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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형형색색의아름다운단풍이어느덧낙엽이되어구르는것을보니벌써가을이가려고합니다. 

지난해4월19일제17대집행부가출범한지엊그제같은데벌써임기를5개월남짓남겨놓고

두번째잡지를발간하게되니기쁨과함께유수와같은세월을실감합니다. 

그동안부족함이많은저를믿고회무를수행하느라고생많았던임원들의희생과

전국의회원여러분들의성원으로대여치가조금씩성장할수있었기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올 2월에국무총리초청여성직능단체장간담회에참석해보니2009년현재5856명의회원수를가진

대여치는여성전문직단체중에는규모가크고사회에서의위상이나기대가매우높다는사실에놀랐습니다. 

이미봉사와나눔을실천하는타단체들에비해아직도회의활성화단계에머물러사회로의기여도가

미미함에부끄러운마음도들었습니다. 7월에는여성부와대여치의단독간담회를통해

G Korea 운동에동참하고비정규직이대부분인여성들의새일자리창출사업에적극적인협조와

경제위기여성의치과진료를지원하기로하 습니다. 

그렇다면치과계에서의우리들의위상은어떠할까요? 현제도하에서는치과계의미래를좌우할

치협회장선거는물론중요한여러현안을결정하는자리에전체의4분의1인우리여치의들은배제되어있습니다.

이는우리보다여성의비율이낮은한국여자의사회나대한여한의사회에서이미의협이나한의협으로부터

여성비례할당대의원제도와여성당연직부회장제도를통해배려받고있는것과매우대조되는것으로

내년에는단한명의치협여성대의원자리조차도불투명한상태입니다. 

현실이그렇기에여전히대여치의존재이유가있는지도모릅니다. 우리들스스로가우리단체를활성화시키고

치과계현안에대한심도깊은안목을통한바른목소리를냄으로써 향력있는단체로성장하고, 

여성인재들을리더들로길러내기전에는남녀차별의두꺼운유리천정을 원히깨어내지못할것이기때문입니다.

그꿈을이루기위해전국13개지부가서로긴 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활동함으로써하나가되고함께

발전해나가야할것입니다. 현재는격년으로지방에서개최되는추계학술대회를통해만나게되지만, 

지부간연합행사를개최하거나좋은강의들은전국지부가고루들을수있도록하여경쟁력을키워나갔으면합니다. 

아울러대여치홈피의활성화를통해전국어디서나회원간의구직, 구인, 학술에대한정보교류가이루어지고,

현장에서의회원들의요구를들을수있다면대여치는여러분의꼭필요한조력자로서도거듭나게될것입니다. 

사랑하는대여치회원여러분 !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여자치과의사회를통해모든여치의들이가정과일터에서행복해지는것입니다. 

겉으로는화려하게보이기도하지만가정사와진료로늘삶의무게에버거워하고때로는방향을잡기어려운

여치의들의삶에여자치과의사회가안내자가되었으면합니다. 우리들은환자들의고통을덜어주면서

잠깐씩느끼는행복감과자부심으로가파른언덕을힘겹게올라가지만때로는가정불화, 

자녀교육, 건강악화혹은환자와의분쟁등으로삶이송두리째휘둘릴정도의어려운고비도겪습니다. 

힘들고지칠때나혼자만의고통이라생각하지않고같은배에타고있는동료선후배들과모여

어려움을나누고격려해주며, 완주할수있도록에너지를얻어갈수있는쉼터로여자치과의사회가쓰이길바랍니다. 

에이브러햄링컨은“사람은행복하기로마음먹은만큼행복하다.”고말했다고합니다. 

삶에어떤방식으로대응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우리자신이기에행복해지려면행복한생각에

마음을쏟아야한다는것입니다. 우리여치의들이늘바쁘게쉼없이앞만보고달려나가기보다는긍정적으로

즐겁게즐기면서치과의사의길을걸어가면좋겠습니다. 가끔은느리게걸어가면서우리자신을사랑하고, 

우리들의삶을온전하게느끼고행복을느꼈으면합니다. 그리고여자치과의사회를통해많은좋은것들을

함께느끼면서노력한다면한사람의여자치과의사로도행복한변화는물론우리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미래에도

커다란변화가있을것이라확신합니다.  

심현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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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새내기여자치과의사들을위한간담회
1월 31일토요일서울대학교치과병원8층강당에서개최된‘2009 새내기여자치과의사

들을위한간담회’가100여명의남여예비치과의사들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진행되

었다. 1부에서진행된이효정분당서울대병원치주과교수의‘대한민국여자치의, 미국유

학가다’, 치과의사와변호사출신인장연화인하대학교법과대학교수의‘새내기치과의

사들을위한법률상식’, 오건 신한은행금융컨설턴트의‘오늘부터시작하는재테크’강

연과 2부에서진행된홍성진대한여자치과의사회법제간사의‘후배들에게들려주는개

원가이야기’, 심현구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의‘20년후내모습을기대하며’강연에

참가한예비치과의사들이많은관심을보 다.

대여치어린이날행사
5월 5일 어린이날대여치사회

봉사부 주최로 동산원(사회복

지법인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식구들과가리봉동 일초등학

교 방과 후 교실 3학년 어린이

중 부모의 보살핌이 어려운 아

이들과 함께 잠실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

하며뜻깊은시간을가졌다. 

제6차여의주(여성의료주요단체) 정기간담회
2월 11일강남노보텔호텔에서여한의사회주관으

로여의주모임을가졌다. 이날강연은‘전문직여성

의사회참여및NGO 활동’이라는주제로미래위원

회위원장과희망제작소상임이사로맹활약중인박

원순변호사의심도깊은강의로진행되었으며이후

에2008년11월에이루어진대여치방일교류회동

상을보면서김정혜총무가자세한설명을하는시간

을가졌다. 

춘계임원워크샵
3월14일토요일강남골든와이

즈닥터스 세미나룸에서‘성향

에 의한 병원 매출증대와 직원

관리’, ‘성공하는 의사의 일곱

가지 습관’, ‘행복한 부자의사

만들기’라는 주제의 병원경

에도움이되는유익한 프로그

램으로임원들이즐거운시간을

가졌다.

제23차정기총회
4월 18일 제23차 정기총회가인터콘

티넨탈 호텔에서 내외빈과 100여명

의회원들이참여한가운데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정기총회후치과의사들

의다양한‘축하연주’시간과한나라

당나경원국회의원의‘다변화시대의

여성리더의 사회활동과 그 역할’을

주제로 특강이이어져큰호응을얻

었다. 이 후저녁만찬에서전국지부

장들과의대화의시간을통해각지부

와의유대강화를위한의견교환의시

간을가졌고경품과선물을나누며총

회를뜻깊게마무리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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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리움미술관관람
4월23일리움미술관으로임원들이짧은봄나들

이다녀왔는데곽난희서정치과원장의 설명으

로여러작품도감상하고맛있는샌드위치점심

을먹으며일상을벗어나잠시즐거운시간을만

끽하 다.

역사문화탐방
작년에김명원원장에의해설립된(가칭)역사문화답사

회(회장차혜 )가올해도세차례의역사문화탐방답

사를가졌는데, 3월22일엔전북변산반도내소사에서,

6월21일엔속리산법주사와미륵사지에서, 11월1일엔

주부석사에서진행되었다.   

4

로툰다에서

야외거미조각상‘마망’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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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초청간담회
대여치“여성부의G-Korea 운동”에동참하다

7월7일여성부초청간담회를여성부에서가졌다. 이자리에는변도윤여성부장관, 진 곤

여성부차관, 이기순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단장등여성부관계자와심현구회장, 김은숙

수석부회장, 심경숙부회장, 김정혜총무이사, 이미연사회봉사이사가참석하 는데, 이간

담회에서최근여성부에서추진하고있는G-Korea 운동즉, Green Life(녹색생활), Getting

Job(일자리창출), Giving Hope(희망나눔)의‘3G 실천운동’에대여치가적극동참하기로했

다. 또한여성부에서는그동안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구성하여경제악화로인한빈곤.

차별, 폭력피해여성에게보건. 복지. 취업서비스를ONE_STOP으로연계. 지원함으로써경

제위기상황을조기극복하도록지원해왔는데대여치는그첫사례로2009년6월여성부보

수기부대상자인구로구의30대경제위기여성의치과치료를돕고있으며이날여성부는본

회심경숙부회장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경제위기여성들의치아상태가열악하여일상생

활이나취업에어려움이많아지원이절실한실정으로향후대여치는여성부와협조하여어

려움에처한여성들을지속적으로지원하며여성들의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에도

적극적인활동을펼칠예정이다.

2009년이사회

제2차정기이사회(6. 15) 제3차정기이사회(10. 26)

제4차임시이사회(3. 23)제4차상임이사회(2. 24)

2009년추계학술대회
9월19일대여치추계학술대회가‘턱관절치료드림팀과함께하는대여치추계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연세대학교치과대학7층대강당에서200명가까운남녀치과의사들이참여한가

운데성황리에개최되었다. 이날강연은연세치대구강내과최종훈교수의‘턱관절병! 치과

의사가꼭알아야할세가지이유’에이어연세치대턱관절및안면통증클리닉김성택교수

의‘알아두면득이되는보톨리눔톡신주사’, 연세치대안형준교수의‘턱관절질환의진단,

어렵지않다’, 선치과병원김기서과장의‘필수적인턱관절질환관리법’, 티플러스베스트

텐치과김현철원장의‘구강내장치치료이것만은알아야’, 조선치대구강내과유지원교수

의‘약물요법, 이럴땐이

렇게’, 김연중·송윤헌

치과의원 송윤헌 원장의

‘손에잡히는건강보험청

구’등개원의들의진료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진행되어

뜨거운관심과많은호응

을얻었다. 

진료봉사
사회봉사부가주축이되어대여치임원들이매

월둘째주목요일2~3명씩조를짜서가평꽃

동네와동산원에진료봉사를나가고있다. 

7

7

9

다윈서비스교육행사
7월 1일광화문교보빌딩소강당에서 '교보생명과대여치가

함께하는다윈서비스교육' 행사를마련하고참여한회원들

과유익한시간을가졌다. 이날22개치과병의원에서100여

명의치과의사및직원들이참여해서다윈서비스교육프로

그램의기본적인내용을들으며원장으로서, 직원으로서갖

추어야할서비스의개념과내용에대해함께생각하고공감

하면서즐겁고유익한시간을가졌다. 

SIDEX 2009 - 대여치홍보부스
6월9,10일양일간코엑스대서양홀에서열린SIDEX 2009 행사에서대여치홍보부스를설치하고

적극적인홍보전을펼쳤다. 동 상'대여치의과거와현재’를상 하고기념품을증정하며남녀치

과의사들의많은관심을모았고작년에이어이번에도신규회원가입, 연회비자동이체와대여치

발전기금조성등의다양한사업으로대여치발전을위한지속적인활동이이어졌다. 

6

대한여자치과의사회 | 2009. 1. 1~11. 30

1. 꽃동네기증품전달
2. 동산원진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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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집행부
업무보고

2008
4.1~12.31

2009
1.1~11.30

제22차정기총회 (4.19)

치협제57차정기대의원총회참석 (4.26)

역사문화탐방 (4.27, 6.15, 11.9)

초도이사회-제1차상임이사회 (5.16)

2008 춘계임원워크샵 (5.24)

제4회여의주(여성의료주요단체) 정기간담회참석 (5.28)

제1차임시이사회 (6.5)

덴탈씨어터공연참석 (6.11)

사회봉사부꽃동네진료봉사

(6.12, 7.10, 8.28, 9.11, 11.13, 12.11)

대여치새로고및슬로건제작 (6.14)

서여치학술집담회 (6.21)

SIDEX 2008 -홍보부스참가 (6.28,29)

대여치정책연구위원회 (6.29~)

- SIDEX 2008 행사중대여치의향후정책수립및
활성화방안모색위한설문조사및분석보고서작성

여성주간기념식참석 (7.3)

대여치홈페이지새단장 (7.7)

제2차상임이사회 (7.10)

박소연원장콘서트참석 (7.11)

치협금연세미나참석 (7.14)

여성계인사청와대초청오찬 (7.16)

치협그랜드워크샵참석 (8.30,31) 

2008 인천시치과의사회학술대회-홍보부스참가 (8.31)

기자초청간담회 (9.4)

제1차정기이사회 (9.23) 

제5회여의주(여성의료주요단체) 정기간담회주관 (9.25) 

2008 경기도치과의사회학술대회-홍보부스참가 (9.26) 

치과계여성리더초청간담회 (10.8)

동산원진료봉사 (10,9)

제3차임시이사회 (10.14) 

서여치가을기행 (10.12)

서여치학술집담회 (10.18)

스마일재단자선골프대회참가 (10.23)

2008 추계학술대회및워크샵- 부산에서개최 (11.1~2) 

전북지부제1회여우의밤 (11.7)

스마일재단자선문화행사참가 (11.8) 

치협경 정책위원회심포지엄참석 (11.19) 

대여치방일교류회참가 (11.21~23)

서울여자치과의사회송년의밤참석 (12.11)

소식지‘Wdentist 2008년호’발행 (12.15)

제3차상임이사회및송년회 (12.16)

사회봉사부꽃동네진료봉사 (1.8, 2.12, 3.12, 5.14, 6.11, 

7.9, 9.10, 11.12, 12.10)

새내기여자치과의사들을위한간담회 (1.31)

제6회여의주(여성의료주요단체) 정기간담회참석 (2.11) 

국무총리초청여성직능단체장간담회 (2.24)

제4차상임이사회 (2.24)

서여치아름다운하루 (2.28) 

춘계임원워크샵 (3.14)

부산지부정기총회 (3.18)

서울여자치과의사회정기총회및학술강연참석 (3.19) 

역사문화탐방 (3.22, 6.21, 11.1)

제4차임시이사회 (3.23)

동산원진료봉사 (4.9, 10.8)

제23차정기총회 (4.18)

리움미술관관람 (4.23)

치협제58차정기대의원총회참석 (4.25)

여성이그린세상, G 코리아참석 (4.30) 

어린이날행사 (5.5)  

덴탈씨어터시연제참석 (5.15)

광주지부봄정기모임 (5.19)

서여치학술집담회 (5.21) 

SIDEX 2009 - 홍보부스참가 (6.9,10)

제2차정기이사회 (6.15)

서울시치과의사회장배자선골프대회참가 (6.18)

대여치와교보생명이함께하는다윈서비스교육 (7.1) 

여성부초청간담회참석 (7.7) 

- ‘G-Korea 운동’에동참하기로함

제5차임시이사회 (8.31) 

치과신문시상식참석 (9.10)

2009 추계학술대회 (9.19)

스마일재단자선골프대회참가 (9.24) 

치협그랜드워크샵참석 (9.26,27)

GAMEX 전야제참석 (10.17)

서여치가을기행 (10.25)

제3차정기이사회 (10.26)

전북지부제2회여우의밤 (11.6)

광주지부정기총회 (11.17)

A 
Report
on 
Operation



서정희선생님과의

만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6, 7, 8, 11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사단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동산원 대표로 계시는

서정희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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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 진공보이사( 이하‘정’)
사 진 구양희공보이사( 이하‘구’)

정: 안녕하십니까? 너무어려운치과계의대선배님을모시게

되어서 광스럽고어려운시간내주셔서감사합니다.

서 : 나는오래전에치과계를떠난사람이고다른일에(동산원

운 ) 파묻혀살다보니요즘의치과계에대해아는바가없어서처음

에연락을받고몹시망설 습니다. 내가우리후배선생님들께무슨

말을해줄수있을까하고요.

정: 과거에‘여자치과의사회’의초석을다지시고‘대한여자치

과의사회’를사단법인으로등록하게하신분이라고들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수많은반대도있었겠고어려움도많았을텐데그때이야기

가궁금합니다.

서: 1973년에‘대한치과여학사회’라는명칭으로시작된여자치

과의사들의모임이10년쯤지나어느정도기반이마련됐을때명칭

이‘학사’라는용어가어울리지않는다는의견도있고해서1984년

에‘대한여자치과의사회’라는명칭으로사단법인등록을하게되었

습니다. 그 당시 내가 치과의사협회의 무임소이사로 재임 중이어서

치협의반대가무척심했었죠.

정: 그러면치협에서경제적지원은받지못하셨겠네요?

서: 완전반대의입장인데무슨경제적지원이있었겠어요. 그당

시전화개설비가150만원이었는데이비용도내가부담하고병원의

내방이사무실이었죠. 그당시모임을활성화시키기위해

서울에 있는 여자개원의의 병원은 거의 다 방문을 했었고

지방곳곳에도다녔었어요. 특히기억에남는것은광주에서

모이는전남·전북선생님들의모임이놀라울정도로참여

율이높았었습니다. 그리고서울에개원한지방출신선생님

들은내가더챙겼지요. 아무래도학교선배의도움이적을

수밖에없으니까……,

정: 사단법인으로등록되면어떤장·단점이있습니

까?

서: 사단법인으로등록이되면보건복지부의감사를받

아야하기때문에재무장부관리에소홀함이있으면안되

죠. 이점은불편한점입니다. 그리고아까도말했듯이치협

에서전혀지원이없고회비납부는저조하고(이중회비라는

느낌이있어서) 해서경제적으로그리넉넉하지는못했지만

내가 앞장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무난히 이끌

게됐죠.

구: 현재‘동산원’이라는 사회복지단체를 운 하고

계신데설립동기가궁금합니다.

서: ‘사회봉사’에대한생각은여학교때부터꿈꿔왔던

것입니다. 나자신도장학금을받으며학창시절을보냈었기

때문에나중에내가능력이되면반드시어려운이웃을돌

봐야겠다고생각하고대학에진학을했었는데, 결혼하고아

이들낳아기르고살면서조금잊고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나이60세되던해에3개월새벽기도를한후드디어큰

결심을하고시행에옮기게되었죠. 그러니까치과는그때

은퇴하게된것입니다. 처음에는규모도작았고재정도상당

부분부채로시작했는데뜻있는많은분들의도움으로조금

씩규모를키워서지금의모습이갖춰졌습니다. 너무감사한

분들입니다.

정: 현재동산원의규모가꽤되는것같습니다.

서 : 원생100명이생활하고있고, 회원은50명에다다

릅니다.

우리원생들의작업활동시간에‘동산식품’이라는라

벨로고춧가루를생산하고있는데선전좀해주세요. (웃음)

품질좋습니다. 내가성격이남에게손벌리기를부끄러워해

서 어려운 소리를 못했는데‘대한여자치과의사회’같은 의

료단체에서우리동산원같은사회복지단체에많은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내년에는원생들의재활치료를위해‘수

장’을만들기로계획하고있어요. 水치료가지체부자유인

들에게매우좋은효과가있습니다. 물에들어가면사지가

다펴지거든요.

구: 서울댁에서동산원까지거리가먼데어찌둘러

보시는지요? 건강은괜찮으신지요?

서: 지금도매일5시반에서울사직동집에서출근해서

6시반이면동산원에도착하여7시에100명의원생들과얼

굴을마주보고아침식사를같이합니다.

정&구: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들도 힘든 일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에당부하고싶으신말 을부탁드립니다.

서 : 지금보다더많은활동을해야하고여자치과의사

회의발전사를어느한 역에치우치지말고공정한시각

으로오랜시간을두고차근차근만들어나가야합니다.

정&구: 예, 저희후배들이중지를모아하나하나해

나가도록해야겠습니다. 이른 아침에좋은시간갖게해주

셔서정말감사합니다. 오늘의가르침을꼭가슴깊이간직

하도록하겠습니다.

동산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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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김연중·송윤헌치과원장

측두하악장애환자는대부분이복잡한만성병적상태인

경우가많다. 이런환자를치료하기위해서환자의상태를정

확하게평가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여포괄적인평가

체계가필요하지만간단한경우에는간이평가를통해서질

병의유무를판단하고치과의원에서가능한치료를해주는

것만으로도효과적인경우가많다. 치과의원에서가능한치

료를중심으로이런환자를평가하고치료하는방법에대해

서알아보고자한다.

Ⅰ. 간이평가 (screening evaluation)
간이평가는기본적으로모든치과내원환자에서검사하는

것이필요하며측두하악장애의증상을호소하는경우우선적

으로실시되어야한다. 이러한간이평가에는설문지조사와간

이병력검사, 간이진찰(표1, 2)로이루어지는데중요한소견이

발견이되면좀더정 한검사를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또

한치과의원에서구비하고있는파노라마촬 기를이용하여

파노라마사진과 TMJ 파노라마촬 이가능하므로진단과정

에방사선검사를포함시키면좋은정보를얻을수있다. 방사

선사진상에서 하악과두의 모양이상이나 골변화가 관찰된다

면증상의유무와관계없이정 한검사를시행하는것이정

확한환자의상태를파악하기위해서필요하다. 환자에따라

서는자신이증상과징후를가지고있지만대수롭지않게생

각하거나치과와연관성이없다고스스로판단하여치과의사

에게이야기하지않는경우가많다.

Ⅱ. 진찰및검사
간이검사에서측두하악장애가의심되거나증상과징후에대해서좀더포괄적인검사가필요하다면환자의상태

를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 측두하악장애의주된증상은관절잡음, 통증, 개구장애등이있고, 그밖에두통, 어깨

통증등도잘알려진증상이다. 이런증상은관절성과근육성의두종류로나눌수있는데경우에따라서는두가지의

복합형과인대의손상등도있다. 일반적으로세세한진단에이르지못하더라도이두가지종류는구분하는것이판

단에중요한도움을준다. 

다음네가지사항은명확하게밝혀야하는점들이다.

1) 주증상(환자의주소는무엇인가?)

▶관절인가근육인가, 아니면그외의것인가(인대에대한손상등)

2) 환자가가지고있는병적상태(진단명과관계)

▶관절성이라면관절원판변위의유무

▶관절원판변위라면정복성(with reduction)인가

비정복성(without reduction)인가

▶근육성이라면급성(염증등)인가만성(근막동통등)인가

3) 주원인(기여, 악화요인)

▶이상기능(parafunction)과악습관의유무

▶bruxism이라면이갈이인가이악물기인가

4) 심리적요인의유무

환자의심리적상태가복잡한경우에는개인적인사항, 일이나

환자의생활에 향을주는사회적환경, 스트레스와

불안의원인등에관한여러가지상세한것에관해서질문할필요가있다.

1. 개구량 및 좌우측 측방운동시 하악운동범위를 측정

(운동시 부조화 여부도 관찰)

2. 전이부나 내이를 촉진하여 측두하악관절 압통 유무를 검사

3. 악관절잡음(단순관절음이나 염발음)을 청진하거나 촉진

4. 교근과 측두근의 압통 유무 촉진

5. 과도한 교모, 과도한 치아동요, 협점막이나 혀의 측방압흔을 검사

6. 악면, 악골과 치열궁의 대칭성과 배열상태를 검사

표2. 신속하게평가가가능한절차로이것또는이와유사한절차로간단하게평가를시행한다.

측두하악장애를 위한 간이 설문지

측두하악장애에서 요구되는 간이 검사 절차

1. 하품을 할 때와 같이 입을 벌릴 때 불편하거나 아픕니까?

2. 턱이 움직이지 않거나 벌어지지 않거나 빠진 적이 있습니까?

3. 씹을 때나 이야기할 때와 같이 턱을 사용할 때 불편하거나 아픕니까?

4. 턱관절에서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5. 턱관절이 규칙적으로 뻣뻣하거나 조이는 듯하거나 피곤하게 느껴집니까?

6. 귓속이나 귀주위 관자놀이 또는 뺨 부위가 아픕니까?

7. 치아가 닿는 것이 이상하거나 치아를 다물 때 불편합니까?

8. 두통이나 목에 통증이 자주 있습니까?

