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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인사말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 삼아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3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이 민 정

매년 겨울의 문턱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회원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소식지가, 2021년 올해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소식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우리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다

양한 시각으로 고찰해 보면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사(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 ‘대

한여자치의학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회의 굵직굵직한 역사에 대해 정

리해 보았습니다.

초대회장이신 김찬숙 고문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여자치의학사회 발기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준비를 했으며, 1971년 3월 4일에 드디어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매해 

정기 총회와 월례회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1975년에는 강화도에서 무의촌 진료 봉사를 시작으로 대여치

의 진료 봉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봉사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는 전국의 치과대학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미래여성인

재상’ 이라는 명칭으로 해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1984년 9월에는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로 재

탄생하였으며, 각 지부를 결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04년 이후의 역대 회장님들을 인터뷰하며 최근 16년간 우리 회가 추구했던 가치를 돌아보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틀니보험, 치과촉탁의제도 등 국가의 주요 보건 정책들과 어우러진 대여

치의 정책연구 역사와, 많은 선생님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온 역대 의료봉사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십여 년간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 지원 사

업과 최근의 국제부 활동을 점검하면서, 외부 기관 및 국체 

단체와의 협력이 가져오는 동반 상승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회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

니, 반세기 역사의 순간순간의 페이지마다 선배님들의 열

정과 헌신이 녹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활동은  회원들뿐만 아니라 치

과계 전체에 큰 성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

님들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훌륭한 이정표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활동 중에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 회원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

한치과의사협회에서 역대 최다 여성 임원을 배출하는  성과

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래의 치과계에서 많

은 여성치과의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11월 20일에 개최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래

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 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

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도 지난 50년의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관

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권익

향상 이외에도 세대공감, 역량강화, 사회공헌 등 다양한 가

치를 추구해야 하는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넘

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치과계와 사회에 공헌하고 보답할 

수 있는 단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총회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대한여자치과의사

회’라는 명칭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추구하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의지와 염원을 담았

습니다.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 삼아 새 이름으로 또 다른 50

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호인 만큼, 반세기의 역사에 대한 서

술 이외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W dentist’ 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귀한 

기사와 원고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필자 분들, 그리고 

멋지게 엮어주신 임원 분들 덕분에 즐겁게 페이지를 넘기

게 될 것 같습니다. ‘W dentist’를 통해서 여성 치과의사로

서 비슷한 보람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

는 동료들인 우리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가 없지만 어려움 없이 건

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여성치과의사협회 회원 독자 여러분! 그동안

의 성장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치과의사들과 

함께 더 큰 발걸음으로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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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소식지 ‘W dentist’의 발간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축하와 응원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50년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수고 많

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 팬데믹 상황도 모두 힘을 합하면 곧 정리될 거

라는 굳센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서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50년의 시간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며, 

지금과 같이 국민의 구강건강과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신다면 더 높은 위상을 확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한국여자의사회도 상호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COVID-19로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이지만 여성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조금 더 힘내주

시길 바랍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새롭게 펼쳐질 100년을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하며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윤 석 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

2021년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소식지 ‘W dentist’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면을 빌려 소식지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이민정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소식지 ‘W dentist’는 연 1회 발행되는 단행본 소식지로, 집행

부와 여성 치과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여성 치과의사로서

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소식지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역사와 

저력을 기록하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고찰하여 여성 치과의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를 반영한 훌륭한 소식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내부 결

속을 다져 치과계 여러 역점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협회 역량을 집중해 나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바로 세우고 32대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

었던 것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

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치과계 최고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32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추진하는 여러 

역점과제들에 대해 큰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과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50년 역사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무한한 

발전과 여성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소식지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축사	●●●

Congratulations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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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축사	●●●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김 영 선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지난 1년여의 활동을 풍부하고 

알차게 수확하는  소식지 ‘W dentist’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펜데

믹으로 인해 일상이 변하고 사업과 활동이 축소되고 변형이 되었지만 힘든 중에

도 귀회의 활동을 끌어오신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2년여를 관통하며 아직도 세상은 큰 위기와 변화중

에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의 와중에도 귀회는 멘토 멘티 행사와 아울러 ‘2021 대

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시대에 맞춘 온라인의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시어 큰 반향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리며 또한 대한여성치과

의사회의 50주년을 깊이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도 28대 취임 2년 차로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

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업무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시대에 맞

춘 소통의 방식으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방송의 

개국은 소통의 방식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회에서 3년째 이어져

오는 성폭력 트라우마의 한의진료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에 대한 실태 연구를 진행중인바 귀회의 지난 동주제

의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는 본회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교류의 의미는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며 발맞추어 확장해나가는 진보의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본회 또한 귀회의 눈부신 활동과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좋은 영향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여한의사회는 더욱 노

력하여 여성을 위한 권익향상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전문 여성 의

료인으로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발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소식지 ‘W dentist’ 발간을 축하드리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창립 50주년과 

알찬 소식지의 발간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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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올해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공식명칭을	변경한	것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라	생각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Wisdom,	Worth	and	Warmth	Sharing’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슬로건은	더욱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혜를	나누고,	가치를	공유하며,	이웃에게	봉사하자는	슬로건	안에	전국	여성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합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이자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서는	여성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치의학회	회장		김 철 환

여성	치과의사분들과,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민정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Wisdom,	Worth	and	Warmth	Sharing의	슬로건처럼,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과	

의료정책	연구,	학술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늘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의	학술단체들과	함께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꿈꾸겠습니다.

