나 국제이사가 참석할 예정
이다.

6월 29일 서울시 여자치과의사회 15차 정
기총회에서 서여치 신임회장에 김은숙 대여
치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수석 부회장에는
최 림 서치이사가 선출되었다.

6월 29일 서울여자치과의사회가 총회 및
학술강연을 개최했다. ‘우리치과에 맞는 치
과 디지탈화’를 주제로 한 학술 강연 후 추
억의 팝송을 부르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9월 9일 서울여자치과의사회에서 상반기
Resin hands-on 연수회에 이어, 두번째
임상연수회로 서초동 ITI세미타실에서 임상
에 바로 적용 가능한 Implant 연수회를 개
최한다.

광주시 여자치과의사회는 5월 16일 봄 정
기모임을 센트럴 호텔에서 150여명의 회원
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에는‘신나는 병원 만들기’란 주
제의 강의도 들으며 치과가족이 함께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여치
회원들이 매년 가는 남도답사여행을 계획하
고 있다.

4월 부산여자치과의사회(회장 이향린·이하
부산여치회)가 2006년 치협 치과의료봉사
상 수상단체로 선정되는 예를 안았다. 매
주 토요일 소속 회원들이‘아이들의 집’,
‘ 광재활원’등을 방문하여 경제적 도움과
노력 봉사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W신 기자재 소개

| (주)백제덴탈약품 |미백기의새로운강자- 알라딘
신제품출시! 회원동정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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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대한여자치과의사회 16대 집행부 소개 W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업무보고

집행부소개

지부장명단

회 장 |  김경선
부 회 장 |  심현구
부 회 장 |  김은숙
부 회 장 |  양혜령
감 사 |  강순
감 사 |  김혜숙
총무이사 |  조은수
총무이사 |  성현미
재무이사 |  조선경

재 무 이 사 |  이형란
공 보 이 사 |  윤은희
공 보 이 사 |  신순희
홍 보 이 사 |  이수미
홍 보 이 사 |  도송희
정보통신이사 |  서민정
정보통신이사 |  신수정
학 술 이 사 |  류경희
학 술 이 사 |  김옥경

국제이사 |  이지나
법제이사 |  전혜림
법제이사 |  오희명
후생이사 |  최현주
후생이사 |  권미화
섭외이사 |  강애리
섭외이사 |  유종희
기획이사 |  김남희
자재이사 |  박미희

서울지부 |  김은숙
경기지부 |  정순
대전지부 |  김혜경
충북지부 |  성채련

강원지부 |  유성희
부산지부 |  이향련
대구지부 |  성정옥
광주지부 |  조종희

전남지부 |  김명희
전북지부 |  정홍주
제주지부 |  정보미
인천지부 |  박경아

제15회서울여성포럼(한국언론재단)참석(4.20)

광주지부양혜령선생님시의원개소식참가(4.28)

제55차대한치과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참가(4.29)

보건복지부방문, 정관개정보고(5.3)

제1회임시이사회개최 (5.3)

보건복지부여성정책팀에대여치활동현황제출 (5.11)

가평꽃동네의료봉사(5.11, 6.8, 7.13)

Sidex 개막식참가 (5.12)

광주시여자치과의사회격려사 (5.16)

여성가족부주최여성정책공약토론회참석(5.19)

서치자선골프대회참가 (5.25)

여성금연운동포럼발기식 (5.26)

치협협회장과의협의 (6.1)

-치협내당연직여성부회장및이사직신설
-치협회관내입주
-지원금조달
-회원명부에대여치집행부명단개제
-국제회의에대여치임원참석기회부여

보건복지부주최 '치아건강잔치' 참가 (6.9)

열린치과의사회정세균산자부장관특별강연회참석(6.9)

기자재협회장학기금마련자선골프대회참가 (6.20)

서울지부제15차정기총회(6.29)-김은숙회장취임

치과위생사협회제28회학술대회참석(6.29)

치과기자재협회간담회(7.4)-소식지,워크샵행사후원협조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방북단명단제출(7.8)

치협협회장간담회 (7.12)

-심현구부회장대치협치무이사선임
-FDI총회(9.21~9.23)에대여치국제이사참석하기로함

동산원진료봉사(8.10)

대
대
여
치
업
무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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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2006년 연회비 총 납부 인원 : 91명 (2006년 8월 14일 현재)

강순 강애리 강지행 권미화 김경선 김명원 김명희 김미 김수미 김 김옥경 김윤이 김은숙 김은주
김정림 김정희 김지연 김지 김찬숙 김현순 김현경 김혜경 김혜숙 김화춘 남미현 노은희 도송희 류경희
박미애 박미희 박 숙 박 숙 박정헌 박정희 박혜숙 배미진 서민정 서정희 성관숙 성현미 신순희 심현구
양수정 양혜령 염향미 오현미 오혜은 오희명 우현정 위유민 유승희 유 순 유종희 윤은희 이민정 이선아
이성희 이수미 이수미(전남)  이은숙 이정혜 이지나 이진숙 이형란 임혜 장 인 장정미 장채리 전혜림
정송란 정예진 조선경 조 선 조은수 조종희 차애경 차혜 최경란 최금자 최말봉 최승현 최 림 최 주
최은숙 최현주 한송이 허귀남 허진경 무기명3

회비를 납부방법
1.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575701-01-162389 예 금 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입금후재무이사(Tel.02-517-0393)에게 연락주시면소득공제용 수증을발급해드립니다.