9. 최근에 머리나 목, 턱에 외상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 턱관절문제로 최근에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표1. 모든환자들에게서이러한문항을포함한설문지나인터뷰를통해서간이평가를시행해야한다.

치과의원에서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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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관절수조작술

급만성의폐구성과두걸림이있는경우하악을하방으로신연시

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원판을 정복시켜주는 술식이다. 환자를

치과용 의자에 약 45도 정도로 눕히고 긴장을 풀도록 한 뒤 환자

의머리를한팔과술자의가슴으로강하게붙잡고다른한손으로

수조작이 요구되는 쪽 구치부를 엄지로, 하악체를 나머지 네 손가

락으로 감싸듯이 잡는다. 머리를 잡고 있는 손으로 관절과두의 움

직임을촉진하면서서서히하악을하방으로그리고전방으로수조

작을 실시한다(그림1). 환자가 이완이 되지 않아 수조작이 실패한

경우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수조작술을 시행할 때 환자의 통증이

심한 경우 도리어 근육의 강한 수축에 의해서 수조작술이 실패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히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실패를 하

여도반복적으로시행하는것이관절의신전에도움이되고한번

의 시술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내원 시마다 시행하는

것이좋다. 통증이너무심한경우너무무리하지않도록주의하며

필요에 따라서 악관절에 마취를 하여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정복성관절장애에서도 관절의 신연을 위해서 시행하면 도움이

된다.

그림1. 악관절수조작술

3. 자가물리치료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물리치료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므로

자가요법으로사용하기가어려우나기본적으로온찜질이나냉찜질

은손쉽게가능하다. 찜질의경우습기가있는것이좋으므로만약

찜질팩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겉에 뜨거운 물수건을 두르고 하는

것이 추천된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을 이용

하여화상을입지않을정도의적정한온도가되면수건을여러번

길게 접어서 양측 안면부에 접촉할 수 있게 한다. 시간은 10분정

도찜질을하면 5분정도의휴식기를가지면서여러번반복하도록

지시한다. 냉찜질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김치냉장고 등에 넣어서

찬수건을만든다음5분정도찜질을하고서5분정도휴식기를갖

게 하면서 반복 적용한다. 온찜질과 냉찜질에 차이는 없으나 급성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필수적이다. 이 역시 환자에게 자

세한방법을교육시키고필요성을인식시켜야한다.

4. 약물요법

초기질환인경우적절한약물의선택은증상완화에많은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NSAIDs)와 근육이완제, 진통성 연고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처방

은 p.r.n.(pro re nata, 필요에 따라서)으로 부정기적으로 복용해

서는안되고정기적으로꾸준히복용을해야하며기본적으로근

골격계질환의 경우 1-2번 복용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1-2주정도는꾸준히복용을하면서경과를관찰해야한다. 

턱관절 환자의 주의사항

턱관절장애를치료하는데에는여러가지치료방법이있지만근본적으로는환자자신에달려있습니다. 

다음의주의사항을반드시지키는것이치료성공의열쇠가되므로자세히읽어보시고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일상생활에서가능한턱을사용하지않고쉴수있도록하여문제가되는부위가안정되도록하는것이

가장중요합니다. 턱을쉬게하여긴장된근육을이완시키고관절에전달되는압력을감소시켜서

보다쉽게치유되도록합니다.

(1) 식사할때를제외하고는아래윗니가서로닿지않고떨어져있도록합니다. 이를다물고있는것이

정상이라고생각하여이를앙다물고있는것은관절에많은무리를줍니다. 스트레스를받을때

이를꽉무는습관이있으면그것을인지해서턱을편안히하고아래윗니가서로닿지않도록해줍니다.

(2) 자세는항상바른자세를유지합니다. 머리, 목, 등의자세를바르게하는것이바른턱자세를

취하는데도움이되므로, 책을읽거나TV를볼때, 턱을괴거나손으로머리를받치는습관은피하고

가능한머리를똑바로합니다. 앉을때는허리뒷부분에쿠션을대는것이좋습니다.

(3) 턱을무리해서사용하면안됩니다. 달걀, 두부, 찜과같은부드러운음식을먹되, 

껌이나오징어와같은질긴음식이나깍두기와같은단단한음식은가능한피합니다. 

보쌈, 통과일이나햄버거와같이입을크게벌려야하는것들은작게하여천천히먹습니다.

이와같이음식을부드럽게먹는것은턱을쉬게하는일시적인방법이될수있습니다.

(4) 음식은좌우측양쪽을이용하여골고루씹어서먹습니다. 그래서한쪽관절로가는무리한힘을줄여줍니다.

2. 입을크게벌리지않습니다. 

하품이나와도턱아래를막아서갑자기관절이무리하게벌어지지않도록합니다.

3. 자신의증상이어떤지일부러턱에무리한힘을주어서증상을나타나게하지않습니다. 턱관절에문제가

있는분들의심리중에자꾸그것을확인해보려는것이있습니다. 소리가나면자꾸소리를내보고아프면

턱을요리조리움직여아픈것을반복적으로해보는일은질환을악화시키므로절대로하지말아야합니다.

4. 하루에반드시가벼운운동을규칙적으로시행합니다.

턱관절질환은단시간내에치료되는질병이아니기때문에꾸준한주의와노력이필요하다는

사실을주지하시고담당의사가지시하는대로따라야합니다.

표3. 측두하악장애환자의주의사항.

Ⅳ. 요약
측두하악장애의증상을주소로내원하지않은환자라도악관절에대한간이검사의필요성은있으므로통상적인검사를

하는것은추후환자와의분쟁에대비해서필요하다. 환자가증상을호소하거나의심이되는경우에는그에대한진찰을통해

서자료를구축하고그에대한경과를지속적으로관찰하면서필요에따라서는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여적절한초기치료를

해주는경우효과적일수있다. 또한전문적인진단과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근거가되어환자의의뢰를위해서도반드

시필요한것이다. 치과에서치료하는측두하악장애에대해서어떠한치료도없이의뢰하는것보다는치과의원에서간단하

게시행할수있는치료방법으로치료를하여경과를관찰해보고증상개선이없는경우의뢰를하는것이필요하며치과에대

한환자의신뢰도높아질수있다. 다만악관절치료에대한경험이많지않다면치료를시도해보고서의뢰시점을적절하게판

단해야나중에분쟁의문제가없게되므로지속적인경과관찰은반드시필요하다.

Ⅲ. 치료방법
측두하악장애를치료하는방법에는행동요법, 장치요법, 악관절수조작술, 물리요법, 투약, 수술등으로

크게나눌수있는데본격적인치료이전에간단한치료는치과의원에서특별한장비를갖추지않고도시술

이가능하다. 이러한간단한치료방법에의한증상완화가없는경우정 하고정확한진단하에적절한치료

계획을세울수있는전문가에게의뢰가필요할수있다.

1. 행동요법

측두하악관절장애를야기하거나그증상을악화시킬수있는원인요소인기여요인을찾아내어환자에게인지시키고제

거하기 위한 환자의 노력에 대한 동기유발과 기여요인 조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증상을 개선하고 개선 후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치료법이며1회에의한행동요법치료가효과적일수없고기본적으로수차례에걸쳐서반복

적으로시행이되어야한다. 단순히 환자에게주의사항을교육시킨다면환자는그중요성을간과하게되고많은치과의

사들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므로 행동요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교육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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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
조선대 치전원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턱관절질환의
치료시
약물요법

턱관절질환(측두하악장애)와연관된통증이나광범위한구강안면통증을치료하기위해사용되는약물의범위는

매우광범위하다. 턱관절질환에대한치료중약물치료는엄 히말하자면보조요법에속한다. 보조요법은환자의증

상을변화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으며, 질환의원인에대한치료효과는없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약물요법을시

행하는이유는통증과기능이상을감소시키기위해서이다. 따라서최고의치료효과를추구하기위하여술자는, 약물

치료를시행하기전에앞서질환에대한진단및해당원인을파악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또한, 환자에게약물치료

를시행할때약물이모든문제점을해결하거나치료하지는못한다는것을설명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즉, 약물

치료는다른치료법들과병행하여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질환에대한정확한진단및원인파악을시행한후적절

한투약요법을시행하여야한다. 

1. 소염제 (Anti-inflammatory Drugs)

A.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B.선택적COX-2 억제제

C.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s)

2. 항우울제 (Antidepressants)

3. 근이완제 (Muscle Relaxants)

4. 항불안제 (Antianxiety Drugs)

5. 국소마취제 (Local Anesthetics)

6. 보툴리눔독소 (Botulinum toxin)

턱관절질환의치료시가장흔히사용하는약

물을 크게 분류해 볼 때, 소염제(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및 코티코스테로이드), 항우울

제, 근이완제, 항불안제및국소마취제등이있다.

소염제중코티코스테로이드, 항불안제는급성통

증 시 주로 사용하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근이완제및국소마취제는급성및만성통증시이

용할수있으며, 삼환성항우울제는만성통증에주

로 처방되는 약제이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툴리눔독소또한턱관절질환및구강안면통증

에사용되기도한다. (표1)

표1. 턱관절질환치료시사용되는약물 그림1. 진통소염제의작용기전

(구강안면동통과측두하악장애12장에서발췌)

1. 소염제 (Anti-inflammatory Drugs)

A.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통증과 부종은 조직의 외상이나 감염부위에서 유리되는 프로스타 란딘에 의하여 일어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제는 cyclooxygenage의생성을억제하여아라키돈산으로부터프로스타 란딘의합성을억제함으로써염증

반응을감소시키며, 프로스타 린딘에의하여유발되는동통성자극을줄이는진통효과를나타낸다(그림1).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의주된작용은염증감소와동통조절이다. 주요적응증은급성활막염, 관절염, 근골격성

동통으로, 특히관절기원성의측두하악장애의통증치료에효과적이다.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는화학적구조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되지만, 대체로동일한효과를나타내며, 각부류

상호간에다른부류의약물에비해효과가탁월한것은없으나주요한차이점은반감기(half-life)와 위장장애이

다. 위장장애를일으키지않고장시간작용하는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가내성도적기때문에종종선호된다. 

그러나복용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하여환자에게미리고지하여야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의가

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위장장애이다. 따라서 위장장애의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sucralfate나 proton

pump inhibitor, misoprostol 같은위장관합병증예방제를함께투여하는것이좋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지혈기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혈소판

의 응집을 저해하고 출혈시간을 연장시킨다. 이러한 작용은 약물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제를장기간사용할때에는프로트롬빈시간, 출혈시간을검사해야한다. 또한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는고혈

압이나부종을악화시킬수있으므로고혈압과부종의위험이높은환자는주의하여투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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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택적COX-2 억제제 (Selective COX-2 Inhibitors)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COX-1과 COX-2를 모두 억제함으로써 위점막 자극의 부작용을 유

발할수있다는점에반해, 선택적 COX-2 억제제는 COX-1에 의하여생성되는위점막을보호해주는

프로스타 란딘을 억제하지 않고 통증과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프로스타 란딘만을 억제하여 줌으로써

소화성궤양이나 출혈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비스테로이성 소염제를 처방해야 할 경우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있다. 

하지만COX-1의억제가혈관수축과혈소판응집작용을억제하여혈전의생성을감소시키는데반하여,

COX-2 만의 선택적억제는혈관확장과혈소판응집을막는프로스타 란딘의생성만을억제하여혈전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시판된 rofecoxib(Vioxx), vladecoxib(Bextra)

는시장에서회수되었고현재는celecoxib(Celebrex)만시판되고있는상태이다. 

따라서 선택적 COX-2 억제제의 투여시심혈관질환또는뇌혈관질환환자에게는투여를피하는것이

필요하며, 장기간선택적COX-2 억제제투여는심혈관부작용을생각하면되도록피하는것이좋다. 

C. 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s)
스테로이드는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보다강력한소염효과가있다. 스테로이드는아라키돈산생성을억

제하여화학반응의전체적인흐름을방해함으로써프로스타 란딘, thromboxane, leukotriene 등의

생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며, 스테로이드의 소염작용은 비스테로이

드성소염제보다탁월하다. 

스테로이드 치료의 적응증은 비감염성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먼저 투여했

는데 증상완화에 실패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소염제투여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될 경우

스테로이드를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적응증은 감염성이 아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효과가 좋지

않은 활막염이다. 또한 근염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 치료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는 다

양한형태로사용될수있다. 

1) 관절내, 근육내주사요법

2) 정제복용

3) 국소도포

그러나주사요법은관절손상및근육의섬유화를초래할수있어주의를요하며,국소도포시피부침투

성이 좋지 않아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파삼투요법(phonophoresis) 또는 이온삼투요법

(iontophoresis)를이용하여투여하도록한다. 

스테로이드의 투여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개는 치료량 및 기간과 관련된다. 염증반응의

억제는감염에대한저항성을감소시켜잠복감염을활성화시킬수있으며, 장기간의치료는체내지방을

재배치하며 잠재적으로 전해질 불균형 및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투여

는Cushing 증후군과유사한임상소견을나타내기도하며, 골다공증(osteoporosis)의위험도있을수

있다. 

2. 항우울제

항우울제는구강안면통증을포함한광범위한상태에서발생하는동통조절에30년이상사용되었다. 항

우울제의진통효과는통상적인우울증치료용량보다낮으며, 우울증이없는환자에서도진통효과를얻을

수있다. 특히삼환성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는세로토닌(serotonin)과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의재흡수를방해하여, 뇌척수액내의세로토닌과노르에피네프린의효력을증가시켜통

증과우울증을치료한다. 

최근에항우울제는신경혈관성동통과반응성우울증에의한통증뿐아니라여러형태의만성통증을

치료하기위하여사용되고있다. 항우울제는우울증의감소와는다른독립적인진통효과를나타낸다. 또한

항우울제의용량은이보다10~20배가량많기때문에이러한임상효과는항우울작용과는관계가없다. 

일반적으로항우울제의투여시주된부작용은항콜린성작용(구강건조, 변비, 흐려진시야, 뇨정체)이

다. 그러므로항우울제의투여는개인의다양한진통반응과부작용에따라조절되어야한다. 특히기존의심

장질환이있는환자에서다양한심혈관효과가발생할수있으므로심장질환이있는환자에게투여시는주

의하여야하며, 항히스타민제,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항경련제와같은다른약물과혼합하여사용할

때에도심각한부작용의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러한약제의처방은전문의와협의하에이루어져야한다.

3. 근이완제

근이완제는중추성작용과말초성작용약물등두개의부류로구분된다. 측두하

악장애치료시흔히처방되는근이완제는중추성작용약물이며주로진정제로서사

용된다. 이중cyclobenzaprine은구조가삼환성항우울제와유사하며강한진정작

용을나타내므로3~4주이상사용시항우울제역할을할수도있다. 

적응증으로는급성근골격성동통이며, 이들은일차적으로진정제로서작용하

기때문에불안에의한근육통에효과가있다. 하지만근육기원의측두하악장애통

증을근이완제가완화시킨다는증거는충분하지않으므로, 측두하악장애환자에서

근긴장도를감소시키기위한근이완제의사용은물리치료와함께병행하여야하며,

단기간사용으로제한되어야한다. 

근이완제는흔히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와같이처방되며, 근이완제에대한반

응은매우다양하며사람에따라다르므로각각에따른적정(titration)이필요하다.

턱관절질환의치료시약물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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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불안제

불안은측두하악장애를심화시키는내재요인으로간주되고있다. 항불안제는일반인에게도

자주처방되고있고해마다가장많이처방된10대약물중의하나로서분류된다. 가장대표적인

항불안제는benzodiazepine(Valium )이다. 임상적으로benzodiazepine은불안을줄이고진정

효과를나타내며골격근을이완시킨다. 근이완은근육에대한직접적인작용이라기보다는전체적

인진정효과때문이다. 따라서benzodiazepine은급성외상에대한속발성강직성통증이나근연

축과연관된통증에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benzodiazepine계약물은의존성유발을하기때문에약물이나알코올중독등의병력

이있는환자에게는금기이다. 그리고가장흔한부작용으로는졸음이대표적이며, 환자들은몹시

무기력하거나심히피곤함을느낄수있다. 임상적독성반응이낮고안전범위가크나고용량의

benzodiazepine을에탄올또는중추신경억제제등과함께투여했을경우합병증및사망까지도

초래할수있다. 또한녹내장환자에게는금기이다.

5. 국소마취제

국소마취제는종종악안면동통의진단및치료에이용된다. 동통의원인이되는특정부위를

진단하여배제시키는데전달마취가사용된다. 또한국소마취제는근경련을차단하는데유용하다.

발통점주사는근막통증의치료로효과적으로사용되는방법이다. 주사바늘을이용하여근막

발통점을기계적으로제거할때국소마취제를주입하면발통점을통증없이치료할수있다. 

국소마취제를주사할때는1% 프로카인(procaine)이근독성이가장적다. 그러나치과진료실

사용으로상품화되어있지않으므로2% 리도카인(lidocaine)이사용하기에편리하다. 혈관수축제

는근육주사시에는사용하지말아야하며, 리도카인의양은주사할근육의크기에따라다르지만

치과용1 앰플로두개혹은세개의발통점주사가적절하다. 발통점주사시근막통증의치료효과

는주사제자체가아니라주사시주사바늘을상하좌우로움직여발통점을기계적으로파괴시켜

주어야한다. 

치과용국소마취제의경우, 용량이적어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가적으며, 발생하 다하더

라도시간이지남에따라국소마취제가소실되어증상이개선될수는있다. 마취제의가장흔한부

작용은졸음이다. 때로는중추신경계를흥분시켜서초조, 떨림, 경련등을유발할수있으며, 전신

적으로흡수되면심장에 향을미치게될수있으므로주의를요한다. 

6. 보툴리눔독소

보툴리눔독소는식중독을일으키는미생물인Clostridium botulinum에의해만들어지는신경독소로

서근신경계접합부의아세틸콜린유리를막아일시적으로화학적신경차단(chemodenervation)을일으

켜근육, 땀샘, 괄약근부위등의활성저하를유발한다(그림2). 

보툴리눔 독소는 1999년 FDA에서 사시(strabismus), 안검경련(blepharospasm), 편측 안면경련

(hemifacial spasm)에대한치료효과를인정받은이후, 근신경계질환의치료에다양하게사용되어왔으

며, 2002년도에는FDA에서주름살제거등의성형목적으로도그효과를인정받았다. 

특히 구강안면 역에서도 교근비대증(masseter muscle hypertrophy), 이갈이(bruxism), 근막통증

(myofascial pain), 근경련(muscle spasm), 하악이상운동증(oromandibular dystonia) 등의치료에사

용되고있다. 

보툴리눔독소의장점으로는강력한근신경차단작용과더불어근막발통점의생성을차단시키는역할

을하며, 부작용이비교적적고경미하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주사방법이간편하며, 특정근육에선택

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일반적인독소가가지고있는항체형성율이작은편으로반복

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단점으로는작용기간이 구적이지않아반복적으로투여하여야한다는점이다. 이외에인접조직으로

전파시문제점, 항체형성시효과가없어지는점, 비용이다른약제보다비교적비싸다는점을들수있다.

앞서언급하 듯이턱관절질환의치료를위해사용되는약물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 그러나환자에

게있어효과적인약물치료를시행하기위해서는증상에대한진단이정확히이루어져야하며, 적절한투약

요법을시행하여야한다. 물론최근에개발된약제에대한지식을확보하여다양한투약을시행하는것도중

요하나, 술자가자주사용하는약제를처방하는것또한예기치않은부작용을줄일수있으며, 환자의연령,

환경, 의학적병력등의평가는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다고볼수없을것이다.

그림2. 보툴리눔톡신의작용기전

(구강안면동통과측두하악장애12장에서발췌)

참고문헌 구강안면동통과측두하악장애(2판), 정성창, 김 구외공저, 신흥인터내셔날, 2006, pp 298-319

악관절장애와교합의치료(6판), Okeson 저(정성창외역), Mosby, 2008, PP 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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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리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이사
정애리치과 원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원여러분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치협)의문화복지위원회를맡은지벌써1년이지나갔습니다.

여러가지로부족한저를조용히지켜봐주시는여러분에게무척감사드립니다.

제업무는주로문화활동지원, 금연특별위원회의금연관련활동, 의료계열개단체와함께하는

건강한사회만들기운동, 소비자단체와의교류등입니다.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평소에

가정과병원일로문화생활이부족했던저에게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 건조했던 제

생활에 좋은기회가되었습니다.  여러분야에

대해잘모르나여러문화행사를다니면서치과

선생님들의재능이대단하다는것을알수있었

습니다. 

치과의사들이 문학 활동하는 모임인 치문

회는한달에한번저명한문인을모시고강연

을 수년간 들어왔고 최근에‘치인문학’이라는

책도2호를내는등활발하게활동하는것을볼

수있는데널리치과의사들에게알려지지않아

많은치과의사들이좋은강연을접할기회를못

갖는것이아쉬웠습니다. 

덴탈씨어터 연습하는 곳에 협회에서 격려

차 가보면 프로 못지않게 연기를 잘하는 것에

놀랐고공연시작전에하는시연제도연극에문

외한인나에게새로운것이었습니다. 진료후에

시간을따로내어연극연습을몇개월동안하

는동료치과의사들을볼때치과와가정둘만

으로도벅차했던나는그들이대단하다고생각

했습니다. 

덴탈코러스 역시 매우 발전해서 외국으로

무대를옮겨열고연세드신선배님들도힘들지

만열심히함께하시는것을보고존경스러웠습

니다.

치과의사이지만음악을좋아해서가수로데뷔하는어

느치과의사의첫개인콘서트에가보고그분의평생의소

원이이루어지는듯이보여내속이다시원한적도있었

습니다.  그러나나도치과를하는사람이다보니무대장치

며한번공연하기위해들어갔을여러비용을추산해보고

는같이갔던다른선생님과공연을보면서걱정한적도

있었습니다.

치협에서타의료단체와함께‘건강한사회만들기운

동’을하고있는데작년에발족식을하고올해 3월에첫

캠페인을서울역사에서했는데타단체와함께일한다는

것이쉬운일이아니었습니다. 의료인들이지금껏하지않

던일을하려니각단체의체면과이익계산등이섞여힘

들었고전국민을대상으로해야되니무엇부터어떻게시

작해야좋을지고민이많이되었으나애초에가장필요하

다고느꼈던‘기초질서지키기’로첫캠페인을서울역사

에서했습니다. 예산이넉넉하지않아크게하지는못했고

어떤개별단체간에는대립관계에있어회의나행사를함

께하기가쉽지않았지만이제는처음보다는원만히되어

가는듯이보이고여러의료단체들과함께하다보면캠페

인이잘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참여하려고하지

않던단체도동참하겠다고 들어오고있습니다.

금연부분역시문화복지위원회에서계속해오던업무

입니다. 3년전일본에서금연이보험에들어갈때치과는

빠졌었는데우리나라도담배조세로인한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을위해쓰이기위해금연이보험에들어가야한

다는분위기가조성되고있습니다. 보험파이문제로치과

가보험에서빠진다면요즘많이하고있는임플란트나미

백, 치주치료시에치과의사인우리가처방을못하고일반

의사들에게가서처방받아와치료해야하는어이없는상

황이도래할수있어요즘은치과의사들이금연처방을많

이내려주기를홍보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구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

치)를거치는동안매우액티브한일을맡지않아회무를

잘알지못하나한달에한번이사회에가면선배님들의

인생경험과다른선생님들이주고받는세상사일들을귀

동냥하는것이도움이되었고, 각상황마다경우에맞는잣

대를갖다대는것을배우는게도움이되었습니다. 내생

각만옳은줄알고살아오던나에게가장큰도움이되었

던것은서치에들어온후 습니다. 