국회부의장	김 상 희

1971년에	설립된	후	50년간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헌신해	온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50주년	기념소식지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와	함께	꾸준히	교류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 희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 옥 녀

창립	50주년의	오랜	역사와	알찬	활동	이력을	자랑하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50주년	기념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이민정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운영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과총의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온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와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롤	모델이	되어	앞으로도	후배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들을	

선두에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축전



10 ● 2021 W dentist 대한여성치과의사회 ● 11

History 
연혁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연혁

|지부 소개|

제주지부	도경은	지부장

|Officers Introduction|

회장	

이민정

수석부회장	

신은섭

부회장	

김원경,	김수진,	윤은희,	정혜전

감사	

조은수,	이현정

자문교수	

한원정,	장연화,	손미경

총무이사	

고수진,	김지연

재무이사	

장순옥,	박계련

공보이사	

정유란,	김현정,	최		봄

학술이사	

김희경,	방은경,	강수경

여성인권센터장

곽정민

법제이사	

김현미,	전세영

기획홍보이사	

황혜경,	이수정,	이민정

국제이사	

박상희,	정회인

대외협력이사	

박슬희,	황지영,	박은경

사회봉사이사	/	간사	

조은희,	최원정

정책연구이사	

이동정,	박지연,	윤지영

보험자재이사	

이화경,	유인순,	이순임

정보통신이사	

박수진,	양은진

서울지부	정혜전	지부장

인천지부	김인숙	지부장

경기지부	안형옥	지부장

대전지부	전경애	지부장

전북지부	장미성	지부장

강원지부	정민선	지부장

충북지부	김명희	지부장

경북지부	신영림	지부장

대구지부	최			미	지부장

울산지부	홍정임	지부장

부산지부	조경미	지부장

전남지부	김명희	지부장

대한여자치의학사회

창립총회

1971. 03.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단법인	등록

회원	명단집	발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소식지	W	dentist	창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여성대의원	배정요구

여성의료주요단체

(여의주)	모임	발족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무국	개소식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여성대의원	배정을

위한	정관개정안	발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가입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여성대의원	

8인	의무배정을	위한	정관	

개정안	통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	통과:	대한

여성치과의사회	설치,	

여성	부회장	1인	추가

엘스비어	코리아와

업무협약 :	Dental

Resource	Center	오픈

23대	집행부	출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	발족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	통과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	1인	의무배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명칭변경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여자치과의사회보

창간호	발행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	공청회,	

‘여성대의원	일정	수준	

유치’	주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학술	세미나	개최

1984. 09. 1992.     2002.     2006. 08. 2007. 01. 2007. 06.

2011. 04. 2012. 02. 2012. 04. 2014. 04. 2016. 05.

2020. 05 2020. 07. 2021. 04. 2021. 07. 2021. 11.

1985. 07. 1986. 01. 1986. 07.

여성가족부

‘G-KOREA운동’	동참

제1회	멘토	멘티	간담회	

개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연구위원회,

연혁	연구위원회	발족

여성가족부의	

미래여성인재	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표창수상

한국여의료인회

제1회	해외의료봉사

아태여성치과의사포럼	

개최

2009. 07.

2017. 11.

2010. 06.

2017. 12.

2011. 02.

2019. 05.

서울시/경기도	치과의사회	

회칙	개정안	통과

:	여성	임명직	부회장	신설

정심여자중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1. 03.

2019. 10.



Activity

미래여성인재상 수여 2021. 02. 20.~02. 28.

대여치	장학위원회에서는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미래여성인재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21년도에도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어	장

학금을	전달하였다.	COVID-19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위수여식이	온

라인	행사로	치러지거나	외부인	참관	불가로	진행되어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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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간담회 개최 2021. 01. 23.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풀뿌리간담회를	통해	대한치과의

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여성	임원들이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경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이	‘낯선	회무와	친해지기’,	예선해	대한치과의사

협회	경북지부	부회장이	‘내가	생각하는	여성	치과의사의	Positioning?-

일상에서	그리고	치과의사로서!’를	연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후,	이수정	

대여치	기획홍보이사가	‘여성	대의

원의	역할과	중요성’,	박지연	대여

치	정책연구이사가	‘여성	대의원	증

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며	대의원	

증원에	대한	대여치의	열정을	보여

주었다.	

제35차 정기총회 2021. 04. 10.

2021년도	제35차	정기총회는	온라인	총회(Zoom	회의)로	

진행되었다.	2020	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와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

며,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의	명칭	변경과	사업	항목의	내

용	수정	등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었다(종전	명칭:	대한여

자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앞으로도	W-sharing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이사회 및 정기이사회
상임이사회: 2021. 07. 26.

정기이사회: 2021. 03. 15. / 05. 31. / 10. 18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연	4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부서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연	2회의	정기이사회를	통해서는	각	지

부의	지부장들도	참석하여	지부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

간을	가진다.	올해는	대부분의	이사회가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대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등의	

굵직한	행사	개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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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여 성

치과의사회

활 동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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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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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의원 증원  2021. 04. 24.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	상정된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이	재석대의원	168명	중	116명

(69%)의	찬성,	37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본	개정안은	여성	대의원	비율을	현행	3.8%(8명)에서	8%(17명)으로	증원

하는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18개	지부	중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

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1명씩	의무배정	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중	여성회원	비율이	27.5%에	이르렀으나	여성	대의원	배

정	비율이	3.8%에	불과해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은	양

성	평등을	위한	치과계의	오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대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이민정 회장. 

사진 출처: 치의신보 유시온 기자

멘토멘티 만남의 날  2021. 08. 21.

매년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의	여학생들을	초청하여	진행

했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멘토멘티	간담회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해	줌	웨비나	(Zoom	Webinar)	진행하였다.	