회비와 후원금의 종류
❶ 대여치 연회비: 3만원
❷ 대여치 발전 후원기금: 5만원 이상
❸ 대여치 평생회비: 50만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창립35주년을맞이하 습니다.
올해대여치는 16대김경선회장님과새로운임원진이구성되어, 다양한회원들의소식을담

은소식지발간과창립35주년기념홍보CD 제작, 홈페이지개선, 가평꽃동네와동산원진

료봉사, 선거제도개선을위한설문조사및대외사회활동등다양한분야에서대여치의활

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대여치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여자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담아 치과계의 대표적인 법인

단체로써활동 역을넓히기위해서는여자치과의사회원들의관심과후원이절실히필요합

니다.  

대여치는 회원의 회비로 운 되고 있으며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부

임원진은연간50만원에서300만원의이사회비를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간홍보부족으로연회비를납부해 주신분들이아주적은상태입니다.

아직2006년연회비를납부하지못한회원들께서는연회비를꼭내주셔서대여치활동에힘

을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또한이미연회비를납부해주신회원께는이자리를빌어감

사의말 을전합니다.

“대여치는여러분의관심과후원을필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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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W dentist를준비하기시작한때는월드컵분위기가한창이던6월이었습니다.
소식지의새이름도정하고완전히새로운형식으로만들다보니꽤오랜시간투자했지만
아직도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우리는모두치과의사라는점과여자라는점의 두가지공통점이있습니다.
대여치의이름으로우리여자치과의사가하나의공동체가되길바라며, W dentist가그매
개체의역할을할수있길바랍니다.
소중한 을보내주신분들이얼마나정성을들여써주셨는지알기에편집을할때는한분
한분의 이더욱예쁘게 돋보일수있도록치장하려고노력했습니다만서툴고부족한점
이많이눈에뜁니다.
하지만대여치회원의깊은애정과관심이있는한더욱발전하리라는희망을가지고있으
며, W dentist 는앞으로연2회정기적으로발간할예정입니다.
다음2007년봄호에는더욱많은전국회원들의 을 싣고싶은소망을가지고이번2006
년가을호편집을마무리합니다.                                                                       (윤은희)

우리를잠못들게하던한여름의무더위가어느새아침저녁으로서늘한바람이되어성큼
가을인듯설레이게하는요즘입니다.
한동안나를잠못들게하던대여치35주년특별소식지W dentist의작업이어느새끝난
지금, 뿌듯한행복감과더물어 려오는이허전함의정체는무엇일까요? 나도모르는새사
랑에빠졌던걸까요?

을보내주시고자료를협조해주신많은분들의힘으로세상에나온W dentist가이제
여러분곁으로갑니다. 
당신도그녀에게함빠져보시겠습니까?                   (사랑을보내며팔월의어느날 신순희)

여성치과의사인당신,
여성으로서 치과의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 외에 당신의 social position은 무엇
입니까?
사단법인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문은회원들에게언제나활짝열려있습니다.
선후배동료여성들과치과의사로서의삶과사회적위치에대해함께고민할수있는곳, 
삶의 향기와문화를함께공유할수있는곳, 
때론 삶의고단함까지도함께나누어들수있는곳,
이곳에서당신의정체성을함께고민해보셔도좋습니다.
학술, 법률, 공보, 홍보 등 각분야별위원회와담당이사들은당신이다가오기를언제나
기다리고있습니다.

대여차 35년 역사의소중한자료나사진을제공해주셔서
이번소식지와 상물제작에도움을주신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대여치의오래된사진이나자료를보관하고계신분은
언제든지대여치(02-453-6607) 로 연락주시면아주소중한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인재를
모집합니다!  |

자료를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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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2006년 16대집행부활동사진

4월 15일 20차정기총회
(15대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6대집행부도
열심히하겠습니다~!)

6월 20일치협회관에서초도이사회개최
(모두아주진지한표정입니다~)

꽃동네진료봉사
(매월둘째주목요일오전에진료봉사가있으니원하시는
분은누구든지참여가능합니다.)

8월 8일자수박물관에서 2차이사회개최
(모두즐거운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장소와맛있는다과를
제공해주신 박 숙원장님감사합니다.)

5월 26일금연발기인모임참가
(김경선회장님과차혜 원장님이여성치과계대표로
참가하셨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창립35주년을축하합니다!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경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 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발전위원회| 대여치는회원의관심과노력으로발전합니다.
관심있는회원들은누구나발전위원이되셔서
대여치의회무나업무에참가하시고
대여치를위한좋은의견주시기바랍니다.

김은주,최 림, 이 희, 신성옥, 이은숙,이지혜,김애라,김여미, 장 인, 신 림, 유정께서발전위원이되셔서대여치를
위한여러업무에애써주시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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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자치과의사회| 2003~2005년최근활동사진

2003년 제15차 대여치 정기총회

2003년 캄보디아 해외봉사

2004년 꽃동네 진료봉사

2004년 이디오피아 해외봉사

2004년 제9차 정기총회

2005년 금강산 추계워크샵

2005년 꽃동네 구강검진

2005년 동산원 진료봉사

2005년 서사모아 해외봉사

2005년 금강산 추계워크샵 학술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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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구지부 정기총회

2005년 제주지부 모임

2006년 대전지부 집담회

2004~6년광주지부정기총회

대구시 여자치과의사회

부산지부 모임

2006년 5월 서울지부 소년의집 방문

내지칼라73-88p  2006.8.31 5:38 PM  페이지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