회의시에나로서는내의견이적합하거니하고있는

데여러사람들이좋은생각을계속내어결국은가장업

그레이드된아이디어가만들어지는것을보고내생각이

항상옳지않을수도있다는소중한경험을했습니다. 사회

생활이더조심스러워야한다는것도배우고내생각의한

계밖의일도얼마든지있다는것등집과치과만왔다갔

다하던나로서는어느쪽의희생만큼이나배우고깨닫는

것도많았습니다.  항상새로운것을좋아하고배우기를좋

아하는나는띄엄띄엄생기는회무들이대학졸업후의사

회생활을계속해서배우는공부의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배우는다른것은회의를통해여러정보를듣고

빠른시간내에적절한결정을내리는선배님이나동료치

과의사들을보고배우는것입니다. 비록소규모치과공동

체를위한일이라할지라도동료치과의사한개인또는우

리단체에게중요한사안을결정해야하는것이므로순간

의아이디어와적절한결정이나오는과정을보는것과이

사회안에서발생할수있는이견이나트러블을해결하는

것을보고역시배우게됩니다. 여러사람들과여러가지

일로부딪치면힘든부분들도더러발생하는데그럴때자

신이그렇듯이남도그렇다고생각하고상대방의입장에

서너그럽고긍정적으로대하시는선하고성숙한모습을

선생님들께서보이시는데놀라왔습니다. 타인을배려해주

는삶을살아가는것을볼때사람이아름답다는것을느

끼고이런것을보고느끼라고사회생활이사람에게는필

요한듯합니다. 여러행사중에치협과서치에서직원들이

우리치과의사들을위해얼마나열심히애쓰는지보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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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웠고, 정말이해하기힘든회원들을보고그런회원이되

면안되겠다고생각도했습니다. 일을해보다가부족함을

느낄때는이미많이늦은것인지도모르겠다는생각으로

힘든적도있었지만긍정적인생각으로이겨왔습니다.

나는아이들과힘든시간을보냈을때왜그런가생각

해본적이있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이우리몸에서나올

때아마이엄마가나를잘키워주겠지하고태어났을것

입니다. 세상에나와보니아침저녁에만바쁘게엄마가돌

봐주고낮에는모르는사람이자기를돌보는것을알았을

때얼마나배신감과서 픔으로자랐을까하고생각하니

어떤이유를댄다해도어린애가이해하기가어려웠으리

라고생각해보면한없이미안한생각이듭니다. 그런상태

를지켜보면서인내해야하는나이외의모든가족과친인척

들에게도말할수없는미안함과고마움을느낍니다. 여자

와남자가같다다르다를떠나본능적으로느끼는자식에

대한감정을부정하지말고최선을찾아보면좋겠습니다. 

나는예전에는순종이라는말에매우거부감을가졌었

는데전문직여성들은특히심하리라봅니다. 운명과자기

에게놓인상황에거스르지않고순종하는것이본인을비

롯한주변에평화를가져오는지름길임을먼저깨달을수

록주변사람들에게피해를덜주는것같습니다.  순종이라

는말에는하인과같이무조건따른다는것보다지혜로움

이있어야할수있는것임을요즘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는덕을쌓지않고서는얻어지지않는매우얻기힘들

다는것도알았습니다. 최근의종교생활덕분에매우미약

하나마조금씩얻는삶의정보와지식은30대까지공부하

며얻었던그어느정보보다도삶에도움이됩니다.  우리

의삶은자기가빠져나오기전에는어떤상황으로살고있

는지남들은알지만자신만은모르고살며, 세월이지나고

나야객관적으로볼수있어그때그때주변에서해주는조

언을잘듣는것이매우필요한듯합니다.  종교생활을하

게되면삶의부분부분을보는시각이달라지고교만의

돌기도덜하게되어아이들과가족전체를위해필요하다

고봅니다. 종교생활을하는지인들과의모임은혼자서는

배울수없는지혜를얻게해주므로자식을가진엄마인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모임에서좋은말 을듣고어떻게실천을하고사는지를

보고배우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우리여자치과의사들이가정을소홀히할수없으므로

아이들이어느정도클때까지는파트타임이나공동개원

형태가매우바람직하다고봅니다. 아이들의학교시간에

젊은여자치과의사가환자를보고오후에는노령으로진

료를많이할수없으신선배치과의사선생님께서환자를

보면배운것으로사회에봉사도하고미래를위한모든

아이들에게좋겠다고생각됩니다.

처음에는회원들을위해여러가지하고싶은일이많

았지만여러가지로여의치않아제대로못하는것도있었

습니다. 치과의사들의여유있고보람있는삶을위해문화

활동과봉사활동에여건이닿는대로지원하고, 여타업무

와함께남은기간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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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형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 조교수
대여치 공보간사

2008년11월21일대한여자치과의사회임원들과일본치과계임원들과의만남을위해일본동경으로향하

다. 나리타공항에도착한후도시락으로간단히점심식사를한후이시이미도리국회의원을방문하 다. 심현구

회장이하4명의임원들과미도리의원은‘여성리더쉽과치과의사의역할’을주제로말 을나누었다. 미도리의

원은선거를통해치과의사들의정치연맹대표로나오면서치과의사라는직업을대표하는의원으로참의원에소

속하여의원직을수행하게되었다고한다. 국정에참여하면서, 일본치과의사회와지속적으로일하고있는데, 치과

수가를올리는일에 기여하 다고한다. 앞으로내년노인요양보험에서치과수가를올리는일을추진하려고한다

고도하 다. 

우측에서세번째미도리의원

가운데-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심현구

좌측에서세번째다케우치박사

일본
치과계와의
만남

Affairs of 
an association

회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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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공식일정인일본의보철보험에대한강의를듣기위해동경의과치과

대학으로 향했다. 시마다 선생(동경의과치과대학병원의 병원장)의 학교소개 및

병원견학이후와타나베선생(현 후생성노동성중앙의료심의회위원및일본치

과의사회상무이사)이‘일본보험의문제점과앞으로의대응’을주제로강의를해

주었다. 보철치료의보험화를직면하고있는우리의상황에서이를시행중인일본

치과계의현상황을이해하고, 앞으로우리가준비해야하는대안, 치과계의비전

을토의하는유익한시간을가질수있었다.  

다음일정으로일본치과의사협회를방문하여현재일본치과의사의현황및치

과계의문제점을공유하는시간을가졌다. 일본은현재29개의치과대학이있으며,

매해2400여명의치과의사들이배출되고있었으며, 치과의사1인당환자수가800

여명으로우리보다적었다. 현재치과의사수를줄이기위해치과의사고시의난이도

를조절하려고한다고하 다. 여자치과의사의비율은우리와유사했으며, 현재치과

대학재학생중여학생의비율이점점증가한다고하 다. 현재일본에는우리와같

은사단법인여자치과의사회는없고, 치과의사협회내에여성치과의사모임을만들

려고준비중이었다. 1971년에시작된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역사와활동에대해

자랑스럽게이야기할수있었다. 

일본치과의사협회내의회의실에서설명을듣고있는모습 일본치과의사협회에서의기념사진

마지막 일정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주최 저녁

만찬이었다. 이때일본여자치과의사들과의편안한

대화를가질수있었다. 가정과치과에서힘들어하는

것은한국이나일본이나모두같았다. 비록현재는양

국모두치과의사협회내에서여성의역할이많지는

않지만, 여자치과의사수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

는추세로미루어볼때여자치과의사들의역할이커

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여자치과의사회의 역할도

커질것으로생각되었다. 만찬을통해한일여자치과

의사간의지속적인교류를가질것을약속하 다. 

Visiting

Japan

일본보험계에대한강의중

강의후와타나베선생과함께한기념촬

한일여자치과의사회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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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현재개원중인병원을견학하는시간을

가졌다. 필자는교정치료를하는콘도선생의병원을

방문할기회를가졌다. 토요일에는시내에있는본원

이아닌, 자택아래를개조한아담한치과에서진료를

한다고하 다. 소박한인테리어와40년이상된환

자의자료들을보면서일본인들의장인정신을느낄

수있었다. 

앞으로일본치과계가직면한문제는저출산고

령화의급격한진행에따른의료비급증과이를지지

하는노동인구의감소이다. 특히고령자의의료비증

가가심각하여의료병상수삭감, 예방과보건지도의

의무화, 고령자의독립된보험제도창설등을추진하

고있다고한다. 보철이보험화된다면우리또한이

에대한심각한고려가있어야할것이다. 또한일본

치과계에서보험치과의료비는지난20년동안거의

증가가없었다고한다. 이는정부가진료수가개정률

을억제하고, 치과에새로운질환이적고, 조기치료

로중증도가감소하기때문에신기술, 신검사법의개

발과도입이적기때문이라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보험치과진료의범위를넓히게될것이다. 일본

을타산지석으로삼아서올바른보험제도가정착화

될수있도록우리모두가관심을가져야함을배운

의미있는방문이었다.

콘도선생병원에서

Visiting

Japan

박경희
서울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샬롬치과 원장

알면
힘이되는
보험청구의팁

지난번에이어 을쓸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지난번의 은보험청구의원리에관한것이었다면

이번에는조금더선생님들께실제적인도움을드리는구체적인예를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것과지면관계상가장청구하기까다로운치주에대해말 드리고

근관치료와외과치료등은다음에기회가되면말 드리겠습니다.

기본진료란?

초진료, 재진료만산정하는경우이며상병명이반드시챠트에

기록되어있어야하며초진료 10,960원재진료7,270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참고로앞으로나오는숫자는환자부담액과

청구액을합한총진료액을말 드리는것입니다.

1. 진찰또는상담만한경우

2. 구강건조증처치, 구내염약물도포(J.G)등

3. 치은염, 지치주위염등의간단한구강연조직질환의처치

4. 발치전동통감소를위한간단한처치

5. 처방전만발행하는경우

보험이야기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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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은박리소파술

치은박리소파간단

▶간단은절개후치주판막을박리하여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제거하고치근면의치석제거및

치근활택술을시행한경우에산정

▶1~2개치아에시행한경우도산정

치은박리소파복잡

▶골내낭을제거하면서치조골의생리적형태를

만드는것으로골성형술과지지골을제거하는

골삭제술을동시에시행한경우에산정

▶2개치이하인경우또는1/3이하의골소실이있는

경우에는치은박리소파간단으로인정하나

2개치이하라하더라도치근분지부위에골흡수

현상으로치조골변형이있어수직성골흡수가

확인된경우복잡으로인정

**발치와치은박리소파술동시실시시적용**

치은박리소파100%, 발치료50% 산정

통상적으로치주낭측정검사. X-선 상진단, 

마취, 투약, 치주후처치등이수반되어야함

▶동일부위에재실시한경우산정방법

가. 6개월이내: 치은박리소파술50%산정

나. 6개월초과: 치은박리소파술100%산정

6. 치주후처치

▶치주후처치(간단):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등의치료후에행하는드레싱이나

봉합사를제거하는경우산정하며반드시치주치료

시행후청구가능

▶치주후처치(복잡): 치주수술후

X-ray

1. 치근단촬

동일부위에동일한목적으로2장이상촬 시

그냥1장으로만청구하는경우가많은데프로그램에

보시면동시촬 부문을누르시어촬 한매수대로

5매까지청구가가능합니다. 

2. 파노라마촬

1. 치아맹출확인

2. 매복치확인이나매복치발치를위한경우

3. 구내촬 이불가능한경우

(내역설명을꼭하실것)

4. 부분적인치근단촬 만으로진단이불충분하여

그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5. 전체적인치주환자

모든X-ray 촬 은촬 료70%와판독료30%로

이루어져있으므로반드시판독소견을챠트에

명시해야하는데길게쓸필요가없고상병명을

적어놓으면인정이됩니다.

파노라마와치근단동시촬 시상병명참조하여

선택적으로실시한경우다인정되니내역설명을

하시고치근단도꼭청구하시길바랍니다.

치주치료

1.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산정하며치주낭을측정하여챠트에1치당

2면이상기록한경우인정(mm단위로)

2. 치석제거

▶치석제거만으로치료가종료되는전악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아래와같은경우는급여토록한다.

가. 치주질환처치에실시한부분치석제거

나. 치주질환치료를위한전처치로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다. 개심술전에실시하는전악치석제거

▶치석제거의비급여범위

가. 치석제거만으로치료가종결되는전악치석제거

나. 구강보건증진차원의정기적인치석제거

다. 치아교정및보철을위한경우

라.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를위한경우

▶1~2개치아에치석제거를실시한경우는

치석제거의50%만산정

▶동일부위에치석제거를재실시한경우산정방법

가. 3개월이내재실시한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산정

나.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치석제거50%로산정

다. 6개월초과: 치석제거100%산정

3. 치근활택술

▶치근면에축척된치석및세균, 변성된백악질을

제거하여치근면표면을매끄럽게활택하여

치은부착을도모하는술식

▶일반적으로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전에시행

▶치석제거없이산정가능하나

단, 일률적인경우조정되어질수있음

▶초진시에전처치없이급성치주염상병명으로

치근활택술을일률적으로청구하는경우는

기본진료료에포함되는치료로간주되어

심사조정될수있음

▶마취는사용유무에따라산정가능

▶동일부위에치근활택술을재실시한경우산정방법

가. 1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산정

나. 2개월~3개월이내: 치근활택술소정금액의

50%산정

다. 3개월초과: 치근활택술100% 산정

4. 치주소파술

▶치주낭이있는치조골까지기구를도달시켜

치주낭내면의염증조직을제거하여건강한

치주결합조직과치아가재부착이일어나도록하는술식

▶치석제거후시행함을원칙으로하며초진시

전처치없이시행시조정될가능성

▶급성상태에서적용은산정착오(치석제거후경과

관찰후시행)이며 마취하에서시행되어야함

▶동일부위에주소파술을재실시한경우산정방법

가. 1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

나. 1개월~3개월이내: 치주소파술50%만

다. 3개월초과: 치주소파술100%산정

**치근활택술과치주소파술산정시적용**

1~2개치아에시행한경우도100% 산정가능

치주낭측정검사, 페리오돈탈팩, 처방등은

선택적으로적용

지면상치근절제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가 액, 미노클린, 인사돌에대해서는다음에기회가되면또말 드리겠습니

다. 치주를너무어렵다고생각마시고자세히여러번읽어보시고꼭진료한내용은청구하시기를바랍니다.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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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부산여자치과의사회 회장
태경치과 원장

치과의사와

음악
뒤에기다리는환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 지난주에받은치료후에계속아프다고따지는

환자에게상세하게 설명했는데결국치료비DC가목적이었다는것을깨닫고허탈한마음에

스트레스를받을때, CD player에서흘러나오는잔잔한첼로의음률은

나의짜증을달래줍니다....

음악은너무나대중적이지만,, 의사들은특히음악에매우관심이많은편인것같습니다.  

웬만한의대치대에는음악동아리한두개쯤은있고(부산대치전원에는오케스트라,  

그룹사운드덴타폰, 클래식기타동아리아현등이있음), 많은의사들의취미가악기연주혹은

음악에연관된것이며, 비전문적인아마추어오케스트라단원중많은단원들이의사들이지요... 

또한많은미혼남자의사들은음대출신신부감을원하기도하구요..저는어릴때부터어머니와

음대를나온이모에게서피아노를접했고, 그후전공을하기위해눈물이나도록혼나면서

배웠는데공부보다피아노실력이모자라서치대로진로를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릴때반강제로배운음악일지라도그것이내가중학교시절엔 반주도하고, 

덴타폰에서는키보드를맡아연주하는계기가되었지요. 나아가나이가더들어서는음악이

나의가장큰친구이자취미가되었고이젠피아노로만족하지않고첼로, 클라리넷도

틈틈이배우고가끔씩연주회단원으로서연주도하고있답니다. 

전공자들은음악을훨씬더잘이해하고연주하며또한

그들에겐음악은삶이고생활이고미래이겠지요..  

반면에비전공자들은실력면에서는모자라지만음악을

좀더푸근하게즐길수있을것같다는장점도있는것

같습니다... 이런면에서음악은마음의여유이자또한

음악은마음의청량제이지요... 치과의일상에지치고

환자들의complaint에마음아파하며자기마음같지않은

직원들때문에스트레스받을때음악은마음을쓰다듬는

손이되어줍니다. 남편의친구들중한분이음악을들으면

마음이약해져서큰일을못하게된다고자신의아이들에게

음악을듣지도, 연주하지도못하게한다고하더군요. 

사실음악을들으면마음이푸근해지면서사람이착해질

것도같고, 한편으로는너무감성적인사람이되는것

같아서우려도된답니다..

대학때부터클래식기타동아리의골수분자 던, 남편의

대학졸업동기인풍월당박종호대표는정신과전문의이지만, 

오페라에대한지식은우리나라최고라고알려져있고

오페라가자신을진정으로행복하게했노라고말하더군요. 

인간이진화하면서음악이인간에게필요하지않았다면

아예음악이생겨나지않았을것이고, 생겼다하더라도

퇴화해서없어졌을것이지만, 앞으로음악은점점더인간이

좋아하고또삶에필수적인여유와청량제가될것입니다. 

이런음악이점점쇠퇴해가는곳이있는데아이러니칼하게도

의대치대전문대학원들입니다. 의대와치대가전문대학원

제도로바뀌고난후음악동아리들은회원모집이힘들다고

합니다. 어떤동아리는아예지원자가없어서동아리의代가

끊길것이라고까지하더군요. 안타까운일입니다. 

의사는환자의몸과마음을어루만져주는전문적이면서도

감성을필요로하는직업이라생각합니다. 지식만가진

의사는환자를100% 낫게하지못할것같지않으세요?..  

하루진료가끝나고커피를마시며슈베르트의독일가곡

((음악에붙여.))을들으면서생각합니다. 

음악은훌륭한의사를만드는좋은도구이고철학이라고....         

음악에붙여~~~

그대축복받은예술이여

얼마나자주어두운시간에,

인생의잔인한현실이나를조일때,

너는나의마음에온화한사랑의불을붙 고,

더나은세상으로나를인도하 다..

종종한숨이너의하프에서흘러나왔고,

달콤하고신성한너의화음은

보다나은천국의세계를나에게열어주었다.

그대축복받은예술이여,,,

이에나는너에게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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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아
대여치 강원지부장
세정치과 원장

충분히
좋은엄마

대상관계......

졸업27년....난지금다른 역에빠져있다.

미술심리치료사수업.. 2008년-2009년7월에수업을종료하고10월에시험을본다.

매주금요일저녁수업은6시30분부터9시30분을넘긴다. 심리학과와사회복지학과대학강사들, 주부들등

다양한사람들이모여서하는늦은공부는이상한매력에빠져들게한다. 일주일동안열심히준비하고

목요일은교회미술수업과대학수업으로일년이빠르게지나갔다. 막내가고3이라더가능했을지도모르겠다.

아이들셋을이제대학에보내고나면서많은반성을하게된다.

어릴때부터관계가힘들었던아이와화해하면서건강한청년으로의젓하게서있는아들이되기까지

난19년을대상관계에서아이와공유못한부분을반성하며이 을쓴다.

전문가로서성공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지만결국아이를잘키워내는일은가장큰몫일것이다. 

이제초보엄마가되는후배들에게우리가실패했던전철을밟지않도록아이와대상관계로들어가본다.

생후24개월사이에양육자나그환경에의해아동의

심리적발달과정에입는상처에대해서연구하여그

향이성장후에어떠한결과로나타나며, 치료는어떻게

해야하는지제공하는학문이다. 만약생후3살까지아동

이정신적으로건강하지못하고상처가있으면그상처

깊이만큼인격적, 정신적, 성격적으로장애를가지게된

다. 대상관계는아이와엄마와의관계심리학이라할수

있다.

1. 개념
1) 대상관계

양육자의이미지와양육자가만들어준아이의이미지

가무의식의세계에서상호작용하는것을칭하는개념

이며아이가다른사람과의관계를결정하는준거틀이

된다.

2) 표상

자신을표현할때사용하는인지, 정서, 행동적요소

모두를포함한다. 아이가느끼는타인에대한생각과내

면화된자신에대한생각등대상과의관계를지속시켜

나가는무의식세계를지칭한다.

대상관계이론

3) 대상항상성

긍정적인정서가부여된타인에대한일관된지각을말

한다. 2-3세사이에형성된기능으로어머니에대한내면

화된긍정적인상이존재함으로인해아이는어머니가없

는동안심리적위안을받고또한한동안떨어져기능할수

있다.

대상항상성은대인관계에서타인에대한지각과경험이

부분적, 극단적으로되지않고타인에대한부정적인감정

이느껴지는상황에서도긍정적인측면과관련된지속적

이고긍정적인정서를발동시킬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

4) 충분이좋은엄마(good-enough mother)  : 

일관되게애정을표현해주는엄마

완전한엄마(perfect mothering) : 엄마가원하는시간

에엄마가원하는것을하길바라는엄마. 이때부터아이

는엄마의요구에민감해지고자신의요구에민감해지지

않는다. 즉참자기를표현하지않고거짓자아를드려내면

서엄마기분을맞추려든다.평생진행된다....

5) 투사적동일시

자기가수용하기힘든어떤내적특성을다른사람에게

투사하여다른사람으로하여금투사된특성대로느끼거

나행동하도록유도하는과정.

즉아빠의단점을아이에게주입시키므로아이가같은

행동을함으로야단치며아빠에대한화를아이에게투사

하는경우

6) 내면화

함 입: 내면화의자기와대상과의분리가안된경우

3세때분리되어야한다. 엄마와내가분리가

되지않는경우(경계선적방항장애, 

경계선상장애)

내 사: 자신의내면세계가정서적힘을가지고있으며

충분히생생하게내면화된대상.

동일시: 내사된대상의특성들을선별적으로받아드린

내면화기제를말한다.

2. 인간관
대상과의관계를형성하는것자체가인간의본능적인

욕구로간주하며사람들에게가장심각한공포와불안은

내적갈등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대상관계의상실이

나왜곡이있을때발생한다. 유아는죽음의본능이늘뒤

따라다니고이로인해공격성이자신과타인에게미치는

향력을두려워하고일차적대상에대해과도한공격성

(깨물기, 배설하기, 삼켜버리기)을나타낸다.

대상관계이론은인간개인과그개인의성장을도모한

양육자를중시한다. 자아의독립과자율성에의한자기실

현을주장하는인간관에의한이론이다.

3. 문제
1) 분리

통합의반대로서로다른정서가부여된측면들을양분

하여한번에어느한측면만을의식적인차원에서경험하

고 다른 측면은 의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내적대상에지나치게집착하는것은병리적으로본다. 어

머니와의관계에서부정적인대상으로자리할때온전히

나쁜엄마로각인된다. 유아가때때로경험하는좌절경험

이자기의내적평형을과도하게위협하지않을정도로엄

마와의관계가긍정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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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사적동일시

자아의부분들이자기로부터분리되어대상들에게투사

되는분리현상을말한다. 구체적인충동들과실제의자아

조각들이대상에게전가되는현상을의미한다. 예로자기

욕구를받아들이지못하는사람이다른사람들에게이욕

구를투사하여이들에게끈임없이도움을제공하거나자

율성의표현을좌절시킴으로이들스스로의존적인존재

로느끼고동하게만드는과정이다. 즉알콜리즘아버지밑

에서자란아이가결혼해서남편이알콜리즘에놓여있음

을발견한다. 남편을붙잡고있는것은술이아닌아내의

투사적동일시에희생양이된다. 

3) 애착

개별화가잘성취되지못한상태를의미한다. 지나치게

융합되어개별화를성취하지못하고먹혀버릴것같은두

려움을갖는다. 엄마가아이와자신이하나라고생각하면

서분리되지못할때. 즉아이가지금상태로머물러있길

바라는마음에서아이의성장을막는길이된다.

4) 변형적내면화의실패

아동의성장과정에서아동의욕구에덜반응해줌으로

써자기대상관계가서서히내면화되는과정을의미한다.