오스템	트윈타워	덴올	TV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이번	행

사에는	여학생	105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김지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황지영	서울시장

애인치과병원	임상교수의	‘함께	맞이할	미래	이야기’,	이유진	녹색전

환연구소	부소장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등의	강의가	펼쳐졌다.	정유란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패

널	토론에서는	강수경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안면통증구강내과학	교

수,	조은희	빛치과의원	원

장,	임희정	스마트백평치

과	부원장이	패널로	참석

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실시간	온라인	질의가	이

어져	열띤	분위기로	마무

리되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지원사업 

 2021. 04. 01.~ 2021. 10. 31.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외협력부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단체지원사업	심화연구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	주제는	‘초고령사회	

치과의료인	역할강화를	위한	예비의료인	교육	활동의		효과(III)’로	정

해졌다.	미래의	치과의료인이라	할	수	있는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

문대학원	여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대면,	대면	두	가지	방식

으로	교육과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전에는	공적	제도	및	

노인	관련	국가	정책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나,	교육	후	관련	이해

도가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도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

인	인식과	긍정적인	직접	참여의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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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활동 보고

학술대회  2021. 09. 01.~ 09. 07.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신박한	치과	임상	정리:	임상	고수들의	실전	레시피’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장기화된	COVID-19사태

로	인하여	덴올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766명의	남녀	치과의사가	등록하여	뜨거운	온라

인	학습	열기를	뽐냈다.	240분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

고	퀴즈를	풀면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되었다.	고홍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를	비롯한	8

명의	연자가	강의하였으며,	구강내과,	소아치과,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	임상의	전반을	아우르는	알찬	강의

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라인	학술	포

스터	경연	및	시상을	통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공

직의,	전공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주년 기념 행사
2021. 11. 2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한국과학기술회관	12

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

협회	회장,	대여치	김찬숙	고문	등	내외빈들과	대여치	임원,	지부	

임원	등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	순서에서는	대한여성치

과의사회	미래발전	포럼이	진행되었다.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상으

로	시행했던	창립	50주년	기념	설문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어	이목

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2부	순서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만

찬을	진행하였다.	여러	내외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찬숙	고문

이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기념식은	현장에	참석이	어려운	회

원을	위해	치의신보	TV로도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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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여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집에 여성이 4명이 있는 입장에서 

대여치 포함해서 여권 신장에 힘써 주시는 사회 각 분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응

원한다.

한 가지 질문으로 원고를 시작해 본다. 근관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가? 레

진 코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가?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으로 하였는데 

2011년 Gillen BM 등에 의하면 근관 치료를 잘 하는 것만큼 수복 치료(레진 코어)

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근관 치료를 잘 하고 수복 치료를 못한 경우

와 근관 치료를 못하고 수복 치료를 잘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

였다. 즉, 근관 치료를 잘 하는 것만큼 수복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몇 번의 

내원으로 겨우겨우 완성되는 근관 치료에 비해서 수복 치료는 대부분 10분 내로 

완성되는데 이 둘의 중요도가 비슷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Cheung W.는 코어의 조건으로 적절한 압축 강도와 충분한 굴곡 강도를 

보이고 생체 친화성 및 구강 내에서 미세누출에 대한 저항성이 좋으며 다루기 쉽

고 치질에 잘 접착하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열팽창 및 수축 정도가 치아와 비슷

하면 좋고 체적 안정성이 있고 물을 최소로 흡수하며 2차 우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만족하는 재료는 없는데 그나마 우

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레진이 대부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어가 본다.

1) 레진 코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근관 치료를 마치면 실러가 근관 주변에 묻어 있게 된다. 이

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4 또는 #6 low speed round 

bur를 사용하여 orifice level에서 gutta percha(GP)와 함께 

실러를 제거한다. 이때 GP는 orifice level에서 평평하게 되

도록 근관 치료할 때 사용하는 plugger로 잘 다져주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실러를 깨끗하게 제거했다 하더라도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면 여기저기 실러가 여전히 묻어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dentin bonding agent(DBA)

를 적용하게 되면 DBA 안의 solvent인 alcohol 성분이 남아

있는 실러와 반응하면서 실러가 씻겨 나가게 된다. 그러면 

alcohol이 solvent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신 다른 역할을 하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질 높은 수복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실러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실러를 철저히 제거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려면 임시 가봉재로 덮은 후 

환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후에 오시면 내원간 감염이 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임시 가봉재가 떨어진 상태로 오신다면 근

관 치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레진 코어할 때 

굳이 마취를 하지 않는데 러버댐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아

파하지는 않을까? 필자를 포함해서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근관 치료를 마치는 날 레진 코어를 하고 싶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근관 치료를 마치는 날은 이미 마취도 되어 있

고 러버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수복 치료를 하기 최상의 조

건인데 실러가 씻겨 나가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lcohol을 

microbrush에 묻혀서 현미경 하에 실러를 제거해 보았더

니 실러가 매우 잘 녹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몇 

번 alcohol로 실러를 정리하고 3-way 시린지로 깨끗이 씻

어내고 현미경 하에 DBA를 적용해 보았더니 alcohol을 사

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녹아 나오는 실러의 양이 확

연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였다. 요약하면 레진 코어를 당

일에 하되 orifice level에서 GP를 평평하게 하고 alcohol을 

microbrush에 묻혀서 실러를 제거한 후에 수복 술식을 진행

하면 좋겠다. 

2) 레진 코어는 일반 수복 치료와 무엇이 다를까?