아동이성장함에따라자기대상이점점아동의욕구에덜

반응하면(충분히좋은엄마) 지속적으로아동에게공감해

주는자기대상만이아동으로하여금응집력과항상성, 탄

력성이있는발달을나타낸다. 대부분이아동의발달장애

는부모의병리적성격과아동이자라난정서적환경에서

비롯된다.

4. 상담목표
대상관계에서상담목표는아동의자아가보다효과적으

로기능할수있도록대상관계를바꾸는것이다.

충분히좋은엄마(good-enough-mother)

전적으로어머니에게의존적인유아를위한최적량의항

상성과위로를주는, 즉안아주는환경을제공해주는어머

니를뜻한다.

1) 수용하기(holding)

안아주기는임상적관점에서가장중요한태도이다. 유

아가심리적으로발달하기위한양육환경을제공함으로

써발달상에좌절했던과정을재활성화시키는작업이다.

양육환경이란지속적인보살핌과현재있는그대로의욕

구와의존에대해반응해주고담아주어새로운발달을이

룰수있도록한다. 즉칭찬하려고억지로애쓰는것이아

닌아이가열심히하고있는그상황을인정하고격려해주

어야한다.

2) 공감적이해(empathetic understanding)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주고 받아주며, 진실한 모습을

보일때공격하거나비판하기보다는그대로감정을공유

해주는환경을말한다. 이런환경이될때유아는자신의

감정을지탱하고충분히마음놓고자신의감정을표현, 경

험할수있게된다. 엄마가아이의욕구를적응해주듯이

공감적으로이해하고대화를할때이를통해서잃어버린

참자기를발견하게된다. 즉아이의기분을같이느끼게되

며공감할때참자아를찾아가게된다.

3) 반 하기(mirroring)

아이의건강한발달을위해서는완벽한환경이필요하

다. 이환경이란아이의욕구와몸짓을매우정확하게이해

하는어머니를의미한다. 파편화되고형태없는아이의몸

짓속에서유아의의도와뜻을정확하게반 해주는역할

을한다. 이과정을통해아이는자기감각을발달시킨다.

이때불안정하게반 되면아이는신체의결합과정인인

격화에방해를받게된다. 즉아이의이상행동에당황하지

말고이런행동이무슨의미가있는지생각해보고,  아이에

게똑같은행동을보여주며아이가하는무의식적행동을

아이도알게한다(미러역할). 

4) 견뎌주기(surviving)

유아의구강기에가학적환상의세력과융합한모든본

능의충동이이유없는파괴성으로대상을향해공격해올

때대상은보복하지않고견디어주고살아남아야한다. 아

이의공격-파괴적충동에는사랑이담긴원시적대상관계

가포함되어있다. 자신이공격해도파괴되거나다시자신

에게보복을가하지않고존재하는대상을경험하면서공

격성을자신의인격안에통합시킨다. 공격성을통합하면

서대상사용의능력을획득하고본능적인삶에서자유로

워진다. 즉자신의감정을드러냈을때조차도보복하지않

고견뎌주는대상이있다는걸알아가면서참자아를찾으

며긍정적으로자라간다.

5) 놀이하기(palying)

아이들에게 놀이는 창조적 활동이며 자기탐색이다. 놀

이의중심적관심은자기이며자기를발견하고자기의성

장과통합이촉진된다. 놀이의세계속에서아이들은자발

성과창조성이있는참자기모습을발현한다. 놀이능력을

상실했다는것은참자기를상실했다는의미로생명력을

잃은무채색의장미에비유된다. 즉잃어버린놀이공간을

되찾아줌으로써자발성과창조성이라는색채를갖게해

줄수있다.

변형적내재화의장제공

아기가어머니의예민한반응을충분히경험하고나면

아동은현실을배우게된다. 이러한현실과한계의깨달음

은어머니의실패에서시작되는데, 어머니가조금씩아동

의요구에맞춰주는것에실패함으로써(실패할수밖에없

음) 아동은자신이할수없는것과창조할수없는것을배

운다. 아이는자신의내부에서발생한분리욕구에힘입어

이러한가혹한현실을받아들인다고한다. 그래서이제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실제로 표현되는

욕구에반응해주는어머니가된다. 이것을‘적응의점진적

실패’라고명명하며아동의분리발달에본질적인요소로

지적한다.

유사한개념으로‘변형적내재화’라는개념으로설명하

고있다. 과거에좌절되었던자기대상관계를대상과전이

관계를통해다시경험하면서멈추었던발달을재개시키

는과정이다. 점진적으로실패를경험하게되면보다현실

적으로모두를바라볼수있는힘을갖게된다.

이와동시에자신을반 해주는변형적내면화로자신

스스로자신의야망과이상을만들어낼수있게된다. 여

기에서가장힘써야할부분은충분한자기대상이되어주

는일이며그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실패를좀더

담담하게변형적내면화를신뢰하면서공감적으로바라보

는태도일것이다. Holding-안아주는것이다. 믿어주고인

정하고사랑한다는심리적환경을전달해줌으로써아동

의존재가치를높여주는행위를말한다.

5. 결론
좋은엄마가된다는것이쉽지않지만더더욱지나쳐버

릴수만은없는것은우리아이들의정신역동성에부모가

평생에상처로마음속무의식에내재해있으면서성장해

서도어떤상황에서무의식을끄집어내어자기학대를하

는경우가너무많기때문이다. 똑같은환경속에서아이들

이반응하는일들은개인의3세이전의대상관계를나타내

게된다. 충분이좋은엄마가되기위해우리는우리의아

이들을 늘 지지해주며, 공감해주며, 반 해주고, 버텨줄

수있어야할것이다. 지금은군대갔다와서대학 4년이

된아들과고3 때대상관계를회복하여편안한관계를갖

고있다. 19년동안아이와싸우는일은힘들고어렵고포

기하고싶고..... 응급실까지갈정도로격심했던아이에대

한스트레스는순전히부모의잘못된생각때문이었다.

이제새롭게쓰여질아이와의관계로나와연관지어본다.

1. 새로운방식으로아이와연결되는것

2. 아동의떨어져나간그부분과접촉하는것

3. 그결과로인해발생하는멸절불안과직면하는것, 

그리고그렇게함으로써아동과새로운애착관계를

형성하는것

이런노력은보다기능적인대상관계구조를가져다준다.

서로에게신뢰하며상호작용안에있는인격이라여기며

아동은본인이누구이며앞으로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

가에대한느낌을느끼며자신을변화시키기위해긍정적

피드백을형성한다.  

우리모든엄마들이충분히좋은엄마가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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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자연도위대하고아름다웠지만, 서로힘든여건에서도서로돕고미소지으며야크의눈

빛으로살고있는그들은더욱감동이었습니다.

서로위해주는미소짓는마음만있다면뭐든잘극복할수있으리라는…

지난여름, 밤새내리는빗방울소리와큰나무를흔드는바람소리를들으며간간이깨면서잠과꿈

속에서히말라야의흰산과로체빙하의우람한계곡물소리를들었습니다. 

참이상하지요. 단지20일을다녀왔을뿐인데…. 전그곳의꿈을자주꾸고 행복한미소를지으며

잠에서깨곤합니다. 사실엄청나게고생하고힘들었는데도말이죠.  

어느덧매미소리보다는귀뚜라미소리가조용한밤하늘에울려퍼지는가을이옵니다. 분주한여

름이지나가고차분해지는시간이다가오는이계절을좋아합니다. 늦여름과초가을사이…하늘은자

꾸높아만가고뭉게뭉게구름은더하얘져가고…또한달여이상을계속피어나는연보랏빛무궁화

와9월의붉은상사화!  올해는볼수없겠습니다. 

또다시, 모든험난한히말라야봉우리중에서도아직공식적으로등정에성공한적이없는로체남

벽에도전하기위해8월27일목요일카트만두행비행기에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달지난지금, 우리

서울산악조난구조대의‘NEPA 로체원정대’는제1캠프설치를완성하고내일다시더높은곳으로계

속전진합니다. 대원들이8,516m의로체남벽의코리안루트와서벽에도전한다면, 긴장감으로무장한

저는원정대팀닥터로서17명의건장한장정들의건강을책임지는 역에도전한것입니다.

이제까지서울여자치과의사회와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의경험을살리고병원을꾸려본원장의

책임감과다양한성격과취향의가족들이어우러져있는가정을25년간보듬고있는지혜를모은다면

50을바라보는이즈음에잘해낼거라고다짐해봅니다. 

나이50, 지천명이라했죠. 나이탓인지30대에선결코누리지못한마음의여유와하늘의뜻을자

꾸생각합니다. 단지인간임에감사하고어제보단오늘더웃으며기쁨속에살기를소망합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하면 기쁨도 배가 되는

것이고먹구름가득한광풍이몰아치

고 나면 쨍한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

다. 그동안 깨달은인생의이치! 인생

은싸인, 코싸인의크고작은집합체

이니큰틀에서수용하며살아가보려

는마음입니다.

고산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순진한 환한 미소와

까만얼굴로다시뵙겠습니다. 

무사히 서울에서……

himalayas

히말라야고산등반을
꿈꾸는이들과함께하며

최 림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백림치과 원장

푸른하늘과빙산과만년설의흰산을바라보며보름동안조금씩조금씩오르며임자체 고산

5400m에적응해갔습니다. 숨쉬기도힘들고해가지고난뒤의추위가얼마나매서운지너무나평범

하고흔해서고마움도못느끼고사는것들, 물, 산소, 햇빛의따뜻함이정녕감사했습니다.

그추운날씨에슬리퍼만신고얇은옷만걸친채짐을나르는포터들. 우리를위해더일찍일어

나따뜻한차를권하는키친보이들의크고투박하며거친손들. 2000m 아래에선살수가없는고산

의운반수단인야크들의순박한눈과겸손함. 좋은자연환경과사계절이있고경제적으로도풍요로

운우리들은잘웃지않는데너무도열악한환경에있으면서도미소를띄우고진심으로우리를도와

주려는마음과눈빛을지닌사람들을만났습니다. 고산에다니는사람들은말수가적고순진한미소

와해맑은웃음의의미를아는그런사람들이고그런인생을살기를소망하는사람들이많더군요. 

15살소년셀키, 초등학교3년정도가배움의끝인너무도가난한오지의소년. 여자아이인줄착

각을했을정도로목소리도가녀리고수줍은미소에통하지도않는언어이지만우리팀원중에아픈

사람이라도생기면따뜻한물을권하고우리가루크라공항에서떠날때까지또다른일감을맡아조

르살레까지가야하는데도멀리언덕에서발길을멈추곤했습니다. 부족마다서로다른100여개의

소수언어를쓰기때문에표준어인네팔어도아직다못배웠고숫자계산도못해, 돈벌어서좀더공

부하고싶다던그아이의수줍은미소가자꾸눈에밟힙니다.

45세의다와세르파, 묵묵히형처럼오라비처럼우리대원을도와주며, 자신의아들은미국에국

가장학생으로보내고있지만어느도시인지도모르며, 단지자신의직업인세르파일에최선을다하

는따뜻한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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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성
대여치 기획홍보이사
가나아트치과 원장

와인과
삶의여유

1995년 화A WALK in the CLOUDS,

안개낀새벽포도밭에서의주인공들의날갯짓..

햇포도를커다란통에담아놓곤

순결한처녀들이맨발로밟으며춤추던장면...

몽환적인그장면때문이야,

내가와인을알고싶어했던건..

그리고바로난나파밸리를

안개가걷히지않은나파밸리에갔었지.

낮은아치형의하얀회벽집..

처음만난쓰디쓴, 절대목으로넘길수없었던와인.

하지만언젠가는나도저맛을꼭이해하고말겠다는은 한다짐이있었나봐..

하지만, 삶은나를그런한가로움에내버려두질않더군.

Differential diagnosis를위해

병리학책을통째로외고살아야했던,,우리

감별진단은병아리감별과질병에만있는건줄알았지..

아마그당시에..

여러와인을앞에놓고.. 이것저것감별하며

차이를알아내려고하는사람들을봤다면

배불러할게무지없는한량이라고몰아붙 을거야.

그렇듯

와인이취미라고하면,

많은시선이곱지않을것은명약관화...

난내겐그런한량의시기가절대오지않을줄알았어..

한집안의며느리로, 아내로, 세아이의엄마로, 주부가장에,,

끼니는여기저기다니는차안에서김밥이나만두로때우던시절에는....

그이후로정확히13년이야...

아니지..

공부하느라항상쫓기던학창시절까지하면더늘어날거고..

근데내게도축복처럼..

삶의여유를즐기라는듯..

여러일이생겼고

그덕분에항상관심이많았던...

와인에접하게된거고..

감별진단.. 마치조직학이나해부학시간의땡시처럼

시험문제맞추듯이와인을선별하는건..

알콜에전혀익숙치못한내혀의도전의식을자극했고..

그산지를.. 포도의종류로는세계사와유기화학등등

그와인에담긴은유로는문학을..

그와인의산지를배경으로한 화를오페라를얘기할때면,

지적허 심도충분히채웠으며

그렇게입문한와인은내삶의속도를

고속질주하는스포츠카에서

서울대공원코끼리차로바꿔버린거야

그리고참많이웃게된것같아...

음식과마리아주를위해와인을고르는행복속에서

의사와환자의마리아주를떠올렸고

온도차이에의해상하기쉬운와인을보살피며

아이들의세심한감정들을돌아보기시작했고

초대한사람들에맞춰.. 셀러에서와인을고르면서

사람들과소통하는방법도익혔으니,

내게와인은취미라기보다는은인이지.

하루일과가끝나고

그날의기분에맞춰세심하게고른와인을

소믈리에나이프로코르크를오픈하는순간...

내코를황홀하게만드는와인의 향은,

내게이렇게.. 속삭이는듯해.

“모든삶은저마다의사연과깊이가있다고...

하늘과땅과사람이만나

이렇게힘껏어우러져작품이탄생되는거라고..

그러니쉽게좌절해서도안되고

혼자서만질주해서도안되고

세월의흐름에맞춰이만큼만성숙하라고..”

wine &
comfor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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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본치과 원장

헬쓰의기쁨

하루하루매일똑같은일상의반복과너무나도규칙

적인(?) 식습관은언제부터인지40대전형적인아줌마의

몸매를내게안겨주었다. 또한, 열심히하지도않는진료이

지만, 진료가끝나고퇴근할때쯤이면어깨도아프고팔, 다

리도천근만근인상태로퇴근하게되고집에가서도항상

피곤한상태이다보니무엇을어떻게고치고시작해야될

지막막하기만했다.

10년이넘도록헬스클럽을이용하 지만, 매일비슷한

유산소운동과사우나에익숙해진터에웨이트트레이닝은

꿈도꾸지않았을즈음에Personal Training이라는System

이도입되었다. 요새는거의모든헬스클럽에서이런일대

일운동수업이유행이라는보도도많이듣지만, 처음엔비

용도만만치않은데다일대일로운동한다는게왠지익숙

하지않은우리세대에게는사치로만다가왔었다. 하긴초

등학교에다니는아들녀석에게는수 이며줄넘기, 키크

는교실등여러개의운동수업에많은비용과시간을할애

하면서, 내자신에는너무인색했던것같아큰마음먹고

시작해보기로하 다.

무슨일이든지시작이반이라고한달쯤지나니재미

도있고의욕도생겼다. 유산소운동으로워밍업후에1시

간정도의웨이트트레이닝을하고나면하루시작이상쾌

하고시간이지나면건강해질것같은막연한기대감이점

점의욕을북돋아주었다. 물론하루아침에아줌마몸매가

S-Line으로바뀌지는않겠지만우리같이노동으로(?) 일

하는직업을가진여자치과의사들에게도움이되지않을

까하는바람으로운동의종류와웨이트트레이닝의장점

들을열거해보려한다.

1. 골다공증을예방한다.

근력운동은체내에서칼슘성분이빠져나가는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큰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가있으므로여성에게는

반드시필요한운동이라고할수있다.

2. 피부의탄력성유지, 전체적인몸매의균형을잡아준다.

일반적인여성의경우아무리근력운동을열심히해도근육이

울뚝불뚝나오는정도로발달되지않는다. 꾸준한근력운동은

전체적인몸매의균형을이룰수있는효과가있다.

3. 근육량의증가로체내소비칼로리를증가시킨다. 

4. 같은체중일경우날씬해보이는효과가있다.

Weight Trainning

* 여성에게웨이트트레이닝이필요한이유!
많은사람들은웨이트트레이닝이주로남성들이하는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이운동은오히려여성에게더필요한운동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여성호르몬인Estrogen은체내발달근육을저해시킨다.

생리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비만이될확률이더높은이유이다.

2. 여성의근육은남성의50%에불과하다.

* 웨이트트레이닝을하는가장좋은방법은
전문트레이너의도움을받는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    
사정상그렇지못하다면집에서도안전하고효과적으로
할수있는근력운동을처방할때참고로할수있는
가이드라인.

1. 운동순서

허리와엉덩이→가슴과발→등과다리뒷부분→
종아리와발목→어깨와윗팔뒷부분→배→
윗팔의앞부분.

2. 기구운동의종류

1. Chest Press (가슴운동)

벤치에누워서양손으로머신을잡고서서히가슴쪽으로

당긴다음팔꿈치를완전히펴본래의자세로돌아온다.

2. Butterfly (가슴운동)

의자에앉아등을고정시킨다. 두손은손잡이를잡고

팔꿈치아래쪽은고정시킨다. 두팔을가슴방향으로

당긴다음다시본래의자세로돌아온다. 팔을굽히는

각도는약90°로하고팔은반원을그리면서당기되

가슴가운데까지오도록해야한다.

3. Incline Leg Raise (하복부운동)

벤치에등을단단히붙여눕는다. 손을머리위로올려

벤치끝을잡고몸을안정시킨다. 무릎을약60°로구부려

벤치에서발을올리고부드러운동작으로무릎을가슴쪽으로

최대한가져온다. 이때복부를1초동안수축했다가

다시다리를내리고같은동작을반복한다.

4. Decline Bent Sit-up (상복부운동)

패드밑에발을고정시키고가슴위로양팔을교차하거나

머리위로깍지를낀다. 서서히벤치에누웠다가가슴부위를

다리쪽으로가져오면서상체를30°~45°로부드럽게일으킨다.

5. Dumbbell Side Bend (복부운동)

어깨넓이로발을벌려똑바로선다. 

중간정도무게(3kg)의덤벨을오른손에들고

왼손을머리뒤에놓는다. 오른쪽으로상체를최대한굽혔다가

천천히시작위치로돌아오면서왼쪽복사근에수축하는

느낌을갖도록한다. 다른쪽도똑같은동작을실시한다.

6. Leg Pull Down (등운동)

레그머신의핸들을두손으로잡고의자에앉는다. 

팔을구부려핸들을가슴가까이끌어내렸다가

다시원래의자세로돌아간다.

7. Leg Curl (다리운동)

Leg curl 의자에엎드리고두손은손잡이를잡는다. 

두발뒤꿈치를기구에갖다댄다. 천천히다리를구부려

발뒤꿈치가엉덩이가까이오도록끌어올린후

다시원래의자리로내린다. 반동을이용하지말고

대퇴이두근이충분하게수축되고신장되도록한다.

8. Leg Extension (다리운동)

Leg extension의자에앉아서손은손잡이를잡고

두발에기구를고정시킨다. 두발을위로올렸다가

다시원래의자리로돌아온다.

9. Seated Shoulder Press (어깨운동)

머신에앉아서어깨쪽의손잡이를잡고머신을위로올린후

다시제자리로돌아온다.

10. Dumbbell Side Lateral Raise (어깨운동)

두손에덤벨을잡고똑바로선자세에서준비를한다. 

덤벨을어깨높이보다약간높게들어올린후에

다시원래자세로돌아간다. 두팔을옆으로들어올릴때

팔을완전하게펴거나몸의반동을이용하지않도록한다.

11. Standing Dumbbell Curl (팔운동)

두발은어깨넓이로하고두손에덤벨을잡고선다. 

천천히덤벨을어깨넓이까지들어올린후다시내린다. 

이때손바닥이얼굴을향하도록한다.

12. Crunch (상복부운동)

60°각도로무릎을굽혀바닥에등을대고눕는다. 

어깨넓이로팔을벌려바닥에단단히댄다. 

양손으로머리를가볍게잡고바닥에서뗀다. 

수축상태를잠깐유지했다가천천히내려온다.

13. Reverse Crunch (하복부운동)

벤치끝쪽에앉아벤치안쪽을잡아안정시킨다. 

상체를약간뒤로젖혀서다리를앞으로뻗는다.     

다리를한데모으고발끝은앞을향한채무릎을가슴쪽으로

부드럽게가져오면서이와동시에상체를앞으로가져온다.

14. Squat (다리운동)

대퇴근운동의가장기본운동으로상체를똑바로편채

시선은정면을보고천천히무릎과허리를구부리고

앉았다일어선다. 앉을때대퇴부와하퇴부의각도는

대략90°정도가적당하다.

* 여자의몸에다이어트시왜웨이트트레이닝이필요한가요?

Health



치과의사
남편으로살아가기

요즘도고민이많은때이다. 현실적인삶

과정신의삶은어떻게조화되어야하는건

지...

치과의사로서살아가는삶과, 혼의성

장을위한삶에서나는지금어디쯤인지에

있는지. 둘중하나라도하고있는지의심스

럽다. 마음의도를닦는다는게, 앉아서하

는게아니라가장큰방법은생활공부인

것인데정작그것을위해애쓰는건없다.

단전호흡과명상을처음접한건10여년

전우연히친구로부터‘해뜨는나라’라는

책을얻어읽으면서 다. 그책의주인공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가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고서 자아완성과

혼의성장의길을가게된다는내용이었

던것같다. 내친구는그책이재미없다는

데나는이거다싶을정도로큰충격이었다.

바로단센터를찾아단전호흡과명상의세

계를알게되었다.

고등학교때부터인생에대해, 내가태어

난이웃과존재의미에대해늘고민을하고

있던나는이풀리지않는숙제때문에무엇

을하든의욕이없었다. 철학책을뒤져도질

문만있지해답이없었고심리학은결론이

없는통계뿐이고, 대학에가서는새로운뭔

가가나를잡아줄줄알았지만학문의세계

가그렇게매력적이지않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많았던 사회운동이 새롭지도

않았다. 종교가, 남자친구가 대신해 줄 수

도없었다. 정신적으로는나를잡아줄마음

의중심이없었고, 몸도많이지쳐있었는지

뭔가를집중해서할때면어깨부터통증이

오면서뒷머리가아프고눈이튀어나올듯

아프면서위가쓰렸다. 특히공부할때집중

하노라면이증상이나타나오래책을볼수

없었다. 공부하기싫어서그랬나?̂  ̂ 방학

때가되면산중에절이라도들어가쉬어야

할거같았던때 다.

이운동을하면서이랬던증상이없어지

고기혈순환이좋아지면서몸이한층가벼

워지고편안해졌다. 몸도몸이지만나의근

본적의문에대한답을찾은게가장큰삶

의에너지가되었다. 사는 게의미없지는

않고크게외롭지않다는게달라진점이다.

내가태어난것은내가선택한것이며, 나의

성장, 마음공부를하기위해경험하고느끼

며살아가고있는것이다.

세상에는 어떠한 우연도 없어서 공짜도

없고손해도없이정확한거래에의해주고

받는다. 태어나고죽는것은나의몸에생사

이지내 혼은 원하다는거, 너와 나의

구분없이우리는하나라는거, 내 혼이

성장하는가장좋은길은사랑을많이하는

거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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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마음공부하기

삶의고비에서힘들고어려울때

삶의고비에서힘들고어려워하는

사람들을만날때마다“이세상에놀러

왔다고생각하며살라”고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세상에놀러왔다가때가되면

돌아갑니다.