여기에서 언급하는 레진 코어는 근관 치료 이후에 시행하

는 것이므로 일반 생활치의 수복 치료와 비교할 때 어떤 점

이 다를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근관 치료를 받은 치아의 

moisture 함유량은 생활치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

다. 근관 치료를 받은 치아가 생활치에 비해 brittleness 하

다 즉, 잘 부러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근관 치료를 받은 치아와 생활치를 파절에 이르기까지 필요

한 힘을 비교한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없다는 연구도 있

는데 이는 앞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근관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NaOCl 같은 근관 세

척액은 상아질의 표면을 변성시키므로 이를 극복할 필요는 

있다. 또한 근관 성형할 때 사용하는 RC-prep 같은 근관 윤

활제 역시 철저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성분으

로 인해 DBA의 결합력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임상에서 만나

게 되는 경화성 상아질 즉, dentinal sclerosis 역시 DBA 접

착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해결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쉬우면서 적절한 처치는 

32~37% 인산으로 에칭을 하는 것이다. 

NaOCl을 적용한 이후에 에칭을 적용하면 NaOCl 적용 없이 

에칭을 한 것과 비교할 때 SEM 사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고 alcohol 세척을 통해 RC-prep

도 제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화성 상아질의 경우 인산 에

칭 시간을 일반적인 15초 내외보다 30초간 더 부여한 45초를 

적용하면 접착력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다. 즉, 인산 에칭

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DBA 중 최

Restorations for 
        endodontically treated teeth 
–For more better resin core 

곽영준 

연세자연치과	원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임상지도교수

Academy
근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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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많이 사용되는 universal adhesive는 etch & rinse mode

와 self-etch mode 사용이 모두 가능하니 이를 임상에 사용

하면 훨씬 간편하다. 요약하면 레진 코어 첫 단계로 32~37% 

인산 에칭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즉, DBA의 etch & rinse 

mode가 레진 코어 술식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3) DBA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산 에칭까지 했으니 이제 universal adhesive를 적용해 

보자. 참고로 레진 코어뿐 아니라 post & core를 시행할 때

도 etch & rinse mode로 사용하는 것이 접착력 면에서 유

리하다는 것도 기억하자. 일반적인 DBA와 같이 universal 

adhesive의 적용에서도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i) Agitation(rubbing):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압력

이다. 이를 위해서 붓털 같은 것보다는 microbrush로 적

용하는 것이 좋고 힘차게 압력을 가해서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 이렇게 적용하면 microbrush의 털이 순

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털이 잘 안빠지는 

microbrush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만약 잘 빠지는 

microbrush를 가지고 있다면 2개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너무 좁은 부위에 DBA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넓은 

부위는 microbrush로 하고 좁은 부위는 붓털같은 것을 사

용하되 압력을 줘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ii) 충분한 DBA 적용: 간혹 DBA를 microbrush에 묻힐 때 

DBA tip에서 직접 microbrush에 묻혀서 한번만 사용하는 경

우가 있다. DBA를 well에 짜 두면 solvent가 날아갈 것이 우

려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solvent

가 모두 날아가려면 5시간은 경과해야 한다고 하니 임상에

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용 직전

에 전용 well에 1~2방울 떨어뜨린 후 3~4번에 걸쳐서 DBA

을 상아질에 문지르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양의 

DBA를 적용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DBA 안에 있는 성분이 

상아질과 반응하여 좋은 접착력을 나타낼 수 있다. 

(iii) Dwelling time & Solvent removal: DBA를 상아질

에 적용한 이후 약 10~20초간 그대로 두는 것을 dwelling 

time이라고 한다. 이는 DBA가 상아질과 반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그냥 있기보다는 3-way 시

린지 중 바람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간혹 원인을 알 

수 없이 바람 나오는 부위를 눌렀는데 물이 같이 나오는 경

우가 있다. 노후된 장비에서 물 스위치가 눌린 상태로 완전

히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수기 연결 부위에서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Solvent

를 제거할 때는 air(바람)를 적용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약

하게(blot dry) 바람을 불기 시작해서 약 3~5초 후에 강한

(strong dry) 바람으로 불어주면서 흐르지 않을 때까지 확인

해야 한다. 대개 10초 이상은 바람을 불어줘야 DBA가 흐르

지 않게 된다. 최근 사용되는 universal adhesive 안에는 많

게는 약 50%까지도 solvent가 들어있어서 제거해야 하는 양

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Core resin의 선택

임상에 사용하기에 가장 간편한 core resin은 dual cure 

type core resin일 것이다. Dual cure type core resin은 

base와 catalyst로 구성되어 있는데 base에는 aromatic 

tertiary amine(ATA) 성분, catalyst에는 benzoyl 

peroxide(BPO) 성분이 들어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서 

레진의 자가중합을 위한 free radical이 형성된다. 이때 사

용하는 DBA의 pH가 3보다 작을 경우 DBA의 표면에 산

성(acidic)의 oxygen inhibition layer가 dual cure type 

core resin 안의 ATA과 반응하면서 aromatic quaternary 

amine이 된다. 이렇게 되면 BPO와 반응할 ATA 성분이 부

족해지고 이는 레진의 자가중합을 위한 free radical을 만드

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pH가 3보다 낮은 제품

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self-cure activator(S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DBA 한 방울에 SA 한 방울을 섞어서 사용하면 된

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것

은 차치하고 DBA이 희석돼서 더 많은 양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SA 안에 들어있는 sulfinate 성분이 BPO와 반응해서 

free radical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pH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본

다. 이런 bonding-resin incompatibility를 근본적으로 막

기 위해서는 pH가 3보다 큰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

만 더 좋은 방법은 광중합형 레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

근 bulk-fill composite resin이 나오면서 광중합의 깊이도 

약 4mm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bulk-fill resin을 사

용하면 기존의 composite resin을 incremental filling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기포의 함유가 적다

고 하니 좋은 light curing unit만 있다면 bulk-fill resin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bulk-fill resin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몇 

가지만 주의하면 큰 어려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첫째, 

bulk-fill resin의 tip이 평평해진 GP 위에 닿아야 한다. 

Resin tip과 상아질 사이에 유격이 없어야 기포 없는 충전이 

가능하다. 둘째, 생각보다 천천히 resin을 짜면서 골고루 바

닥부터 쌓아가야 한다. 한번에 많이 짜면 resin이 흘러 들어

가기 전에 기포가 resin과 상아질 사이에 갇히게 될 수도 있

다. 한번 갇히면 아무리 explorer로 기포를 없앤다 하더라도 

기포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기포가 갇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용하는 bulk-fill resin은 너무 점도가 

낮으면 잘 흘러서 양 조절이 어렵고 너무 점도가 높으면 짜

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중간 정도의 점도를 가지는 제

품이 좋겠다. 넷째, 제품 자체에 기포가 없는 것이 좋은데 

현미경 하에 bulk-fill resin을 짜보면 tip에서 나오면서 이

미 기포가 만들어져 있는 제품도 있다. 이런 경우 기포 없이 

resin core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방사선 불투과성이다. 방사

선 불투과성이 너무 크면 GP와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재근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어느 부위까지 코어 

레진을 제거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GP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방사선 불투과성을 가

지는 제품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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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치료 후 레진 코어를 시행한 증례들로 GP와 core resin의 

방사선 불투과성을 비교해서 관찰해 보자. 방사선 불투과성이 각각 

(a) GP ‹ core resin, (b) GP = core resin, (c) GP › core resin 

정도로 관찰되고 있다. 

이 중에서 (c)는 재근관 치료를 시행한다면 어디까지 core resin인지 

명확한 관찰이 가능해 보인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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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중합기(Light curing unit)의 선택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가형의 광중합기로 임상가가 원하

는 레진 중합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단

위 면적당 광중합기의 광세기인 irradiance는 임상적으로 

400mW/cm2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광세기를 

측정할 때는 광중합기의 tip을 측정기에 붙이고 측정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레진을 중합시

키게 된다. 이렇게 레진과 광중합기의 tip 사이에 거리가 멀

어질수록 광의 세기는 떨어지게 된다. 특히 레진 코어 술식

은 광중합기의 tip에서 약 8mm까지도 떨어진 부위까지 중

합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광세기는 더

욱 중요해진다. 

Elipar DeepCure-S(3M), SmartLite Pro(Dentsply), 

Bluephase(Ivoclar Vivadent), Valo Grand(Ultradent) 같

은 고가형의 광중합기는 저가형과는 다르게 대부분 높은 광

세기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고가형 광중합기는 단순히 광세기만 센 것이 아니라 

tip size도 크다는 점이다. LED bulb에서 같은 power의 광

이 나온다 가정한다면 출력되어 나오는 irradiance는 광중

합기 tip의 반지름의 제곱(즉, 원의 넓이)에 반비례하면서 

떨어지게 된다. 저가형 광중합기 tip의 지름은 대부분 7mm

이고 고가형 광중합기의 경우 대부분 9mm 이상이고 어떤 

제품은 10mm가 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고가형은 저가형

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LED bulb power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령, 광중합기 tip의 지름이 7mm, 10mm인 것을 

비교해 보면 광중합기의 irradiance가 같다면 광중합기 tip 

지름이 10mm인 것(원의 넓이는 25π)이 7mm인 것(원의 

넓이는 12.25π)에 비해 2배 이상의 LED bulb power를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가형이 왜 저가인지 알 수 있는 대

목이다. 이렇게 광중합기 tip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수복물

의 크기가 커질수록 극명해지는데 수복물의 크기가 7mm

가 넘어가게 되면 저가형 광중합기로는 더 많은 시간동안 

광중합을 해야 적절한 광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중합기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광의 균질성이

다. 이는 광이 나오는 tip의 중앙과 가장자리에서 광세기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다. 광중합기 

tip의 중앙과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광세기의 차이가 적을수

록 균질성이 좋은 것인데 이는 bulk-fill resin으로 코어를 

시행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Bulk-fill resin의 경우 4mm

까지 중합이 되는데 이때 4mm의 의미는 bulk-fill resin

의 top과 bottom에서의 degree of conversion(DC)과 표

면 강도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top에 비해 bottom에서 최소 

80% 이상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저가형 광중합기는 tip 크

기가 작고 균질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코어 레진에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어렵게 근관 치료를 

하고 중합이 잘 되지 않는 코어 레진을 시행한다면 coronal 

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코어 레진에 함유되어 있는 photo initiator를 고

려해서 그것에 맞는 스펙트럼의 광을 조사하는 광중합기를 

선택해야 하고 curing tip의 각도(90도의 각을 가지는 경우 

구치부 적용에 적당하다.) 역시 중요하다. 광중합기 tip에 이

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환자간 

cross-contamination을 피하기 위한 위생 방법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광중합 하는 사람은 eye protector를 사용하

여 반드시 보면서 광중합하는 습관을 가져서 광중합기의 tip

이 치아나 코어 레진에 붙이지는 않되 최대한 가깝게 유지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레진 코어를 시행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았

다. 모쪼록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과 함께 다시 한번 대여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

린다.

윤지영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인하윤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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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후 체크 사항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우리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료를 정확하

게 잘 할 수 있는가’이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최선

의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료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나 싶지만 개

원을 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 또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보험 청구에 대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진

료에 대해 정확하게 청구하는지, 무슨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재료를 포함시켜

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고민들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 스마트해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청구는 스마트해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맡기고, 우리의 남은 에

너지를 청구가 끝난 후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청구 

후 체크해야 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보험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하는 곳으로, 심사 결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결과 확인을 위해 문자 알림 신청은 필수입니다. 문자 알림 신청을 하면 청구 결과

를 바로 문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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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신청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 관련 신청 

→ SMS 신청에 하면 됩

니다. 