놀다보니까함께길을가는이도생기고

자식도생기고일도생기고그러는거지요.

놀다보면때로질수도있는겁니다.

놀이에서한두번졌다고너무심각해할

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정말로놀이에열중한아이처럼

일할때최선을다할수있습니다.

어쩌면아무생각없이

묵묵히자신이맡은일을하는그순간이

최고의몰두이며가장신명나는

놀이판인지도모릅니다.

무엇인가끝내주는것을찾고있다는것은

아직덜여물었다는표시이기때문입니다.

그것은‘보채는마음’에서나온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미자
미소담치과 원장

치과의사의 길로 들어섰고 언제까지가

되든이길을가야하는나는 혼의성장을

위한사람과의조화를이루어내야하는데,

이과제를해결못하고정체되어있는듯하

다. 정신적으로혼란스럽고힘든요즘마음

을비워편안하게해주는 이다. 일지희

망편지에서발췌했다.

박열수
화정부부치과 원장

이른아침이다. 사실은새벽이다.

이시간에혼자라면을끓이는나를생각하면왠지궁상이지싶지만, 어제오전신나게공치고, 오후진료

후에운동한사람들모여서뒤풀이로술먹고늦게들어와서는뱃속이불편하다고자는사람깨워서뭐해달

라고하기에좀그렇다. 집은아이들둘, 안식구모두조용히잠들어있어서달그닥거리는냄비만바쁘다.

안식구는나랑6년을대학교에서같이지낸동기이다. 물론그시절젊은남녀의좋은시절이있었다. 그

렇지만처음과다르게아이들도훌쩍커버린지금에와서는애틋한감정이일어나기힘든게사실이다. 매일

진료후에내일로바쁘게돌아다니다가늦은시간에서야 집에들어오면, 아이들과안식구모두잠들어있어

도항상그시간에거기있어주는식구들이있어서조용히그자리를채워줘서마음이놓인다.

냄비가끓고있다.
이렇게혼자라면을끓이는게맘편한이유는동기간부부가되어졸업도같이하고 보건소방에서함께

고생하고, 개업초기에아이들도어린그시절을함께견뎌온동료라는생각이밑자락에깔려있어서, 다같이

고생하는처지에누구편하자고해서뭐해달라고하기가어렵게느껴지기때문이다.



요즘나의생활은어디발표한다는둥, 뭐만들고

싶어하는부품문제로공장에접촉한다는둥, 그리고

주변에 술 마시는 분위기로 인해 정신없이 돌아가는

형편이다. 그런나를보면항상옆에있는안식구는뭘

생각하는지가끔씩은궁금하다. 안식구가여자동기모

임때문에가끔씩서울까지나갔다가밤늦게오곤하

는데, 언젠가는궁금해서몇가지물어보았다.

“**야, 여선생들은모이면도대체무슨이야기해?

남자들처럼임상이나그로쓰이야기하는감?”

“왜, 그런거묻는거야?”

“아니그냥궁금해서...”

대충들어보면, 치과쪽이야기보단아이들교육

이야기, 집안이야기, 남편들어쩐다더라하는그런이

야기들이대부분인것같다. 아무리같은조건에서같

이공부하고, 같이졸업한상태이고같이살고있는치

과생활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여자선생들의 생각은

전혀다른부분이있구나생각이돼서그냥두고보는

게나은듯하다.

그래도그렇게나다른화성인과금성인이살아가

는중에도그나마좀다행스런부분은, 치과대학시절

부터졸업까지그리고결혼초부터개원기간까지서로

세상을살아가며경험하며공유했던부분이많아서그

런지서로이해될만한공통분모가있고서로를직업상

으로잘이해해주니그런것들은참좋은것같다. 이

를테면힘든치과치료와진상환자실랑이후힘빠지

는상황에서말은않지만, 이해되는부분이있어서서

로의입장을잘아는터라잘해주지는않지만, 엉뚱한

푸념 같은 소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듯하니 말이

다. 직업적으로는뭔가이해되고공유된부분이많다.  

라면이아직설익은것같다.
라면, 이게기다리면더안익는다고하던데..

아직도우리집은안익는라면같이덜컹거린다.

약간신경전이라도있으면며칠째썰 하다. 둘중한

사람이라도져주면될것같은데, 서로비슷한처지의

같은반동료인우리집같은분위기에서는서로어느

선을넘어서는안되는자존심같은부분이있어서어

느정도의거리감을서로유지하는듯하다.  서로들지

기싫어하고무시받기싫고존경받고싶은게인지상

정이다.

시간이많이흘 다.
아이들이훌쩍커버린지금, 긴시간이지나는동

안서로비슷하게변화해가는것을느끼면서, 아이들

과함께자고있는안식구를보면거울을보는듯하다.

거울속에서또다른내모습을보는듯하다.

하긴, 모임등에서동기여선생과내가마주칠경

우가있으면항상“열수야너왜**이는안데리고나오

고너만나오고그러냐?”그런말로도어딜가나항상

무슨꼬리표달고사는느낌이든다. 다른사람들눈엔

같은 동기간이고, 같은 직업군이라서 그런지 누구누

구의남편박아무개그렇게인식하는것인데, 이런시

각은여러모로참불편한부분이많다. 결국나자신은

그게정말싫지만, 나도모르게내주변사람(안식구)

과같이엮인사람으로보이게된다. 이젠그렇게보는

시선들을모른척하고애써태연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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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처갓집에갔을때장인어른이하시던말

이생각난다. “박서방, 자네는참머리가똑똑한것같

네. 어떻게머리가좋은지, 미리잘알고우리딸사귀

어서데려가서잘사는자넬보면그런생각이드네.”

친정아버지라서그런말 하시는건지, 내가진짜머

리가똑똑한지모르는일인것같다. 치과의사가안식

구라는 부분이, 주변 분들에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많은것같다. 정작본인들은아무렇지도않은

데.. 장인어르신이어느정도일리있는말 을하셨겠

지만, 실상은 직업적인 부분에선 부부가 치과의사로

한 치과에서 일한다는 게 무슨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그런것은전혀아닌것같다. 또

다른개체의치과의사로인정해

야지무엇을잘하고못하고해서

누가누구에게설명하고도와주

고, 그래서 더 성공적으로 치과

생활하고그런것들은기대할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상서로가남편과아내라는사

이이지만, 직업적으로는누가더잘해서가르치고배

우고하는관계, 또협력하는관계가어렵다는것을많

이느낀다. 결국하나의독립된치과의사로생활하는

것같다.

둘이살아가며가장아쉬운점은
아이들문제다.
두사람다아이들에관해서는뭔가덜해주고있

진않은지항상생각한다. 전업주부들은그렇게도많

이아이들교육에이리저리바쁘지만상대적으로우리

집은그런부분이적다고생각해서인지, 항시아이들

생각에는뭔가우리가부족하다고생각하게된다. 퇴

근해서 아이들만 있는걸 보면 아이 엄마도 그렇지만

속없는아빠도그런감정을느끼게된다.

여러 가지 동질감속에서도 여자치과의사인 안식

구를 생각하면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야

할것같다. 아직도서로간에다른부분을많이의식하

고있기때문이다. 사는집은같지만서로다른생각으

로사는게맞을것같다. 이것은긴시간함께살아와

도서로다른사람이만나사는것이라그런가보다. 

서로잘해주는것없이무덤덤하게살아오면서이

제는“어디가서사고나치지말고다니면..”하는분위

기인것같다. 그간이런저런일로맘상하게한게미

안하기도하고.. 지금껏함께살아오면서안식구와같

이힘들게고생했던생각이난다. 결혼초기에아내의

국가고시, 보건소에 딸린 관사에서의 신혼생활, 개업

초기의 궁색함.. 아이들을 부모

님께 맡기고 출근하러가기.. 등

등이런생각을할때면서로행

복하게살아야했는데하며부담

이 려오고, 아쉬운 감정도 일

어난다. 안쓰러운 감정이 많이

남는다. ‘후회하면지는것이다’

생각해도그래도뭔가아쉽다.

오늘도만날하던대로같은일을반복해서살아간

다. 아침에출근, 또그시간에점심, 그리고퇴근을반

복하게될것이다. 기왕에좋은일, 가치있는일을만

들며살고싶다. 그래서행복해지고싶다. 같이고생하

는안식구와짧은여행도다니며좋았던기억들을한

번씩 되짚어서 한참 걸어온 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싶어진다.

라면이다됐나보다.  조용히먹고, 자전거로아침

운동이나가야겠다.

다시돌아오면아이들은학교가기전아침식사한

다고, 또안식구는식사준비에, 출근준비에소리로하

루가시작될것이다. 

집사람, 아이들... 생각하며항상같이있어서고마

운줄모르는나자신에게다시금더충실하게살아야

한다고재촉해야겠다.



의입국심사를기다리며서류를내 때까지숨을참고기도하고있었다. 옆에

는부모미동반한아이들을데려온다른한국인여성들이있었는데그들이이

야기하는것을들으니, 그팀은한국에서비행기탑승수속할때입국에필요한

공증을확인하고보딩티켓을발행했다고했다. 우리도모르는사이에우리는

일차관문을통과한것이되었다. 우리에게또한번의행운이있으리라생각했

다. 약40분정도우리일행은밖에서아이들과함께있었고나는안에서맘으

로기도하면서기다렸다. 그러나아무런문제없다는듯어떤질문도없이입국

비자가나왔다. 정말마침내입국허가!!! 새벽1시에후덥지근한공항밖을나

오는데도얼마나상쾌하고맘이가볍던지..

이제출발!!! 

버디팀은마닐라근방의시설좋은리조트로출발하고, 치과팀은공항보

안검색에몇번의방송을타면서싣고온세대의모바일유니트를비롯한30개

의진료가방을싣고숙소로갔다. 치과팀이도착한숙소는20년간필리핀빈민

가에서맹인들을돌보는한국선교사부부의집이었다. 이곳에짐을풀고3개

의화장실을번갈아사용하고나니까새벽3시 다. 6시에일어나출발해야마

닐라교통체증을피할수있다는설명을들으면서자는둥마는둥가수면상태

로아침을맞이했다. 

2009  4948 KWDA

더불어 사는 삶

오랜준비끝에드디어 2009년 버디

캠프는 2개의팀으로구성되었다. 30명

의구순구개열 캠퍼와캠프리더들이한

그룹이고, 14명의치과의사, 스텝, 기공

사가또한그룹이었다.  출발전날치과

장비와재료준비를한창하고있는데필

리핀은법적으로부모가동반하지않는

15세미만은공증된보증서류가필요하

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토요일오후4

시…어떻게할수없는상황이벌어진것

이었다. 긴한숨, 초조, 긴장. 그러나일단

출발하는수밖에…공항에아이들을데

려온부모들에게혹시내일새벽에아이

들을데리고돌아올수도있다고알린후

뒤숭숭한분위기를뒤로하고무거운발

걸음으로비행기에올랐다. 복병이있으

리라고는예상했지만출발부터이럴줄

이야. 드디어도착. 초조한맘으로긴줄

우리가일할곳은필리핀정부가구획해놓고

빈민들을이주시켜놓은지역에위치한맹인교회 다. 

2버디캠프

우리가일할곳은필리핀정부가구

획해놓고빈민들을이주시켜놓은지역

에위치한맹인교회 다. 필리핀저소득

층사람들은채소를먹지못해 양소결

핍으로맹인출산율이높고, 이렇게태어

난맹인들은거리에서구걸하는일외에

는할일이없다고한다. 맹인부모의자녀

들은부모들을구걸의현장으로데리고

다니느라학교를갈수가없다. 이얼마나

고통스러운빈곤의악순환인가. 전에관

광왔을때는보지못했던판자촌내부로

이동해갔다. 치안이잘닿지않아범죄율

이높은데도불구하고이런곳에제발로

걸어들어와젊음을묻은한국인들이있

다는것이참고마웠다. 새로공사중인

맹인교회에도착해서건물앞에붙어있

는포스터를보는순간‘아이고, 우린죽

었다’하는예감이모든팀원들에게탄식

으로다가왔다.  요새흔히미백광고에사

용하는하얀치아의가지런한치열의스마일사진에‘무료치과시술, 오전9시

부터오후9시까지’라고적혀있었다. 이미인산인해를이룬일층을통과해이

층으로장비를나르면서우리를기다리는사람들과눈들을마주치기가두려웠

다. 이미번호표를300장이나나눠주었단다. 

유치발치를원하는어린아이에서부터틀니를원하는노인들까지다양한

연령층의주민들이왔다. 현지사역자들이몰려온인파의질서를잡아주고우

리는진료에만전념할수있어서좋았다. 만약우리가질서를잡고번호표를나

눠주어야하는상황은생각만해도끔찍했다. 우리에게다가오는환자를보는

순간단음식을좋아하는식습관으로어려서부터유치, 구치할것없이앞니

가다삭아버린상황앞에서는해결방안만이머리를맴돌았다. 발치만해…아

니야근관치료하고수복해줘…정말온갖생각이머리를멍하게만드는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해주는데까지해주자고하고그자리에서신경치료하

고포스트세워서광중합레진으로수복해주는데2시간이걸리기도하고

눈감고그냥발치만하거나가철성임시틀니를10대나이의애들에게

만들어주기도했다. 그런데구치부의충치는어떻게하나, 또밖에서자

기차례가돌아오지않으면어떻게하나초조해하며기다리는그많은사

람들은어떻게할것인가? 유니트체어외에도여기저기의자를놓고발치,

스케일링, 그리고알지네이트인상채득이진행되었다. 결손치가많으리라예

상하고가철성부분틀니를만들려고기공팀이대기하고있었고, 하나둘스톤

모델이나오면서기공모터는열을내기시작했다.

출발전계획은도착첫날아침에또다른빈민촌에있

는공동체를방문하는것이었는데 려든환자때문에치과

팀은포기했다. 그래서버디팀만갔다. 마을에들어섰을때

마약에취해눈동자가풀어져있는사람들이길가에앉아있

고, 어린아이들이담배를물고있는모습이눈에띄었다. 소

망을잃은사람들의모습이었다. 이빈민촌에도헌신한한

국인들이있었고, 그들이이루어놓은공동체에있는빈민들

은눈동자가반짝거리고미소가있었다. 구호물자를적은

돈이라도지불하고사도록한다는이야기, 일을해서오히

려남을도우며살아가도록독려를한다는이야기, 공동체

에설립된유치원생들이수학을잘한다는소문이나서인근

부촌의아이들세명이다닌다는이야기등을들었다.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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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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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넷째날

치과팀은기네스북에도올라있는

문띠루빠형무소에서하루진료를

하도록스케줄이짜여있었다. 

평공간에다섯, 혹은아홉명이거주하고

상하수도가따로없어길가장자리로하

숫물이흐르는골목을지나면서버디아

이들은충격을받았다. 버디들은자신들

의외모때문에학교와사회에서위축되

어살아가기도하고, 과잉보호로사회성

이부족하여남을배려하는맘이적어삐

뚤어진경우도있다. 빈민촌을돌고나오

면서한아이가말했다. “전정말나쁜노

~옴이었어요, 그렇게많은걸가졌는데

도불평만하고…”

한편치과팀에는비상이걸렸다. 넉

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재료들이

턱없이부족하게되었다. 외진시골이아

니어서여기저기전화한끝에재료를구

할수있었다. 그러나스탭과진료진들은

제대로된체어가아닌덕분에구부정한

자세로하루종일일하다보니“허리가

끊어진것같아요, 꿰매주세요”라고말

하는팀원도있었다. 점심먹고나면아무

데서나자는팀원들이마치전쟁터의전

사자들같이 여기저기 쓰러진 모양새

다. 그래도다시진료를시작하면찜통같

은곳에서팀원들의손이정신없이돌아

갔다. 제한되고부분적인치료를받으면

서도우리를신뢰하고불평없이기다리며감사해하는그들을우리는한사람

이라도더봐주려는생각밖에는없는듯했다. 

버디팀은서로친해지고멘토링하는관계로발전해나갔다. 신종인플루

엔자때문에마지막에오지못한친구들도있었지만, 해외로아이들을데리고

온나름의소득이있었다. 자기정체성을찾아나가면서나라사랑도깊어지

고, 사회의일원으로역할을하며, 세계로안목을넓힐수있는맘의눈이떠지

는과정에있었다. 맹인학교에서또래의맹인학생들이피아노연주를하고,

민속대나무춤을추는것을봤을때가슴이저며왔지만그들이우리에게“우

린감사해요, 행복해요”라고말할때의학생들얼굴의미소를볼수있는우리

는, 볼수있으면서스스로불만으로자신을보지못하고있는우리자신들을

책망하는듯이느껴졌다. ‘맹인체험’의시간을통해서, 맹인어린이들을돌보

면서버디들은자신들의부모님에게서고마움을느끼고,

주는자가받는자보다행복하다는원리를배워갔다.

진료넷째날치과팀은문띠루빠형무소에서하루진

료를하도록스케줄이짜여있었다. 기네스북에도올라있

는이형무소는무기수이상의형을받은만오천명의남자

수감자들이형무소담장안에서어느정도의활동은허용

된곳이다. 아침5시에감방에서나와저녁7시에들어가서

점호를한다. 우리는떨리는맘을진정하며서류확인과수

색등의과정을마치고이중문을통과할때, 다른많은방

문자들이형무소로들어가고있었다. 이곳은남자수감자

만있기때문에일행중남자들만팔에도장을찍어주고, 나올때도장을확인

하여도장이없는사람은안내보내준다고한다. 커다란광장에음식을판매

하거나옷가지를파는매대도있고, 죄수들은가족이넣어준물품으로장사를

해서돈을벌기도하고한편으로는돈만있으면무엇이든살수도있다. 농구

를하는사람들, 교회에모여예배를준비하는사람들, 겉으로는전혀구속이

없이무척자유스런모습이었다. 맹인교회선교사가형무소내에있는개신교

회를돌보고재소자들을공부시켜사역자들로세웠다.(이슬람사원, 천주교성

당등도있었다.) 그런분들이환자진료할때안내를하고환자정리를해주

었다.

우리는주변에서경호를받으면서여기저기문을통과하여형무소내치

과로갔다. 유니트체어가세대있었는데사용하지않아서제대로작동되는

것이없었다. 담당치과의사도있었지만아무도치료받으러오지는않는모

양이었다. 그곳만으로는공간이부족하여빈방을달라고해서우리가가져간

장비를설치하고그곳체어는발치용으로만사용했다. 이미110명의예약명

단이있었다. 이번엔발치가많았다. 치료

해주겠다고해도다시아플까두려워빼

달라는사람이많았지만도저히어떻게

손을쓸수가없는사람들도많았다. 발치

도한개치아만발치를필요로하는사람

들은거의없고대개가다수치를빼야하

는정말열악한구강환경이었다. 그렇지

만무기수이상죄수들이라고했는데그

들은친절하고서로를배려하고우리를

열심히도왔다. 형무소에들어가는게두

려웠던팀원도있었다. 그러나반대로수

감자들은치과치료가두려워떠는다른

수감자들을보고손을잡아주고안심시키

려고애를쓰는상황으로뒤바뀌었다. 

그런중에유독한사람이우리주위

를맴돌면서관심을끌려고했다. 한국사

람임을 직감했다. (한국인은 어디나 있

다.) 디지털엑스레이로촬 해서엑스레

이이미지가노트북모니터에뜨는걸보

고는감탄하고, 자기도치료를받으려줄

을세치기하고, 우리가필요한것을가져

다주고통역도했다. 점심으로싸온김밥

을같이먹자고불 다. 필리핀사람이라

고하더니오후가지나자자기입으로자

기이야기를들려줬다. 이형무소에들어

온지 12년이되었는데, 한국사람이양질

의진료를해주는것이자랑스럽고고향

생각나서눈물이난다고했다. 형무소내

부의이야기도들려줬다. 겉으로보이는

모습처럼자유로운곳이아니고엄격한

규칙이있단다. 돈이없는죄수들은돈있

는죄수들의하인이되어끼니를연명한

다고한다. 감옥안에감옥이있는셈이다.

인간악의끝은어디까지일까. 

아무리열심히해도몰려드는환자를다볼수없던우리는치료시간

을연장해달라고요청했다. 적어도예약명단에있는사람들은봐주고

싶었다. 그런데20분내로나가야한다는지시가내려왔다. 우리와선교사

의얼굴에긴장감이돌았다. 설득해서될일이아니라는느낌이왔다. 즉시

중단하고장비를싸도록지시하고기다리는환자들에게갔다. “치료를중단하

고나가야하니미안하다”고말하는데, 그사람들의반응은“걱정말라, 괜찮

다”는것이었다. 상황을무조건순응하는그들의태도가너무가슴아팠다. 다

시이중문을나서는데아이들을놔두고나오는느낌이었다. 또한편으로는한

국사람을데리고나올수없다는것이…..

필리핀을떠나오면서평가회를가졌다. 버디중고등학교에진학하는아이

들은내년에캠프리더로오겠다고했다. 그리고구순구개열이아닌일반아이

들도참여시키라고했다. (역차별이라나뭐라나!) 대신리더는자기들만하겠

단다. 자신감이생긴거다. 프로그램에는봉사, 친목, 정체성회복이꼭들어가

야한다고아이들이말했다. 성공이었다. 치과팀은오히려무거운마음의짐이

생겼다. 형무소를지속적으로도와야한다는생각이모든팀원들의입에서거

론되었다. 치과계의여러분들이협력해서참가하는공동프로젝트를계획했

으면좋겠다. 한편맹인교회에서는우리가내년에다시올수있도록매일기

도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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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가치관을정립해가는작업에부모의가치관이도움

이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또한여기저기서우리자

녀들을유혹하는것들이많습니다. 그래서가치관의혼

란을초래합니다. 입시에많은시간을할애하는한국사

회에서, 우리자녀들의인성교육은물론각자에게맞는

지성교육과감성교육까지과연가능할까생각해봅니다.

소위말하는명문대를나와서, 잘나가는직업을갖게하

는것을잘키운다는교육의첫번째범주에넣어야한다

고말하는사람들도있을것입니다. 그러나입시준비를

인생을살아가기위한준비로여긴다면대안교육과는반

대의길로가는것입니다. “설령어떤학생이인성발달만

배우고다른것은하나도배우지못했다하더라도, 그는

온전한성품을갖추지못하고머리만커진인텔리보다인

생을살아가기위한준비를더잘마친셈이다”라는레이

볼만의말을음미해보시기바랍니다(홈스쿨링 - 레이

볼만지음/ 규장출판사). 여기서말하는온전한성품은세

상이주는여러가지유혹들로부터우리의자녀를보호하

고절대적가치를습득하고실천하는데서부터온다고생

각합니다. 그숭고한가치를, 저희학교의경우는하나님

의말 이기에, 그말 이삶의바탕이되고삶의원동력

이 되도록 돕는 것이 대안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의경우에는적지않은시간을자녀들과대화하며

함께보내니, 서로의장단점을더잘알게되고, 이해하게

되고, 해결점을찾기위해서, 서로오래참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부모와자녀가모두성숙

하게되는것입니다. 아마도부모의가치관에큰변화가

일어나는것을경험하게될것입니다. 

홈스쿨링형태의대안교육을‘남이하니까좋아보여

서’라고시작하면오래가지못할수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함께공유할가치관을, 그어떤힘든상황이와

도헤쳐나갈수있을만큼소중히생각하여야하고, 부모

가대안교육에깊은관심을가지고헌신할수있는지현

실적으로판단해야합니다. 교육에대한부모의생각이

정리되어야하며, 대안교육에부모의의식과삶을기꺼

이투자할수있어야하고, 대안교육을위해불필요하고

피상적인일상활동을조정해야합니다. 대안교육에서는

자녀의경건한인성을형성해가기위해서는부모가먼저

대안의삶을추구해야합니다. 자녀에게기꺼이반응하

는자상함과일관성있는태도, 읽고쓸줄아는능력만

있다면가능합니다. 부모가특별히전문적인지식이없

더라도요즈음엔지식정보가넘쳐나고, 좋은교재또한

넘쳐납니다. 대안교육에서우리의자녀들은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학습을하게되며, 부모는자상함과인내로,

칭찬과격려로, 기다려주면됩니다. 대안교육에서지적

인능력을습득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되지않습니다.