문자로 심사 결과를 받

아 확인했을 때 심사 조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료비 청구 

→ 진행과정 → 심사 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에 들어가

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

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급불능이나 

반송 건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 결과 진행과정(결과 통보서) 조회를 통해 심사 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조

정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실수를 반복

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심사 조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문자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자 알림 신청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한 통보가 아닌 청구비에 대한 지급일 또는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지급일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청구비 지급

일을 아는 것은 개원의로서 아주 중요하며 유용하게 사용하

고 있지만,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신속하게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문자 서비스로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심사평가원 결과 통보의 경우 한 달 단위로 청구된 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이므로 연단위의 심사 조정을 확인할 수 없

고,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차상위자격 오류에 대한 반송 내

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

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급여 → 

주민번호 재청구 무자격자 반송 내역, 차상위자격 불일치 

반송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차상위자격에 대한 오류는 심사조정

된 것이 아닌 반송 내역이므로 오류 수정을 하여 보완청구

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모든 내원 환자마다 주민등록

번호 수신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없으나 이전

에 청구된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도	치과로	직접	오는	우편물	확인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치과 임플란트 1·2단계 청구 후 3단계 미청구

기관> 관련 자율점검이나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관련 등의 다양한 자율점검에 대한 우편이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

료) 급여 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치과

에 통보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청구 오류에 대한 사항이지만 보험 틀니나 보험 임

플란트 관련으로 건당 비용이 크고, 기간이 약 3년 정도 단

위로 길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자율점검 통보를 받았다면 진료와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궁금한 내용

은 심평원이나 공단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익숙해지기보다 해

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치과 진료 후에도 보

험 청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하기 바라

며, 이번 기회에 위의 사항에 대해 체크해서 불필요한 오해

나 피해를 막고, 각 치과의 보험 청구에 대해 한 번 더 점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 

권  훈

광주	미래아동치과	원장

People
여성치의학사

1971년 3월 4일 여성 치과의사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창립된 ‘대한여자치의학사회’를 기원으로 삼고 있는 대한여

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립 당시 초

대 회장인 김찬숙 여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80여 명의 여성 

치과의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9000여 명의 여성 치과의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인연이라 한다. 세 번째 원고는 

필연이고 네 번째는 숙명이라 생각하였다. 이제부터는 W 

dentist에 원고 보내는 것을 사명(使命)이라 여기고 한국 치

의학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본래의 계획은 ‘조

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3)’에서 미쳐 소개하지 못한 경성

치과의학교 또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성 치과

의사를 언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원고는 대한여성치

과의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호’라는 소식을 듣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써볼까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

화라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 여성 치과

의사들이 남긴 기록물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

들에게 좋은 울림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길은 3

가지였다. 첫째,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치과의학전문학교

(동양 또는 동경)를 졸업하거나 둘째, 경성치과의학교(경성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셋째, 조선총독부에서 시

행하는 조선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1921년부터 시행)

이었다. 1952년 보건사회부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대한민

국에 치과의사는 881명이었고 그중에 43명이 여성 치과의

사였다. 43명 중에서 3명은 치과의사 검정시험 합격, 1명은 

한지 치과의사 과정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된 여성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

규 치과대학을 졸업한 44명<경성치과의학교(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15명, 일본 동양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 21명, 일

본 동경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 8명>, 치과의사 검정시험 합

격자 3명 그리고 한지치과의사 1명해서 총 48명이다. 앞에

서 설명한 1952년 통계자료에 나온 전체 여성 치과의사보

다 숫자가 더 많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인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가 겹쳐있어 치과의사가 된 조선

의 딸 몇 명은 기록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않고 단 1명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는 강흥숙(姜興淑)과 김름이

(金凜伊)다(참1,2). 두 분 중에서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를 

굳이 면허 등록 순으로 굳이 따진다면 경상북도 출신인 김

름이다. 그녀는 1925년 6월 19일 치과의사 면허번호 60번

을 부여받았다(그림1). 참고삼아 부연 설명하면 강흥숙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1925년 12월 18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치

과의사 면허번호 81번을 부여받았다(그림2).   

1925년 탄생한 최초의 한국인 여성 치과의사인 강흥숙과 

김름이에 관한 자료가 무척 미미하다. 물론 두 분이 조용한 

삶을 사셨기에 그럴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최초

의 여의사 박에스더(1876-1910)와 비교하면 두 분의 제대

로 된 사진도 없고, 출생과 사망 연도도 알 수 없을 정도이

다. 두 분의 모습은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사진과 그 사진

을 토대로 그려진 두 분의 초상화만이 유일하게 남아 우리

들에게 전해지고 있다(참3). 역사는 기억과 기록의 축적물

이다.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는 기

록으로 남겨야 할 사람과 단체가 있다. 이 두 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하고, 그분들의 인생 궤적에

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아서 두 분의 치과계 인물로서

의 퍼즐 판을 완성시켜야 한다. 

1928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장지원이 치의신보에 연

재한 ‘나의 치과입문’에서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하였다(그

림3). 장지원의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시절 야유회 모습

이 담긴 귀중한 사료이다. 사진에 보이는 학생은 총 26명이

다. 장지원의 입학 동기들 모습으로 추정된다. 1925년에 입

학하여 1928년 졸업한 학생 수는 한국인 17명, 일본인 22명

이었다. 따라서 장지원이 1925년 신입생 일 때 동기들과 경

성 근교로 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이 사진에

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학생들이다. 사진에 9명이 보

인다. 특히 한복(저고리와 치마)을 입은 8명의 여학생은 조

선의 딸이다. 아마도 이 사진 속에 1928년 졸업한 이순이 

선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참4). 다만 사진에서 누가 이

순이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조선의 딸은 필자가 파악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1) 한국인 여성 최초의 치과의사 김름이는 1925년 6월 19일 치과의사 면허번호(60번)를 

부여받았다.

(그림2) 한국인 여성 최초의 치과의사 강흥숙은 1925년 

11월 21일 치과의사 면허번호(81번)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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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7년 W dentist에 게재한 ‘최초의 유학파 여성 치

과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1926년 동양여자치전을 졸업한 

박봉남을 조선 여성 최초의 유학파 치과의사라고 명명하였

다(참5,6). 그러나 최근 원고를 준비하면서 명화여자치전을 

졸업한 이보화(李寶花)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4).

이보화는 1925년 3월 동경 명화여자치전을 우수한 성적으

로 졸업한 후 총독부 의원 치과에서 재직 중 폐결핵에 걸려 

1926년 4월에 총독부 의원을 사직하고 고향인 함경북도 성

진으로 돌아가 지병치료를 하였다. 병든 몸을 가지고도 부

녀계를 위하여 성진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고, 특히 무산계

급에 있는 여성을 위하여 야학을 열어 그들에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상단체인 신인회(新人會)에 가입

하여 대중운동에도 참여하였고, 시대일보 성진지국 기자로

서도 활동하였다.

이보화는 명화여자치과의전을 1925년 봄에, 박봉남은 동양

여자치과의전을 1926년 3월에 졸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보화가 박봉남보다 1년 먼저 여자치과의전을 졸업하였다. 

두 사람은 학교명이 다를 뿐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다만 문부대신으로부터 전문학교 지정을 받았냐 그렇지 않

느냐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최초의 유학파 여성 치과의사’라는 타

이틀은 이제 박봉남이 아닌 이보화라고 해야 한다. 이보화

는 치과의학강습소에서 승격된 명화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

에 1921년 입학하여 1925년에 졸업하였다. 이처럼 역사는 

새로운 기록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변경되어 다시 써질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보화와 박봉남의 치과계 이력

에 관한 기록물이 1926년 신문에 실린 기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지속

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한다면 또 다른 자료가 발

굴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박봉남은 1914년 일본에서 창간된 재일본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의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에 명화여자치과의전생

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원고를 게재하였다(그림5). 잡지 

학지광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출판되었고 1년에 2회

에서 4회 발간되었다. 일본의 엄중한 검열하에서도 1930년

까지 출판되었던 잡지다. 이러한 곳에 글을 보낸 박봉남 선

생이 무척 자랑스럽다. 원고 제목이 ‘직업부인에 대하야’ 거

창하고 내용은 결연하다. 그 본문 중 일부를 한글과 현대적 

글로 수정해서 옮겨본다.

“또 직업부인이 한 가지 근심되는 것은 걸핏하면 노양(老

孃)이 되고 말 염려가 있다. 그러나 부인 직업이 독립적 생

활가능성이 있다고 부인 본래의 모성인 자송(資松)을 희생

하게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다. 좌우간 우리 여성은 

결혼 혹은 생활만 위한 수반적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견지에서 다만 천직을 다

한다는 자각적 직업을 요구하여야겠다.  

사실 현대 여성이 이와 같은 자각적 견지에서 사회의 문화

에 공헌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이니 그것은 기쁜 일이다. 금

후로부터 여성도 남성에 조금도 지지 않고 또 남자의 기생

충이 안 되고 자기가 먹을 일은 자기가 한다는 각오 하에서 

부인 본래의 성능을 기초로 삼는 직업을 구하야 부인의 경

제적 독립을 건설하며 남자의 물적 압박을 면하는 동시에 

부인의 이상인 법률상, 사회상, 윤리상, 경제와 정치상, 남

녀동권을 주장할 것이다.”

동아일보 5월 1일 신문에는 박봉남이 학생 때 진료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그림6). 이 시절 진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별로 전해지지 않기에 이 사진은 매우 귀중한 사료

이다. 따라서 박슬기 화가에게 의뢰하여 박봉남 선생의 모

습을 좀 더 멋지게 복원해 보았다(그림7).

1930년 발행된 조선 최초의 치과 전문 잡지 조선지치계(朝

鮮之齒界) 창간호에 1928년 동양여자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조봉진(趙鳳鎭)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참3). 조봉진

은 1931년 동아일보에 ‘치아의 상식과 위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6회에 걸쳐 게재하면서 구강위생 계몽에 힘썼다. 조

선일보 1932년 1월 2일 기사에서는 자신의 직업관과 취미

에 대해서 언급하였다(그림8). 조봉진 선생의 말씀은 9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감하는 치과의사가 많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림3)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야유회 

사진에 9명의 여학생이 보인다. 아쉬운 

점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의신보 제45호 (1987년 6월 27일)

(그림4) 이보화는 1925년 명화여자치과의

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총독부 의원 치

과에서 재직 중 폐결핵으로 방년 20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조선일보 (1926년 8월 21일)

(그림5) 1926년 학지광 27호에 게재한  

박봉남의 글

(그림6) 1926년 5월 1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박봉남 선생이 진료하는 모습. 

동아일보 (1926년 5월 1일)

(그림7) 그림6 신문 기사를 기초로 

하여 조선 치과여의사 박봉남 진료하

는 모습을 복원한 그림(작가 박슬기).