우선순위는인성교육에있습니다. 그이외의것들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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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대안교육

이완승
이완승치과 원장

자녀를가진부모라면누구나‘잘’키우고싶은소

망이있는것은당연합니다. 자식농사를잘지어야한

다는말이있듯이말입니다. 그런데여기서, ‘잘’키운

다는의미가모든부모에게동일한의미를가지는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더불어사는사회에기여하는공동체의일원으로성장

하도록자녀들의인생을도우는것에는모두가일치할

것으로여겨집니다. 제가자녀넷을두고, 제도권학교

를벗어나서홈스쿨링형태의아주작은학교에참여한

다고하니, 주위에서저에게소개해달라는부탁을하

신것같습니다. “숫자가많다고자녀교육을잘하는것

은아닌데...”라는농담도건넸지만, 공동체생활에바

탕을둔자기주도의삶과생활이, 무엇보다도스스로

선택하고몰두하게하는자유에바탕을두기에, 기쁜

마음으로소개하게됩니다.

교육이라는것이유행을따라이리저리흔들려서는

안되겠고, 또한가정마다의상황이다르기때문에획

일화되어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의가정보다도

훨씬이전에대안교육을시작했던용감하고, 신념에찬

분들이많았기에우선그분들에게찬사를보냅니다.

보편적으로우리는세상많은사람들이가는길에서벗

어나는길을가려면, 주위의따가운시선을받고, 또한

“별난사람이야, 그냥평범하게살지"라는말을듣습니

다. 그러나이것은우리자녀의미래가달려있는문제

이기에포기할수없는문제입니다. 당연히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개척자는힘들고, 여러가지어려움을

극복해야했습니다. 그러나그런사람들이있었기에우

리가새로운도전을하게되고, 발전해나가는것이라

고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본다면, 홈스쿨링형태의

작은학교대안교육은새로운도전일수있겠지만, 사실

예전부터해오던원래의교육형태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가보면, 현재의공교육제도가있기전에

는, 교육은가정에서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사람들

이미처알지못한사실이지만, 링컨, 아인슈타인, 그리

고에디슨등도홈스쿨러 습니다.

가끔모임에가면대안교육에관해서질문을받습

니다. 한사람한사람이모두저마다의특성이있듯이,

교육에도다양성이있는데, 이부분을인정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그다양성만큼이나대안교육의형태

도많습니다. 현재한국에는적지않은수의대안학교

가 운 되고 있으며, 수많은 홈스쿨러들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의특징은부모와자녀가가치관과삶을공유

하는곳에서출발합니다. 동등한수준의인격체로서서

로존중하는바탕을형성해야합니다. 가정에서수평적

인관계를만들어가는것이자녀들뿐만아니라부모들

의삶에도큰변화를가져올것입니다. 우리가자녀들

의성장을지켜보면, 저마다관심사도, 성격도, 식성도

다다른것을알게됩니다. 이렇게다양성이존재하는

데, 대안교육이아니더라도우리의자녀들의‘작은신

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장에서긍정적으로반응해야합니다. 왜냐하면그들

은우리의가정에주신귀하고아름다운보배이기때문

입니다. 그러고보니우리자녀들의교육은제도권학교

나학원이아닌자녀를향한부모의변화된의식이결

정적인요소가되는것같습니다. 자녀들을가까이서

제일잘관찰하고가려운곳을 어줄사람또한부모

입니다. 

우리는시시각각변하는가치관의혼돈시대에살

고있습니다. 부모의가치관또한혼란스러울수있습

니다. 그래서우리의자녀가숭고하고변하지않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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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따라옵니다. 물론실제상황은말처럼쉽지는

않지만, 어려움이생길때마다서로를격려하고도와

주며초심을잃지않는다면, 부모와교사와자녀들에게

너무나귀한시간이될것이라고믿습니다. 또한작은

대안학교의경우에는, 참여하는모든가족들이함께토

론도하게되며서로격려도하면서성장해갈것입니

다. 여기서하나님의말 을한구절소개합니다. “자녀

에게올바른길을가르쳐라. 그러면늙어서도그길을

떠나지않을것이다(잠언22장 6절, 쉬운성경역).”당

연한듯하지만, 우리의입시몰입교육이, 이진리를무

시한채, 편법과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학벌위주의

교육을강요하고있는것이아닌지를다시한번우리

의자녀들을위해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홈스쿨링이나규모가아주작은자기주도형대안학

교를생각할때, 사람들은사회성을지적합니다. 친구

들은어떻게사귀는지, 그자녀가자라서사회성이결

여되지나않을지걱정스럽게생각합니다. 이러한유형

의학교는자녀를격리수용하거나별난 재를길러내

는곳이아닙니다. 부모나교사와의, 그리고형제나학

교공동체친구들과의친 한교제는이들의사회성형

성에건강하고튼튼한기초가됩니다. 이곳에는언어폭

력이나육체적폭력이없으며사람을놀리는부정적인

놀이또한없습니다. 이곳에는모든것이자유로운선

택에바탕을두고있습니다. 부모나교사는그냥스스

럼없는친구가되며, 나이가주는인간관계의제약을

넘어서게됩니다. 하루의일과는스스로결정하고스스

로실천합니다. 두발이나의복또한어느누구의간섭

도없습니다. 저의남자아이한명은머리를상당히길

게길 습니다. 때로묶기도하고말총머리도하면서,

자신의외모에변화를주기도했습니다. 그런데어느

날머리를빡빡 어버렸습니다. 모든것은스스로선

택하게됩니다. 사회성은이러한자유로움이있을때,

자유롭게사람들을만나고사귀게됩니다. 동네아이들

을모아서축구클럽을만들기도합니다. 우연히만난

원어민 어교사들과친구가되어같이식사도하며

화도보며야구경기장에도가고그들과함께게임을

하면서놀기도합니다. 인터넷마술동호회에참여하기

도합니다. 외국여행에서사귄친구들과호스트패

리들과사귀기도합니다. 어클럽에서만난대학생과

유학준비생들과지속적으로교제하기도합니다. 지역

오케스트라에참여하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나이가

주는제약을넘어서는다양한교제는작은학교자녀들

이성인으로성장하는큰동력이되고있습니다. 이것이

탄탄한사회성을형성해가는과정이됩니다.

우리자녀가건강한인격체로자라려면여러가지중

요한것이있겠지만그중의하나가자아존중감입니다.

자기가소중하고중요한존재라는생각이있는자녀는자

신감을가지며남도소중하게여길줄아는건강한사회

인으로자라게됩니다. 그래서이들이성인이되었을때

에행복한가정을꾸리며성숙한구성원으로서사회에기

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렇게중요한자아존중감은,

예민한나이의우리자녀들에게던져지는비난이나조롱

이나언어폭력들때문에, 치명상을입을수도있습니다.

친구에게의존하는자녀는자신을부정적인시각으로바

라볼수있고, 친구의생각과말을더존중하며더신경을

쓸수있습니다. 서로비교하게만드는학교성적때문에

압박감을느끼고, 숫자로사람을바라보고평가하게되

는현실은건강한사회성과는거리가있다는사실을인정

해야합니다. 홈스쿨링이나작은대안학교는, 사회화의

문제가생기는곳이아니라, 그와정반대의결과를가져

오는곳입니다. 긍정적이고진취적인사회성을형성하면

서, 소중한자아존중감속에서, 즐겁고긍정적인인격을

형성하게되는탁월한교육이되는것입니다. 

그러나혹자는이렇게말하기도합니다. 온실에서자

녀들을키울수없다면서, 언어적폭력이나반항적기질

이나타락된환경속에서부딪히면서살아남게해야된다

고주장합니다. 그러나자녀들을그런세상한가운데던

져버린다고해서문제가해결되는것이아닙니다. 너를

넘어야내가사는세상에서승리자가되게하는것은참

된교육이되지못합니다. 겉은강하게보일지라도, 그속

은이미병들어있는것입니다. 모종을밭으로옮겨심을

때까지혹독한추위와거센바람으로부터보호하면서튼

튼하게키워서내보내야만합니다. 그래야어린모종이

세상에나가서쭉쭉성장하면서더강해지는것이며, 아

름다운열매를맺게되는것입니다. 저희작은학교에서

자기주도적인삶을스스로개척한한학생은지금미국

에서고등학교졸업반에재학하고있습니다. 클래식기

타를즐겨치며, 운동을즐기며, 친구사귀기를좋아하며,

남을돕는즐거움을가진, 미소가일품인이학생은, 누구

나좋아하게되는학생이라는미국교사의평가를받으면

서, 그곳에서성인이되어가고있습니다. 물론스스로질

문하고스스로해답을얻어가는학습습관은탁월한학

업결과를가져오기도합니다. 꾸준하고규칙적인학습

습관이자기관리와창의적인시간활용을하게하는데,

이것은자기주도적학습으로이루어집니다. 교육의주

체는, 부모나교사가아니라, 학생자신입니다. 병아리는

누가가르쳐주지않아도먹이를쪼아먹을줄압니다. 부

모나교사가만들어주는인생이아니라, 스스로찾아가

는인생이되는자유로움을우리자녀들은누려야합니

다.   

홈스쿨링이나작은대안학교의또다른특징은공동

체생활에서찾을수있습니다. 공동체생활은함께사는

것이기도하지만, 더정확히말하면함께공동체를운

하는것입니다. 식사준비, 설거지, 화장실을포함한집안

청소, 빨래, 텃밭가꾸기, 동물보살피기등과같은모든

것을분담하게됩니다.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보살핌이

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 공동체구성원은모두참여하

게됩니다. 지적인학습과감성적인악기연주와육체적

인운동에필요한시간을희생하지않고서도, 이러한모

든공동체활동을하는시간을가지게됩니다. 이러한공

동체삶은어느가정에서나실천가능한일입니다. 공동

체생활은남에대한배려와감사하는마음을형성하게

합니다. 가정마다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 생각의변화

와의욕이있으면, 실천이가능합니다. 조급하지않게시

간을주면서, 하나씩더해가다보면, 좋은결과를보게

될것입니다. 이러한공동체생활은, 모든구성원들에게,

나태와방종과통제와사리사욕대신에성실함과독창성

과청렴함과자립과솔선수범과베푸는마음을가지게합

니다. 우리자녀들이작은학교대안교육을통해서자아

존중감을갖고삶의의미와목적을찾기바랍니다. 그이

유는하나님께서이세상에우리의자녀들을보내신저마

다의목적이있기때문입니다. 

작은학교대안교육은학교마다특징이있을수있습

니다. 자신의가정과자녀들에게적합한대안교육을찾

아서시간을투자하시고관련책들을구입하셔서읽으시

면서고민해보시면, 반드시나의가정과나의자녀에게

알맞은길이보일것입니다. 저희가정의선택은작은학

교대안교육이었는데, 돌이켜보면시행착오도있었지만,

참잘한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자녀들은한동안우리

들의품에있지만, 멀지않은장래에우리들의품을떠나,

세상으로나아가서, 하나님께서원하시고계획하신소금

과빛의역할을감당하게될것입니다. 그렇게많은시간

이남지않았기때문에자녀들과함께하는시간이소중하

며보람된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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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떠날 때 마

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치

주와교정을함께수련받

을수있는4-5년과정이

었습니다. 미국대학 가운

데두곳에서이런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도 요원

해 보 습니다. 좀 더

qualified되기위하여미국치과의사면허시험Part I과II를

보았지만들어갈수있는기회는오지않았습니다. 치과대

학3학년에편입하느냐아니면치주와교정을각각따로공

부하느냐고민을했습니다. 먼저길이열리는곳으로들어

가려고마음을먹었습니다. 그래서조금은수월해보이는3

학년편입시험에응했지만떨어져서막막한시점에서레지

던트과정중미달된곳을찾아보았습니다. 갈수있는대학

들에편지를보냈는데, 한곳에서연락이왔고한국에계신

교수님의추천서덕분에들어갈수있었습니다(드물게이런

행운이있습니다). 그래서치주수련의과정을먼저한후교

정과에지원하게되었습니다.

미국내의수련과정에관한정보를얻으려면관련학회

사이트에가면모든과정에관한정리된정보가있으며, 좀

더자세한정보는대학교홈페이지에나와있는학과에들

어가보면업데이트되어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대해오

픈된 곳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치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대학의수련의과정에

있거나졸업을한분을찾으면어디에도나와있지않은정

보를얻을수있어서좀더구체적으로준비를할수있습니

다. 매년수련의과정이7월과8월에시작하는데, 그전년도

7월1일부터지원서를내기시작하여8월에마감을하는경

우가대부분입니다. 각학교가요구하는것은지원서, 자기

소개 essay,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TOEFL 성

적, 그리고National Dental Board Part I 또는GRE 점수

를요구합니다. 경쟁이심한곳일수록모든서류를빨리보

내는것이좋습니다. 모든서류를지원자가보내나, 추천서

는추천서를쓰신분이보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우

리나라의현실에서는지원자가받아서봉투에넣은후풀로

붙인후사인을받아서각기다른우체국에서보내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9월경부터면접을오라고전화가오며지원자의

편의를고려해주는곳과, 면접일시를정해서통보해주는

경우로나뉩니다. 면접은꼭가야하며, 면접을위해서질문

을100여개만든후연습을하면실전에서당황하지않습

니다. 또한세곳정도면접을해보면면접내용이익숙해집

니다. 미국내교정과프로그램은50여개되는데석달동안

지원서와essay를쓰고각종서류를준비하 습니다. 마지

막기회라는생각에30여개대학을지원했었고, 8개대학

으로부터면접오라는전화를받았었습니다. 6명의수련의

를뽑을경우에5배수인30명을면접때부르기때문에6-

7개대학으로부터면접오라는전화를받으면안정적이라

볼수있습니다. 확률을높이기위해면접은다가려고했으

며호텔비용과비행기비용등모든여비는개인부담입니

다. 면접을가기전에그대학의장단점과그곳교수님들의

논문들을읽고가면인터뷰할때에좋은인상을줄수있습

니다. 

미국에서수련을받을때는등록금을내야합니다. 한국

처럼월급을주는곳이드물게있지만, 외국인으로서는받

기 어렵습니다. 1999년도에는 비싼 사립대가 연간 45000

불, 중간정도가30000불, 주립대는7000불이었습니다. 치

주수련을받을때첫해30000불을냈고, 매년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등록금이외에기구비4000불, 책값, 학회참

석비, 생활비등을포함하면적지않은돈이듭니다. 비싼등

록금이공부를열심히할수있도록해주는동기부여가되

었던것같습니다. 교정수련을받을때는연20000불을냈

었습니다. ‘Beggars cannot be choosers’라는말을유학

전에어느선배님께서해주셨습니다. 경쟁이심한과의경

우에는선택의폭이넓지않음을의미합니다. 그래도비싼

등록금을내면서수련을받는다는것을생각하면좋은프

로그램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커리큘럼이 잘

짜여있으며, 좋은강사들이있고각연차별수련의는6명

을넘지않는것이좋다고들합니다. 

토론식수업에익숙하지않지만, 시간이지나면많이적

응이됩니다. 다만프로그램에들어가기전에각전공에서

바이블로여기는교과서를2~3번정도정독을하면서정리

를하고들어가는것을권하고싶습니다. 시간이허락하는

해외유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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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유학기 임원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정과
조교수

치과대학을졸업하면서여자치과의사로어떤경쟁력을갖추어사회에나갈것인지를

놓고많은고민을했습니다. 교수님들과선배님들의조언을통해서나름대로앞으로나아

가야할방향을정했습니다. 좋아하는분야를더공부해서전문적인지식을갖추고공부가

끝난후에는전공분야에제한된진료를하는것이저에게맞을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

다. 하고싶은공부를위해서유학을생각하게된것은졸업당시순간적인결정은아니었

습니다. 치과대학 2학년 여름방

학때버클리대학에서한달여의

어학연수및미국의유명대학을

탐방하는기회가있은이후로계

속유학을가고싶다는생각을가

지고있었습니다. 넓은세상에대

한 막연한 동경심에서 시작했지

만, 유학을향한마음은간절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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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은왜갔나?

자신에게줄수있는

최고의선물은자신에게

기회를주는것이라는말을

들은적이있었습니다. 

미국대학에서

레지던트과정에

어떻게들어갔으며

수련받는동안

어떤생활을했나?

운이좋아서들어갔으며

후회없을만큼

공부를했습니다. 

교정과동기레지던트들과함께 /  교정과레지던트시절진료실복도에서

2004년올랜도학회참석때동료들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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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꼭읽으라고나와있는classic journal들을(인터

넷의전문의시험을위한파트에나와있음) 읽고정리하고

가면훨씬수월하게공부할수있고더많은것을수련기간

동안얻을수있습니다. 

수련을받으면서knowledge, clinical technique그리

고 research를 통한 논문 쓰기를 해야 합니다. 전공 관련

knowledge는책과journal을통해서채워야하며seminar

나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Clinical technique은 선생님, 선배와 동기를 통해서 직접

배워야하며학회참석등을통해새로운것을배울기회가

있습니다. 수련과정에들어가기전에논문을쓴경험이없

지만, 하려고마음만먹으면다할수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집에서는 손에 물도 묻히

지않은편안한삶을살았

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

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꾸어서도 한다는 말을 마

음속으로되새기면서지냈습니다. 미국에서첫일년은언

어소통에문제가있어서, 공항에서대답을잘못해서작은

방으로불려가서조사를받은적도있는등어려움이많았

습니다. 레지던트시작하고첫석달동안은극도의긴장감

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힘들었습니다. 어구사 능력이

daily condition에좌우가되므로잠을못자고간날은더

알아들을수가없어서쉽지않았고, 아침6시30분이나7시

에있는세미나에서발표를하기위해서는5시경에는일어

나서 어로말하기위한warming up을하곤했습니다. 많

이바쁘기때문에외로운것도잘모르지만몸이아플때는

집이많이그리웠습니다. 적응하는과정중에는눈물을흘

리면서빵을먹은날도많았습니다. 이런생활을통해서조

금은더성숙한사람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 또한혼자생

활을하면서다른사람들에게부탁을해야하는경우도많

았습니다. 처음엔자존심때문에안하고싶었지만어쩔수

없었습니다. 다른사람들의도움을받으면서기회가될때

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나만을위한삶에서, 많지는않지만다른사람의

필요를돌아보려고노력하면서작디작았던저의마음그릇

이조금은넓어진것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성격은혼자모든것을헤쳐나가야만했기때문에바뀌어

갈수밖에없었습니다. 치주과레지던트를하면서많이바

뀌었다고생각했었는데, 교정과과장선생님께서수련시작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부르셔서 그러셨습니다. “I don’t

want you to be a shy Asian girl”. 보다더적극적인사람

이 되기를 주문하셨고, 항상 웃으라고 하셨습니다. 치주과

레지던트시절, Dr. Smile 이었던저는충격이컸지만, 제성

격을 조금 더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업시간이나

세미나시간에도잘받아적기만하던제가한번더질문을

하려고했고, 술에대해서는문외한이었지만크리스마스파

티때는자원하여바텐더보조를하기도했습니다. 50여년

동안여자가그런일을하는것을처음보았다며조금더적

극적으로변해가는저를교정과과장님께서는흐뭇하게보

셨습니다. 6명의레지던트가운데홍일점이었던제가모든

일에적극적으로참여하기를바라셨던과장님께서일부러

그런말 을하시지않았나싶습니다. 여자라서, 외국인이라

서그렇다는말을안듣기위해서남자화장실에가는것을

제외한, 남자동기들이하는거의모든일에적극적으로참여

했고, 그래서소외되지않고잘지낼수있지않았나싶습니

다. 또한하루하루가도전의연속이며과연잘해낼수있을

까하는염려속에서살아남기위해서긍정적인마인드로내

자신을무장시키곤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에 들

어가는것이쉽지않아서

그냥포기하고싶은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회

의나라인미국에선포기

하지않고노력하면반드

시 공부 할 기회가 주어

집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현재는부족한점이있어도그것을채워서

가면공부할수있는기회가꼭생깁니다. 언어도다르고문

화도다르기때문에힘든점이있지만, 젊은시절에도전해

서자기자신에게공부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또한자신

에게커다란선물을주는것이라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OEFL과GRE의좋은성적을받기위해준비할

뿐아니라, 어실력의향상을위해서어느정도의실력이

된다음에는좋아하는 화를반복해서보면서대사를외우

는것도도움이많이되며private tutor와함께어느정도

의시간을보내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TOEFL 시험은

어느정도준비만되면연속해서3번정도시험을보면점수

가많이향상됩니다. 왜냐하면비슷한문제가출제되어익

숙해지기때문인것같습니다. 또한시험볼때내는돈이아

까워서조금더열심히공부하기때문인것같습니다.

지원하는과에따라서학부때성적이굉장히중요하지

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research에 참여하여

좋은논문을쓰는것이큰도움이됩니다. 미국치과의사시

험Part I과 II를준비해서좋은성적을받는것또한경쟁이

심한과를지원하는데일조를합니다. 가려고계획하는학

교에서수련을받은선배나혹은현재그곳에계신분들을

통해정보를얻는것도많은도움이됩니다. 학교에따라서

는원하는과의경쟁이심할경우그곳의AEGD program

을먼저하거나, 아니면research를할수있는lab에들어

가서1-2년의시간을보내면서그곳상황을보면서준비

를할수도있습니다. 혹은preceptor라는제도가있는경우

에는 tuition을 내고 observation을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다음해레지던트에지원할때advantage를주는학

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미국대학의3학년에편입하여좋은성적을받으면

서미국치과의사면허를갖는것도하나의길이될수있습

니다.

마지막으로하고싶은말은,

Never give up 입니다.

유학생활가운데기억나는일두가지
1.친정아버지께서말 하시기를, 냉장고를꽉채우면

집생각이안난다고하셨습니다. 이말 은정말

잘지켰습니다. 냉장고를꽉꽉채워놓았고, 

그만큼먹고, 또채웠습니다. 그래서첫3년간체중이

20kg이상불었습니다. 나중에빼느라고많이

힘들었습니다. 

2.교정과레지던트시작후6개월이지났을때

친정아버지께서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결혼하고

혼자생활하면서어렵게들어간교정과레지던트이지만

그만두고한국에나가서신혼생활을하고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돌아가시면서장례를치른후에저에게

알려서공부하는데지장이없게하라고유언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아버지돌아가신것도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돌아가셨다는소식에마음이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잠시했던방황이부끄러웠고, 다시마음을

잡고공부를했습니다. 

미국생활을통해

얻은것은무엇인가?

조금더적극적이고

긍정적인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유학을계획하는

분들에게하고싶은

말은?

절대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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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졸업식날교정과과장선생님과함께

우. 2004년올랜도학회때universal studio를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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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우먼의
망토는벗어던지자 백혜진

중앙대학교병원 전공의

건설적인하루를
꿈꾸지만그저바쁜

원내생의여름
정서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3학년

오랜만에맡아보는시원한여름아침공기. 딱유럽여행에

서의그내음이라는생각에그때의기분이되살아나면서문

득여름방학이사라져버린원내생(본과3학년, 4학년을병원

내에서생활한다하여)이되었음을실감한다. 배추벌레색가

운을입고서환자이야기, 인턴, 레지던트선생님들이야기를

하면서‘너희들은모르지?’라는듯한표정으로동아리모임에

서이야기하던원내생선배들을부러워하던때가있었는데...

이제는‘방학있는너희들참좋겠다!’라는눈빛으로후배들

을보게될줄이야...

정신없이폴리클한학기가지나고, 새로운시스템을도입

하기시작한임상시작!! 알아야할일들, 조심해야할일들, 잊

지말고제때제때꼭챙겨야할일들. 새로도입한풀매칭

(full matching) 시스템은환자의진단부터치료완료까지치료

의과정을지켜본다는데서상당히큰의미가있는듯하다. 풀

매칭의장점에대해지난학기부터입에침이마르도록강조

하시던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부터 병원장이 되셨으니, 이제

각과에서그때그때챙겨야할환자들약속이임상수첩일정

에가득하다. 약속이겹치거나다른과풀매칭환자의진료가

늦어지거나한다면풀매칭케이스가취소될까봐발만동동구

른다. 틈틈이보고난시술에대한리포트검사, 장치제작등으

로정신없이하루하루를보내다보면, 연락안된다고아우성

인다른과친구들에게왜바쁜지설명하는것도난감하여점

점미운털이박힌다.̂ ;̂;

잘생긴훈남선생님들이많은치주과에서즐거운마음으

로일주일을보내고, 출석이없다는좋은기회를잡아일박이

일기초의학캠프를다녀오고, 그후유증으로삼일동안오전,

오후거의다옵져베이션(observation)하다시피한교정과, 핸

드폰진동소리조차허용되지않는엄격한구강내과, 파노라마

사진뚫어져라쳐다보고선배의판독노트열심히베끼다가환

자사진찍는선배들보면서존경의눈빛보내던방사선과, 두

줄모칫솔행여나빠뜨릴까, 교수님의감시아래훌륭한진료

를행하려등줄기에식은땀흘려가는선배의뒷꼭지를바라보

며그자리의망부석되는예방치과, 카리스마넘치는여선생

님들의surgical extraction을보며감탄하던구강외과, 신기하

게도딸깍하고들어맞는보철물에내맘도뿌듯했던보철과,

부담없이닥치는대로옵져하면되는쿨한보존과, 너무사랑

스럽던아이들이진료시작하는순간움직일까두려운맘에

머리잡은손에땀이줄줄소아치과. 이렇게한턴을돌고나니

벌써9월개강이다. 

이제시작하는두번째턴. 방학때시작한ST케이스도두

건. 동생치주스케일링과어머니예방치과치주조직병프로

그램. 이렇게돌아보고나니시간이어떻게흘 는지모를만

큼순식간에지나갔는데, 많은일들이나를스쳐지나간듯하

여뿌듯하기도하다. 그바쁜와중에‘퇴근후맥주한잔’하는

기분으로이제‘부르는선배를따라서’가아니라자체적으로

친구들과맥주를찾기도하고, 치전원신입생들인언니오빠

후배들로 다시금 북적이는 동아리에서 연습도 하고, 주말엔

과외아르바이트, 첼로레슨, 동아리와동문병원신고식등. 정

말쉴새없이바빴던날들..̂ ;̂ 

열심히살아준나에게그래도잘지내왔다고격려의박수

를보내며, 앞으로도기운내주길, 이제다가올각과의ST도

훌륭하게해낼수있으리라기대한다. 다만아쉬운것은, 눈앞

에닥친일들때문에앞으로의나의큰그림에신경쓸틈도없

이, 책한권제대로읽지못했다는것이다. 일찍일어나는새가

되어아무리바쁘더라도내가걸어가는방향이어느곳인지는

잊지않고, 꿈을잃지않고매너리즘에빠지지않길바래본다.

그리하여1년반쯤후에는이미나의앞서사회에서굳건히자

리를지키고계신많은여성치과의사선배님들처럼전문직

여성으로서당당할수있길기대하는마음으로오늘도아침

공기를가른다.

결혼시즌이돌아왔습니다. 학생일적엔와닿지않았던결혼시즌

이, 올해는유난히도들려오는친한친구나선배언니오빠의결혼소

식들과날아드는청첩장에몸으로느껴지고있는요즘입니다. 게다가

어느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며 나도 모르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이들곤합니다. 핑크빛미래를꿈꾸며마냥설레는마음으로결

혼생활을상상하다가도, 이제막사회에진출하여치과의사로서갈

길이한참먼나는가슴한편이꽉막히는증상을경험하곤합니다.

‘일을 하면서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어떻게 낳고 키워야

하지?’

고등학교를갓졸업하고대학입학을위해면접대비학원에다닌

적이있었습니다. 그때사회, 문화, 경제, 정치등다방면의주요이

슈들에대해모법답안을배우고모의면접을실시해보기도했었는데,

유독기억에남는면접문제가있습니다. 바로“나중에직장을갖고

사회생활을하게된다면육아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입니다. 여

성분이었던모의면접관이그질문을던졌을때나는너무당연하게

“내직업분야에서전문성을갖고사회적으로성공하여육아·가사에

대한내시간할애를회사에서터치하지못하도록하겠다.”라고답했

고그면접관도올바른답변이라고칭찬해주었습니다. 사실부끄럽게

도이제까지그답변에허점이있다는것을깨닫지못하고있었습니

다. 나의답변은언뜻보기엔당찬커리어우먼이되고자하는포부

와, 사회적한계를내능력으로써극복하고자하는의지가엿보이지

만그저변엔기본적으로육아·가사는아내역을맡게될내몫이라

는의식이깔려있었던것입니다. 육아·가사를남편과완전히분담해

야한다는 생각보단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슈퍼우먼신화’에갇혀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답변을한것

은몇년전의일이지만잘못된점을깨닫게된것이요즘에와서의

일이라면 가사·육아에 대한 현재의 내 의식수준도 고등 학생 때와

다를바없는듯합니다.

1남2녀중장녀인나는어려서부터‘여성스러운’, ‘다소곳한’성

향보단‘씩씩하게’, ‘스스로’란단어에익숙해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자연스럽게미래의나를꿈꿀때에도주체적이고당당한모습을

그려냈고, 조금이라도전통적인여성상의모습이엿보이거나순종적

이고다소곳한이미지가있는직업- 간호사, 학교선생님, 스튜어디

스등- 을선망하는친구들을이해하지못했습니다. 나같으면간호

사보단의사를, 학교 선생님보단대학교수를, 스튜어디스보단조종

사를꿈꾸겠노라고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생각해보면나는‘주체적

인여성’이되고자했던것이아니고‘남성’그자체가되고자했던

것같습니다. 여성이하는일은덜가치있는일이고남성이하는일

이핵심적인일이라는기존의선입견속에사로잡혀있었던것같습

니다. 직업이나일등사회적인 역에서는남자와동등한지위를갖

고자하지만, 사적인생활면에서는기존의성역할에순종하고있었습

니다.

이런모순이자라게된것은가장가까이에서접한성역할의모델

인부모님과관련이적지않을것입니다. 어린시절부터아버지는항

상남녀차별없이나를지지해주고집안의대소사에대해서도민주

적인방식으로우리의의견을수렴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우리에게

잔소리를하실때면아버지는항상우리의눈높이에서생각하며잔소

리를 막아주시곤 하셨습니다. 가끔 선풍기나 텔레비전이 고장 나면

잘도고쳐내셨고낡아서버리려는가구의서랍으로새로운책장을만

들어내시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정작‘여성의일’로구분되는가사

에 있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식사

후 자신의 밥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놓는데 아버지의 그릇을 어머니

가치울때면좀이상하다고느꼈습니다. 그런데어머니도그것을당

연하게받아들이고더이상의요구를하지않으셨습니다. 그밖에도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 깔려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의명확한권력관계를느끼면서나는이중적인의식을갖게된듯합

니다.

이런이중적인의식을가진나는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내가추

구하고자하는역할을모두다해내고싶어하는무리한욕심속에서

마음한편이답답해져오는듯합니다. 아직결혼도하지않은내가

이런걱정을진지하게하는것이조우일수도있으나기나긴인생에

서가장중요한두가지, 일과가정을모두지켜내고싶은것은직업

을가진여성들모두가같은맘이아닐까싶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소식지에 을 쓰게 되었지

만평소 솜씨가 없는나로서는잘쓰진못해도 을읽는여자

치과의사분들이잠시나마공감할수있는주제를선택하고싶었습니

다. 슈퍼우먼도좋지만그보다나자신을아끼면서즐겁게생활하자

는의미에서말입니다. 우리는충분히그럴만한가치가있다고믿습

니다. 이미 슈퍼우먼으로서 집 안과 밖에서 역할을 다 해내고 계신

여자치과의사선배님들도, 나처럼아직갈길이멀고슈퍼우먼이될

능력이부족할진몰라도걱정이많은치과의사친구들도, 곧 슈퍼우

먼을꿈꿀후배여자치과의사친구들모두잠시나마이 을읽으며

슈퍼우먼콤플렉스에서벗어나보길기대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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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탐방
모임을소개합니다. 김정혜

대여치 총무이사
삼성의료원 치주과 교수

2008년발족된역사문화탐방모임은우리의자랑스러운문화유산을보다정확하게알아우리의문화유산에대해자부심과

애착을갖고자하는취지로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대여치)의원로이신김명원원장님께서설립하셨다. 차혜 원장님을회장

으로모시고, 매번거듭되어가는즐거움에벌써6회째를맞이하게되었다. 

그동안제1회는2008년4월오대산의월정사와상원

사탐방을시작으로,  6월중순백두대간의자궁에해당되

는 지리산의 실상사와 화엄사, 천은사 탐방, 2008년 11월

마이산탐방, 2009년3월서해변산반도, 2009년6월속리

산법주사와미륵리사지탐방을마치고, 오는11월부석사

무량수전탐방을기획하고있다. 

역사문화탐방모임에서늘해설을맡아주시는산부인과

의사이신양생의원김정혜원장님의해박한역사지식과우

리문화사랑으로가는곳마다선조들의지혜와놀라운모

습에늘감탄이끊이질않는다. 보통아침7시에출발하는

버스는쨍쨍내리쬐는햇볕사이를지나기도하고, 안개속

을헤치고가기도하고, 흩뿌리는비속을뚫고가기도하건

만함께가는선생님들의모습에선하나도지치고힘든내

색없이여고생들의재잘거림소리마냥즐겁고낭랑한목소

리만이울릴뿐이다. 목적지에다다르기전까지김정혜원

장님의사전설명은마치옛날이야기를듣는듯머나먼과

거의이야기로만들려온다. 그러나그런생각도잠시, 목적

지에다다르면그러한과거의이야기는유구한세월속에

역사라는이름으로현재의유적들을차별화하며우리를반

긴다. 사연과역사가우리를또맞이한다. 조선시대세조의

지시로상원사에종을이송하던중죽령고개에서종이꿈쩍

도안하고움직이질않았다고한다. 원래있던자리를벗어

나기아쉬워하는듯종유두를한개떼어원래있었던안동

의절에두고오니, 동종이비로소움직이기시작했다는상

원사동종의종유두하나가없어진사연부터, 미륵리사지의

부처님의빛나는광채를띄는석불의두상은석축전체의

화재로인해손상을입었음에도불구하고전혀불에탄흔

적이없이흰색의매끄러운형태로남아있는광경을실제

목격하고나면, 시공을초월한전설같은옛날이야기가현

실속의내게현장감있는사실로다가오며, 려오는경외

감에소름이돋는듯하다. 끝없는하늘과역사앞에다시금

숙연해지며한없이작은인간의본모습을또다시느끼며,

왜그렇게큰소리내며, 큰욕심부리며, 온갖번뇌와고민

속에살아가고있는지…. 역사문화탐방은언제나“너자신

을알라”하는겸양의모습을내게가르쳐준다. 

역사를이해하고우리문화유산에대한자부심이고취

되는것은물론이고, 이루헤아리기어려운다양한우리문

화유적의화려함과섬세함, 소박함과여유로움, 그리고어

떻게이런것들을수백, 수천년전에만들었을까하는경이

로움뿐아니라, 하늘과소통하고그뜻을헤아려보려했던

선조들의지혜와큰꿈이탐방을다녀오는우리들마음에

계속여울져온다. 

역사탐방의또다른매력은대여치만이제공할수있는

함께여행하는이들에게있는것같다. 여행3락이라했던

가? 보는즐거움, 듣는즐거움, 먹는즐거움이이에해당된

다고했던가? 

그러나대여치에서후원하는역사탐방모임은여행4락

이라감히말하고싶다. 늘가는곳마다주최측에서세심하

게준비하는식당은여러가지나물들과토속음식으로시장

한배와우리음식에대한향취를느끼게하는먹는즐거움

을느끼게해주지만그보다더큰즐거움은그동안뵙지못

하던치과계원로선배님들과학창시절추억을나누던선

배, 동료, 후배들을만나며, 하루종일같은버스안에서, 살

아가는이야기를나누다보면어느인생백서나철학책에서

도얻을수없는삶의위안과지혜가고스란히전해져와여

자치과의사로서의정체성이확고해지며자부심을갖게되

는것이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치과의사로서일인다역을

성실히, 그리고훌륭하게해내고계신선배님들모습속에

우리의미래모습을투 해보며역사문화탐방에서알게된

불가의십선계를소개하며역사탐방모임소개를마치고자

한다. 

십선이란열가지바른행동이며이것을실천한공덕으로복과행복이가득한세상을용화세계라고한다. 즉“모든살아있

는생명을죽이지않는다. 남의물건을도둑질하지않는다. 삿된음행을하지않는다. 거짓말을하지않는다. 두말로이간질

하지 않는다. 험담, 욕을 하지 않는다. 꾸며대는 말(아첨)을 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는

다. 어리석어잘못된이견을내지않는다.”

2009년6월

속리산법주사와미륵리사지탐방을마치고, 

오는11월부석사무량수전탐방을기획하고있다. 

History
and 

Culture

대여치 동아리



지부이야기 I - 부산지부

64 KWDA 2009  65

MBTI를
통한
소통양식 하신

부산지부 섭외이사
에메랄드치과 원장

하루가 시작되면 또 여러 사람들

과마주대할생각에배에힘이들어간

다. 환자, 직원, 가족, 거래처까지...... 자

주마주치다보면주는거없이미운사

람, 받는거없이정이가는사람이생

기기마련이다. 일자체로받는스트레

스에다사람에대한스트레스까지합

쳐지는날이면잠시달려가던발걸음

을멈추고숨을몰아쉬는우리다.

봄기운의나른함으로무료해질무

렵 부산지부 여자치과의사회에선 발

칙한(?) 모임을계획하기에이르 다.

MBTI 심리검사일반강사인필자에게

성격검사를부탁해온것이다.

예전부터 사람의 성격에 관심이

있었지만굳이본업을두고심리검사

일반강사과정을이수한것은어찌보

면삶에해답을찾고자하는노력이그

토록절절한것을말해주는것같아스

스로안쓰럽게여겨진다. 하지만그후

나자신을사랑하고타인을이해하는

데지대한공을세운이검사는내삶

에자그마한날개를달아주었다. 또한

다른치과에의뢰를받아가끔검사를

해봄으로써직원들과치과의사사이에

또는직원간의이해를높여주는결과

를 보게 되면 덤으로 얻는 보람 같은

것이느껴졌다.

그런의미에서이번부산여자치과

의사회의여러치과식구들이이검사

에참여하게된일은나에게가슴설레

는일이되었다. 

에너지의흐름에따라외향형-내

향형으로 나뉘는가 하면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직관형의 차이를 보기

도하고, 판단기준에따라사고형-감

정형, 생활양식에 따라 판단형-인식

형으로나누어각각의조합에따라16

가지로성격을나누게된다.

외부에서에너지를얻는외향형직

원과내부에서에너지를얻게되는내

향형직원은생활속에서실로차이가

없을수없다. 회식을하더라도1차만

끝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으로

가고싶은마음이슬슬 려오는내향

형들을 두고 3차, 4차 술자리가 계속

될수록탄력받는외향형직원들은그

런내향형을곱지않은시선으로볼수

밖에없다. 하지만모든것은에너지의

문제이지참여도가낮거나직장을사

랑하지않는것은아닌것이다.

회의를할때도질문에대한반응

속도가빠른외향형직원들의의견을

수렴하다보면 그 다음번에 내면에서

충분히심사숙고한좋은의견을내고

자했던내향형직원이발표를하려했

는데회의진행자는어느새다음안건

으로넘어가게되는우를범한다. 그러

므로내향형직원에겐의견을낼수있

도록멍석을깔아주는일이필요할것

이다.

MBTI에서도오감으로사물을인

식하는 감각형과 육감이나 감으로

인식하는직관형을구별한일이큰업

적이라는생각을하고있다. 우리나라

의75%나차지하는감각형들이소수

의 직관형들을 4차원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정상인지는판단할수있는문제

가아니고선호도의차이임을우리는

이내알게되었다. 미래지향적이고가

능성을 중요시하는 직관형 원장님이

현재가중요하고오감을통한실생활

을즐기는감각형에게먼미래의비전

만을제시한다면현재의월급이나상

황에치중한감각형은기다리지못하

고이직을하는일을가끔보게된다.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보철인상

과정까지 일러주는 감각형 원장님의

지시에큰흐름만제시해주기를원하

는직관형직원은이내그생활에염증

을느끼고그상황을비관적으로보게

된다. 물론늘하던대로를고수하는감

각형원장도진료준비할때마다창의

적으로 다양하게 해주는 직관형직원

의행동에매번당황할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판단하는사고형과그사실

을알지만사람과의관계에더큰의미

를부여하여순간순간판단을내리는

감정형의차이도무시할수없다. 그날

참석한어떤치과에서는원장님은사

고형이고 직원들 대부분이 감정형으

로구성된것을보았다. 원장님과의의

사소통에서는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사실에근거한지시에감정형직원들

이때로상처를받는다고했다. 하지만

직원들끼리는서로잘지낸다는말도

했다. 물론이직원들은환자와의소통

문제도크게문제되지않음을밝혔다.

그렇다고사고형이피도눈물도없는

사람들이아닐진대표현함에있어맞

다틀리다를따지는모습에감정형직

원들이상처를받는것이었다. 하지만

사고형 원장님은 이날 감정형에게는

칭찬은듬뿍-사고형기준에-, 꾸중은

최대한약하게를결심했지만두고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계획적이고결과를번

복하지않는판단형과언제든번복가

능한인식형이함께하는치과도있었

다. 이경우치과의정리정돈은언제나

판단형의 차지이고 아침에 지각하는

것은인식형의몫이었다. 모든유형에

장단점이 있듯이 이러한 인식형에겐

융통성과 순발력으로 환자를 대하고

치과에 즐거움을 제공하며, 시간약속

을철저히지키고정리정돈의여왕인

판단형직원들은원장님께신뢰를주

게된다.

인식형원장님의변화무쌍한치료

계획은미리준비하고있던판단형직

원을가끔당황스럽게만든다고하소

연하기도했다.

이렇듯서로고운정, 미운정까지

들었던 직원들간, 직원과 원장님간에

오해라면오해라할수있는성향들을

알게된봄날저녁, 상큼한디오세미나

실에서의 만남은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왜 딸기를

좋아하는지 왜 사과를 좋아하는지의

문제와같은성격문제에대해서불만

을갖지않을수있을것같다고말하

는 부산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얼

굴엔 온화한기운이감돌았고필자의

마음도훈훈해졌다.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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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림트와
벚꽃여행 손지형

대여치 대전지부장
지성연합치과 원장

기다리던 봄비가 촉촉이 오시던

날... 반가운 사람들과 봄나들이를 함

께했습니다. 행복한하루 어요.

화‘프리티우먼’으로혜성처럼

등장한여배우줄리아로버츠는1990

년과1991년두편의 화로예술문

외한이던일반관객들을서구음악과

미술의 심장부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1990년‘프리티우먼’에서난생처음

보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에 빠져

들어감동의눈물을줄줄흘리던그녀

가그다음해 화‘사랑을위하여’에

선백혈병에걸린남자주인공이슬라

이드를통해보여준화가의작품들을

보고미술에눈을뜨게되었습니다. 바

로그녀를닮은빨간머리의육감적여

성들을화폭에담은오스트리아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에 매료되었던 것

입니다. 이후클림트의대표작‘키스’

와‘다나에’등은 한국에서도 연인들

이가장사랑하는포스터와엽서의그

림이되었습니다. 

클림트는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이붕괴되던세기말을대표하는화가

이며 미술사적으로는 미학과 실용을

결합해 총체적 예술(토털아트)을 추

구한빈분리파를대표하며화려한황

금빛 장식표현과 파격적이면서도 과

감한에로티시즘을통해운명의여인

에서 악녀까지 다양한‘팜므파탈’의

이미지를구축한화가로널리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클림트의그림들

을전시하고있다는소식을구본석대

전시치과의사회 회장님께 듣게 되었

고여자원장님들을위해여행경비도

전액지원해주겠다는약속을받게되

었습니다. 기쁜마음에바로클림트전

과벚꽃여행을주제로삼고봄나들이

를계획하게되었습니다. 아름다운봄

날의멋진하루를위해우리는하루쯤

일상을탈출해마치오스트리아빈의

벨베데레 궁전으로 클림트 작품들을

보러가는심정이되어복잡한주말을

피해 각자의치과들을휴진하고수요

일에떠나기로하 습니다. 가슴을설

레게하는계절봄이었기에, 더군다나

오스트리아정부가이번한국전시를

마지막으로 100년 동안은 클림트의

작품들을해외로내보내지않기로결

정했다하니반드시보러가야만할것

같았습니다.

우리는평상시의출근시간보다빠

른9시에모두모여예술의전당한가

람미술관을향하여출발했습니다. 도

슨트의명확한설명과함께클림트의

‘유디트’와‘베토벤프리즈’, ‘아담과

이브’, ‘아기’등대표작을포함해30

여점의유화와, 자세히보면너무나도

에로틱한 드로잉들을 보았습니다. 그

의드로잉들은가까이서보면부끄러

울만큼선정적이기도했고여체를아

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잡지책에서도, 우리딸중학

교미술책에서도자주보았던‘키스’

는볼수없었으나접하지못했던그의

풍경화들도감상할수있었고그토록

여성성을 찬미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클림트의 이율배반적 생애와

작품세계에대해서도조금은알게되

었습니다. 저같은평범한사람은그를

이해한다고할수는없었지만결코평

범하다할수는없는인간들이예술을

한다는생각이들기도했습니다. 평일

이었지만꽤많은사람들틈에서그의

대표작중 하나인‘유디트’를 보았고

무리지은사람들이지나간후다시한

번가까이서또멀리서한참동안을바

라보았습니다. 누구도흉내낼수없을

것같은그녀의오묘한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려한 황금빛의 화려함

속에서도 찬란하지만은 않은 분위기

가, 사람들을그그림앞에서쉽게떠

나지못하게하는것같았습니다. 인터

넷에서전시회후기를읽어보니클림

트의‘유디트’를 직접 감상한 것만으

로도전시회를관람하러간것에만족

한다는 들이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나오니 봄비가 촉

촉이내리고있었고우리는우산을준

비하지 못했지만 불평하는 선생님은

아무도없었습니다. 보통때같으면사

지 않았을 클림트의‘키스’가 그려진

야한(?) 우산들을과감하게사서쓰고

는유유히걸어서식당에도착했습니

다. 여행은항상사람들을대담하게도

용감하게도만드는듯합니다. 

점심식사후에도계속해서봄비는

촉촉이 내렸지만 계획대로 벚꽃구경

을 하기로 했던‘호암미술관’으로 출

발하 습니다. 모두들옆사람들과즐

거운대화를하느라차안은떠들썩...

시끌벅쩍...  호암미술관정원‘희원’에

서서멋진호수와잔잔히피어오르는

물안개와함께벚꽃꽃잎들이무수히

떨어지는 꽃구경을 하 습니다. 어쩌

면비가와서더욱신비로운느낌이더

해졌던것같습니다.  용인의‘희원’은

서울의벚꽃보다늦게필거라는계산

에날짜를정하 지만벚꽃은이미비

바람에반은떨어진채꽃비가되어하

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스산한

날씨 지만 덕분에 구경나온 사람들

은우리뿐인것처럼넓고아름다운정

원의주인이될수있었습니다. 누구의

기호 는지, 산을배경으로한앞이탁

트인넓은호수와고풍스런고택을배

경으로한국고유의색채와정서가녹

아있는자연과벗하며미술관을향해

걸었습니다. 미술관의작품들은청자,

청화백자, 분청사기, 백자등도자기예

술과사군자등의회화, 또불상등의

불교미술 작품들이 주류 습니다. 선

조들의정성과높은예술적정취를한

껏느낄수있는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

탄의느낌은참그때그때마다다른것

같습니다. 얼마쯤오래전일까.. 아이들

이어렸을때, 에버랜드에놀러갔다가

이곳에들른적이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연과미술품에대한감상보다는나

의예쁜아이들에대한기쁨과관심이

훨씬 더 컸기에‘희원’의 아름다움에

대한자세한기억이없습니다. 내아이

들이 즐거워했던, 뛰어놀았던 기억들

이더컸던거겠지요. 하지만지금이

토록산과물과나무들, 그리고꽃들이

예쁘고귀하게여겨지는건아마도옛

날어른들의말 처럼나도나이가들

어가는것인가봅니다.

바쁜일상의휴식을찾으러떠나,

좋은장소에좋은사람들과함께다니

며말 을듣고나누며즐거운시간을

보낸마치선물같은휴식시간, 기억될

좋은하루 습니다. 

Gustav Kli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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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납부해주신회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해가거듭될수록회원들의권익을위한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활동이더요구되고있으며, 치과계의대표

적인사단법인단체로서다양한분야에서의대여치활약이기대되고있습니다. 2009년에도대여치는회원들의동정과치과계의여

러이야기를담은소식지를발간하고, 가평꽃동네와동산원등지에치과진료봉사를꾸준히이어가고있습니다. 국제교류및학술

대회를개최하고, 홈페이지를통한회원간의소통을더욱활발히할수있도록다양한콘텐츠도만들었습니다. 회비납부방법도지

로뿐아니라 KT자동이체를도입하여여러분의수고를덜수있었습니다. 그밖의여러행사와활동을통해더욱알찬대여치로거

듭나고있음을보여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러한여러활동은대여치회원의회비로운 되고있습니다. 대여치를아끼고사랑하는회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후원이필

요합니다. 연회비납부율이높아짐으로써회원여러분을위한활동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힘을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방법 1. 계좌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575701-01-162389 (예금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2. 지로용지납부 (지로용지에면허번호와성명, 치과주소, 전화번호를꼭적어주십시오.)

3. KT (자동이체서에면허번호와성명, 치과주소, 전화번호를꼭적어주십시오.)

입금후조계숙(Tel. 02-322-7505) 재무이사께연락주시면소득공제용 수증을발급해드립니다. 

(회비를납부했으나명단에없으신분은연락주십시오.)

회비와후원금의종류 여치연회비:3만원 /  대여치발전후원기금:5만원이상 /  대여치평생회비:50만원

회비납부안내

평생회비(8명)

구양희, 박소연, 유성희, 유해 , 이지나, 임원희, 조민선, 최지연

2009 회비납부현황 (224명)

연회비(212명)

강명신

강명진

강민선

강종미

강지행

곽난희

권태희

길경미

김경선

김경식

김기양

김명희

김명희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자

김미형

김민정

김서경

김석일

김성봉

김소라

김소양

김수진

김수진

김애라

김언희

김연옥

김연희

김 한

김옥경

김옥화

김윤식

김은숙

김은희

김전자

김정숙

김정아

김정아

김정혜

김정희

김정희

김주미

김지수

김지

김진아

김태경

김향란

김향희

김현진

김희경

김희량

김희정

김희중

나경선

남미현

남승지

노금래

노명옥

노은희

도송희

도향주

류경희

류주희

문지연

민선경

민정미

박경빈

박경옥

박경혜

박경희

박귀염

박선

박선희

박세경

박숙현

박애리

박 숙

박은

박은주

박은희

박인옥

박인임

박정미

박정원

박정헌

박지연

박지원

박현주

박희주

백현숙

서은아

성수미

성채련

성현미

소

손서진

손신

손 화

손현아

송경화

송금

송명옥

송행은

신순희

신 림

신윤자

신은섭

신지수

심경숙

심연수

심정민

심현구

안선

안은

양미

양성은

양성진

양수정

양 숙

양은숙

양은정

양정원

엄선린

오성례

오현미

오현주

오혜은

위선

유경희

유종희

유희승

윤경인

윤숙진

윤숙현

윤은희

윤정아

이건윤

이경숙

이경희

이동주

이명희

이미연

이미향

이미호

이민정

이선화

이세정

이수진

이승민

이 순

이 완

이완승

이은숙

이은주

이은희

이재빈

이정민

이정하

이정화

이종희

이주연

이진숙

이태

이현아

이혜성

이혜숙

이혜진

이화정

임소

임순연

임정미

임진숙

장주혜

장희숙

전시진

전지

전혜림

정보애

정성희

정송란

정애리

정 진

조계숙

조미숙

조 선

조은수

조정신

조진희

차정현

차혜

최경란

최성연

최승현

최 림

최은

최정원

최지원

하정선

한경아

한금남

한송이

한수

허 성

허진경

홍성진

홍승희

홍주연

홍현주

홍희숙

황혜정

황훈정

1. 정기이사회

매달 3째 주 화요일 정기이사회를 실시하고 각종 현안에 관한 토의를 거

쳐의결합니다.

2. 소년의 집 스켈링 행사

1월 10일(토), 11일(일), 17일(토) 세 차례에 걸쳐 6학년 학생 86명을

대상으로실시하 습니다. 이스켈링행사는서여치에서지속사업으로행

하고 있으며 총 12분의 임원 및 회원과 가족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도 인정이 되어서 자녀분들도 동반하여 도와주

었습니다.

3. 서여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

1회때는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주관하 고2회에이어올해3회째는

서울여치과의사회주체로 2월 28일(토) 아름다운가게봉은사점에서아

름다운 가게 기증 및 봉사행사를 가졌습니다. 총 600여점의 물품들을

기증해주셨고하루동안200여만원의행사수익금을냈습니다.

4. 제18차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정기총회와 제24차 학술강연

3월 19일(목)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로즈룸에서내외빈참석하에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하 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최진 교수를 초빙하여 치과 개원의가 할 수 있는

턱얼굴미용외과에관한강연을들었습니다. 기자재전시및공동구매

행사도많은관심을받았습니다. 

5. 임원연수회

4월 4,5일(토,일) 파주 헤이리예술마을motif#1에서 14명의가족을동

반한 임원들이 함께 1박2일로 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도착 후 간단한 미

니배드민턴게임으로몸도풀고주변을돌아보며산책도하 고저녁식

사후일년동안의서여치업무에관한열기넘친토의후에와인이있는

작은음악회도가졌습니다. 

6. 학술세미나

5월 21일(목) 저녁 미래에셋생명 삼성점에서 여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박경희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의‘기본에 충실한 보험청구’, A2

메디컬오용상대표의치과용모발중금속검사에관한강의를들었습니다.

7. 알로이시오 초등학고 TBI행사

6월 14일(일) 알로이시오초등학교 1학년대상총 82명을대상으로 TBI

및 불소도포를 하 습니다. 총 10분의 임원 및 자녀들이 도와주었고 행

사를마친후선물도나눠주며함께노는시간도가졌습니다. 

8. 서치회장배 자선골프대회 참석

6월 18일(목) 리베라 컨트리클럽에서 서치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 서여치

2팀이초대되어서여치의위상을세웠고자선금도기부하 습니다.

9. 서치, 서여치 회장단 간담회

7월 10일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서치, 서여치회장단이함께식사를

하며 서여치의 업무에 관한 홍보와 서치와의 공조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

우며, 특히여성특유의세심함과센스가돋보이는기획들을내놓아찬사

를 받기도 하 습니다. 또한 서치는 서여치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키위해

후원금을 전달하 고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협력관계를 지속시키기로 했

습니다.

대여치 지부소식

서울지부

1 서여치와함께하는아름다운가게행사

2 임원연수회

3 제18차서울여자치과의사회정기총회와제24차학술강연

4 알로이시오초등학고TBI행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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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외출행사

7월 19일 (일) 총 14명의 임원과 가족, 친지들이 2학년 남, 여 20여명

의아이들과함께외출행사를가졌습니다. 2~3명이팀을짜서각두명

의 아이를 담당하여 놀이공원, 서점, 화관, 수 장, 야외 등에서 함께

즐거운시간을보냈습니다.

11. 가을기행

10월 25일 (일) 양평의외갓집체험행사를가졌는데, 총 66명의회원및

가족, 친지들과함께차량 2대로출발하여벼배기, 탈곡하기, 고구마캐

기, 메 전 만들어먹기, 볏짚 공예, 트랙터 마차타기, 인절미 만들어먹

기, 송어 잡아먹기, 뗏목타기 등등 모두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외갓집체험을하고왔습니다.

12. 테세라 레진인레이 핸즈온

11월 21일(일) 비스코아시아 세미나룸에서 Indirect Resin Inlay의 장

점, 테세라 Indirect system의 우수성, 올바른 Preparation design,

테세라 System Hands-on course, Hypersensitivity 극복을 위한

다양한Cementation 방법, Hypersensitivity의원인및해결방법들에

관한학술강연과실습을했습니다. 

13. 송년의 밤

12월 10일(목) 소공동롯데호텔36층벨뷰룸에서행사할예정입니다.   

14. 신규개원의 사업

서울에신규로개원한여자선생님들에게축하선물과구회및서치에가입

을 유도하는 문구를 적은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4월, 11월 두

차례에나누어조사하여보냅니다.

15. 소식지 발송

서울여자치과의사회의 1년 동안의 회무, 동문회 소식, 그 외 여자치과의

사들과관련된소식들을회지로만들어서11월에발송을합니다.

16. 정심학원 봉사활동

매주둘째, 넷째수요일오후박경희부회장님과최국희치무이사님이교

대로 안양에 위치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청소년 여자학생들을 대상

으로치주치료와예방치료에중점을둔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1 알로이시오초등학교외출행사

2 가을기행

3 송년의밤

1 정기총회

2 회원모임

3 춘천방문

1

서울지부

인천지부

2

3

5월 27일 인천치과의사회관에서

쁘띠성형 세미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회원들과 보

톡스, 필러에대한강의를들으며

색다른 임상 분야를 접하는 기회

를 가졌고 친목도 도모하며 즐거

운시간을보냈습니다.  

강원지부
1. 강원도치과의사회제58차정기총회및2009년도보수교육에

서은아재무이사(대여치강원지부장), 권혜 여성분과위원장이

참석하 습니다.  

2. 매월첫째주월요일여자치과의사회원들이저녁식사모임을가지며

서로친목을도모하고있습니다.  

3. 서울여자치과의사 후배들의 춘천방문

자녀들과함께2009년10월24일토요일아침8시서울출발하여

10시에춘천도착. 화목원과소양댐예술농원에서점심을해결한후

보트를타고청평사에도착. 구봉산자락에서커피를마시며석양을

느껴보고내려오는길에닭갈비와막국수를먹으며즐거운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북지부
제2회 여우의밤

전라북도치과의사회에서 주최한 제2회 여우의 밤 행사가 11월6일 전주 리

베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개원 중인 여자치과의사들의

친목과단합을위해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열린여우의밤에는여성회원

들외에도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님을비롯한이사님들, 전북대학교치전

원에재직중이신박주미유미경김경아양연미교수님을포함하여50여분

정도참여하 습니다. 저녁 식사후에회원들의자기소개시간과지난여우

의밤행사사진을보았으며초청강연을듣고경품추첨시간도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 그리고 나눔 >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초청강연도 <행복

한삶>이라는제목으로조인숙교수님이해주셨고, 나눔동 상시청과함께

모금한성금은어린이재단에기탁할계획입니다. 참여 회원수가지난해보

다 적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동지애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확

인하는시간이었다고생각됩니다. 

광주지부

1. 제 7회 정기총회

-2008년 11월18일센트럴관광호텔

-신임회장단선출& 출범 : 김지 (회장), 김미형(부회장), 한수 (부회장)

-강연: 손미경원장‘Stress-free 보철의노하우(Single tooth restoration)’

2. 제 1차 이사회

- 2008년 12월23일융프라우

- ‘사랑하기위한모임’& ‘존재가치를위한모임’슬로건하에27명의임원진구성

- 이상숙고문의광주여치연혁과대여치와의협력관계속정체성확립의시간가짐

- 대여치홈피(www.kwda.org)의적극적활용요청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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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지부소식

광주지부

1

부산지부

제주지부

1. 3월18일 정기총회

부산시 치과계 대표 꽃남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치과의사와 레저'라는 주

제로 다이빙과 요트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초빙된 남선생님의 재즈피아

노 연주에 맞춘 백은 선생의 멋진 노래가 있어 한잔의 와인과 더불어

더욱풍성한시간이었다.

2. 4월17일 세미나

치과스텝들과 함께하는 MBTI 교육으로 원장과 스텝, 스텝들 간의 상호

이해및친목에좋은계기가되었다.

3. 6월9일 6.9제 행사

부산시치과의사회 6.9제 식 후 행사로 여자치과의사회의 댄스공연이 있

었다. 진료실 외의 또 다른 모습에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여론과 더불어

짧은준비기간이었음에도회원들상호간에더욱돈독해지는즐거운시간

이었다.

4. 6월17일 정기총회

‘입큰여자를잡아라’의저자구봉최형규선생의‘생활속의관상학’이

란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남편의 진급 및 병원경 , 아이들 진학 등등

여선생님들의고민을함께덜어주는나름재미난시간을가졌다.

5. 부산의대표프로사진작가김홍희, 문진우선생의문하생으로있는하

신 , 이유진 회원의사진전이 8월말 해운대문화회관에서있었다. 늦은

시간까지관람이가능하여주변회원들과함께늦여름밤의정취를만끽하

다.

6. 9월16일 정기총회

이가 회원의 커피점 '브에르세바' 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핸드드립 커피

시범이있었다. 회원들각자직접해보이면서다양한커피향에취해보는

즐거운시간이었다.

7. 10월10일 세미나

스텝들과 함께하는 레진 강의 다. GC코리아의 교육담당자의 레진강의

로스텝들의궁금증이한결해소되었으며제법깊이있는내용이었다.      

8.매주일요일건치회원들과연계하여부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무료진료봉사에임하고있다.

2009년도 제주지부모임

1. 2월20일어우늘에서저녁모임이있었습니다.

2. 4월 25일청아치과신미정선생님댁에서모임을가졌는데, 그동안몇분선생님들이

요리강습에서배운실력으로요리를해먹으면서즐거운시간을보냈습니다.

3. 6월19일신제주대가에서저녁모임이있었습니다.

4. 9월 18일송죽원에서모임을가지면서다음에는음악회나공연이있으면같이가는

기회를가져보기로했습니다.

3. 제 2차 이사회

- 2009년 3월10일제주항해물탕

- 의결사항

(1) 봄정기모임일자확정 : 2009년 5월19일 (화)

(2) 봉사활동진행：‘마인’(저소득가정아동방과후 활동지원센터) 후원지속의결.

의료봉사활동: 치협과간담회통해협력형태로할것.

(3) 학술활동의결：오스템후원의강좌또는연수활동의결.

(4) 소그룹활동의결: Golf club, PET group, 요리교실, 노래교실, 

미래교육원통한회원간의친목과연대감강화

4. 광주 치협과 간담회

- 2009년 3월27일융프라우

- 치협회장단과광주여치임원(김지 , 김미형, 위유민, 이경희, 유경희)과의만남. 

- 치협후원과협력관계선상의의료봉사활동추진계획.

- 5월 5일치협백일장대회의적극적홍보및협력요청받음.

5. 학술활동

- 2009년 4월17일오스템광주지국(세미나실) 후원

‘DSR 과 Bone graft ’강연및공동구매진행

6. 제 3차 이사회

-2009년 4월17일오스템광주지국세미나실

-의결사항

(1)봄정기모임준비 : 5월 19일센트럴호텔

세미나주제및연자확인, 팜플렛작업진행점검

(2)소그룹활동준비및추진

7. 6/9제 치협 백일장 및 사생대회 참여

-2009년 5월5일광주비엔날레광장

8. 제 7회 봄 정기모임

-2009년 5월19일센트럴호텔

-세미나

(1)‘사랑을반죽하는 양학’; J.S 퀴진김재숙원장

(2)‘활력을부르는클리닉’Make-up show & Hair do ; 미래교육원

-소그룹활동홍보; Golf club, Cooking class, 노래교실, 

자녀교육프로그램, 직원교육

9. 2009 작은 음악회 (치협 주최) 참여

-2009년 5월29일광주시립미술관

10. 여치‘특강’(자녀 교육)

-2009년 6월9일서정치과세미나실

-연자 : 고려대한성열교수‘우리아이, 마음건강히키우기’

11. 여치‘직원교육’

-2009년 6월5일~ 7월 24일8주교육

-‘미래교육원’에서진행. 40여개치과참여

12. 제 4차 이사회

-2009년 9월10일라마다호텔

-의결사항 (1)가을정기총회일정및연자의결

(2)대여치참석건

(3)가을테마여행진행건

(4)여치 cooking class 추진건

13. 여치‘요리교실’개강

-사랑을반죽하고 양을먹이자는여치의사들의바램과친목이

어우러진요리교실

-2009년 9월23일개강했으며매달진행될예정

14. 가을 테마여행

-2009년 10월25일담양죽녹원(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에서!!!

-대나무숲에서친목을~ , 별미떡갈비로보식을^̂   

15. 제 8회 정기총회

-2009년 11월17일센트럴관광호텔

-강연: 권오달원장‘Human Bridge’

대여치 지부소식

1 봄정기모임

2 헤어세미나

3 이사회

4 요리교실

1 3월정기총회

2 부여치6.9제행사

3 6월정기총회

4 9월정기총회

1

1

2

3

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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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학원

관련업무
1. 상급학교진학Counseling

(명문사립중고등학교, 명문대학입학상담및원서작성)
2. 연중캠프실시(11월, 12월, 3월, 6~8월)
3. 조기유학생진로상담

본원 출신 2009년도 입학한 사립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사립중고등학교: Phillips Academy (Andover, Exeter), Milton, 
St.Paul, Deerfield, Choat, Middlesex, Groton, St.Mark's, 
Lawrensville, Concord, Dexter, Meadowbrook, Pike, Eaglebrook, 
Fay, Fessenden 등다수
★대학교:Harvard, MIT, Yale, Princeton, Columbia, Stanford, 
Tufts, Dartmouth, Brown, Brandeis, NYU, UCLA 등다수

특징
1. 최강의강사진확보(MIT, Harvard 등명문대출신)
2. 수학, Latin, History 강세
3. 각종수학경시대회석권
4. TOEFL Test Center

5. AMC8, AMC10, AMC12, AIME, USAMO 준비반운

e-mail: icarus766@gmail.com (Jay Kim 원장상담전용)

070-8621-6537 이용하시면시내전화요금이적용됩니다.

수강과목
- SSAT

- SAT Reading/Writing

- SAT I, Math

- SAT II (Chemistry, Physics, Bio, US&World History)

- TOEFL 

1050 Waltham Street, Suite 320, Lexington, MA 02421
Advanced Counseling & Tutoring, Inc.

Advanced Counseling & Tutoring, Inc.

781-863-0677 (보스톤현지)

070-8621-6537 (인터넷전화)

편 | 집 | 후 | 기

구양희
대여치 공보이사
하늘미소치과 원장

정진
대여치 공보이사
유니온아이치과 원장

봄이지나면서부터원고를청탁하며조금씩Wdentist일을시작했고여름과가을이지나고이

제2009년을한달남겨둔12월이되었습니다. 작년... 처음Wdentist를만들면서아쉽고부족했던

점을올해는더잘만들어야겠다는마음으로애써달래며시작했었는데벌써한권의소식지가이

제막나오려고하고있습니다. 

기획안을짜고, 목차를만들고, 원고청탁목록을만들고, 한분한분전화를해서원고부탁을하

고, 원고를받아읽어보고수정하고, 업무보고목록정리.. 대여치활동내용 과사진정리...마지막까

지지부소식 과사진을받고정리하면서... 때로는시간에쫓기며짐으로느껴지기도했고여러번

원고부탁전화를할때면죄송하고힘들때도있었지만편집을마치고하나의미완성작품(?)으로

나온것을보면서내안에서잔잔한기쁨과보람과감동으로피어나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 그

것은바로 을주신분들의 들을한자한자읽으며그분들의생각과삶을만나게되고그속에

서다시깨달아지는그분들의진지하고소중한삶의모습들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고개가끄덕

여지며미소를짓기도했고때로는가슴한편이뭉클해지며눈물이나기도했습니다. 그래바로이

거야.. 우리가Wdentist를만드는이유는평소에는다내어놓을수없는우리각자의삶들이한분

한분의 들을통해만나질수있고공감할수있고또감동할수있다는것. 이감동을대여치모든

회원들에게전해주며여자치과의사라는이유하나만으로도서로이해하고공감할수있는통로역

할이되기를바라는마음간절합니다.

소식지가나오면 주신분들한분한분찾아뵙고전해드리며감사함을전하고싶습니다. 이

겨울...Wdentist 2009년호에서만났던소중한분들때문에바람은차지만마음이훈훈해집니다.

그리고Wdentist 2009년호가나올수있기까지여러모로도와주신회장님, 부회장님, 대여치여

러이사님들께고마움을전하며, 어려운중에도아낌없이후원을해주신분들과업체들께도진심

으로감사를전합니다.  

또다시1년이라는세월이흘러‘W-dentist’라는아이가세상에나오는산고를겪게되었습

니다. 대학을졸업하고20여년의세월이훌쩍지나면서몸이추운것보다마음이추운것이더견디

기힘들다는것을느끼곤합니다. 올겨울은유난히따뜻한데우리주변의삶에도따스한온기가스

며들었으면합니다. 서툰사람에게너무나소중한기회를주신회장님께감사드리고어려운시기

임에도불구하고흔쾌히도와주신모든분들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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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의학의미래를열어가는새로운이름-梨花

보철및치주학을동시에배울수있는임상치주보철학전공과, 심미와보존, 수복을배울수있는심미수복치의학전공을신설!!

■모집과정및인원

1. 모집과정및학과:석사학위과정, 임상치의학과
2. 전공분야:임플란트치의학전공, 임상교정치의학전공, 

임상치주보철학전공, 임상소아치과학전공, 
심미수복치의학전공

3. 모집인원:00명

■지원자격

1.국내외치과대학에서치의학학사학위를취득한여자치과의사
2.법령에의하여위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취득학위

치의학석사(각세부전공) / M.S.D
(예) 치의학석사(임플란트치의학), 치의학석사(임상치주보철학) 등

■입학사무문의및연락처

1.이화여자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교학부
2.전화: 02-2650-5763, 5765  팩스: 02-2650-5764
3.업무시간: 월~금9:00~17:00(토·일휴무)
점심시간: 오후12:00~13:00

4.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911-1 이대목동병원별관2층
치과진료부내이화여대임상치의학대학원교학부(우) 158-710

5.이메일: dentist@ewha.ac.kr
6. 홈페이지: http://dentistry.ewha.ac.kr

Ⅰ.Harvard U, Minnesota U, Florida U. 단기연수 Ⅱ.대학원생전용유니트임상진료
Ⅲ.전일제대학원생미니레지던시과정(임플란트, 보철, 교정, 치주, 소치) Ⅳ.치과의사협회인정AGD Program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linical Denti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