(그림3)

(그림4)

(그림6)

(그림5)

(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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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여성치의학사

“신년부터 실현해 보자고 한 것은 있어도 조선으로 온 이후 계

획하고 실행하려던 것이 모두 실현이 되지 아니하나 무엇을 

실현해 보겠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니까 생각한 바는 

있어도 무엇을 실현해 보겠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하여는 물론 불만이지요. 제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퍽 자유스럽고 또 시간이라도 내어 못 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저는 현재 직업에는 불만이에요. 그렇다고 이에 대하여 등한

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은 원래 그림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로

서는 현재 직업에는 불만입니다.

취미로써는 저는 독서에요.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철학

(哲學)과 과학(科學)에 대한 책이 좋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색

적(思索的)인 책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저는 시간 있

는대로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입니다. 현재 조선 신여성

의 옷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만 좀 더 유행을 남에

게 받지만 말고 자기 독특한 멋으로 옷을 해 입었으면 합니다. 

결혼의 상대자는 어떤 사람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는 없습

니다. 그것은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선의 소아치과 의사 이양숙(1913~2015)은 우리나라에서 

1936년 소아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시작한 인물이다

(참7). 그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인 치과의사

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성치과의사회에 가입하여 구강위생 계

몽 운동에도 앞장섰다(그림9).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성치과

의사회는 조선총독부가 내선일체를 앞세우며 1942년 강제로 

해체되었다. 1945년 광복 후 한성치과의사회를 계승하는 조

선치과의사회가 부활하였는데 이양숙은 이때 유일하게 홍일

점으로 평의원에 선출되어 치과의사단체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매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이양숙은 조선의 신

여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양숙의 또 다른 신문 자료

에서는 이양숙이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정신적 생활방침을 

엿볼 수 있다(그림10).

“매일같이 퇴보하는 것만 같은 생활을 속히 뜯어 고쳐서 제

일 첫째로 앞으로 진보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물질적 생활보다는 정신적 생

활이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은 항상 평행하지 못

하고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얕아지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

에 물질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살기로 노력하

고 남보기에는 얕은 이상이나마 나 혼자만은 높은 이상이라

고 인정하는 이상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

기로 작정만은 해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적으로 보다는 

정신적으로 살려는 노력이지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은 1956년에 문을 

연 ‘학림다방’이다(그림11). 현재도 대학로에서 성업 중이

고,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적인 공간이다. 학림

다방은 드라마 촬영장소로 사용되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

이 알려진 장소이다. ‘별에서 온 그대‘와 ’응답하라 1988‘에

서 나온 다방이 바로 학림다방이다. 학림이라는 단어가 생

소하지 않게 들린다. 학림 사건(學林事件)에 나온 학림이 

바로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렇다면 1956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누가 옛 서울대 

문리대 앞에 ‘학림 다방’을 오픈하였을까? 학림다방 창업주

는 바로 조선의 소아치과의사 이양숙이다.

남수희는 1928년 4월 경성치과의학교를 제4회로 졸업하였

고, 1929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치과의사 면허(198

번)를 취득하였다(참8). 그녀는 1925년 창립된 한국인 치과의

사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에 졸업한 해에 바로 입회하여 꾸

준한 활동을 하였다. 남수희는 치과의사 단체 회무에 참여한 

최초의 여성 치과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회무 활동에 열성

적으로 참여하여 평의원과 이사까지 역임하였다(그림12). 

한국인 여성 최초의 치과 개원의는 1931년 가을에 경성 낙원

동에 남치과로 개원한 남수희다. 신동아 1932년 11월호에 남

수희가 남긴 글에 의하면 그녀는 1931년 10월경에 낙원동에 

남치과를 개원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3). 비록 한 장의 짧은 

글이지만 내용에 일제강점기 한국인 치과의사의 개원 상황

(그림8) 조봉진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1932년 1월 1일)

(그림9)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으로 진료 봉사에 참여한 

조선의 소아치과 의사 이양숙. 조선일보 (1936년 6월 3일)

(그림10) 이양숙 칼럼. 조선일보 (1939년 5월 2일)

(그림8)

(그림9)

(그림10)

(그림11)

(그림12)

(그림13)

(그림11) 학림다방 스케치

출처 : 서울백년 가게, 꼼지락, 2019년

(그림12) 한성치과의사회 평의원으로 참여한 남수희 

(그림13) 남수희 개업 1주년. 신동아 (193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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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에 ‘남치

과’의 전경도 보인다. 2층 벽에 적인 한자 ‘齒“와 1층 입구에 

걸린 ‘남치과의원’ 나무 간판이 간결하고 소박하게 보인다. 

‘최초’라는 타이틀에는 항상 선구자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초는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비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분야이든 역사에 있어서 최

초, 기원, 효시 등은 신중한 선택과 존경이 필요하다. 한국

인 여성 최초의 치과 개원의 남수희의 글을 옮겨본다. 

‘킹홀 카페’ 위층 햇볕 잘 드는 양실을 자리 잡고 남치과 의

원이 나타난지도 일주년이 넘었다. 여성의 손과 힘으로 만

들어지고 유지되어온 이 병원은 창설될 때 보다 훨씬 발전

되었다. ‘아카데미’를 갔다온 후 다섯 해나 연구하여 익숙한 

솜씨로 시작하였으나 경제적 부담이나 설비나 모든 주선을 

나이 어린 여성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벅찼다. 인텔리 

여성의 고민과 직업부인으로서의 고정 관념을 품은 채로 직

업선상에 나설 때는 몹시도 괴로웠든 심정도 1년 뒤인 오늘

은 순백의 직업 부인의 태를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여류 투

사가 된 것이다. 

세기말적 경제공황이 살인적이었든 만큼 중산 계급의 급격

한 몰락과 함께 따라오는 직업적 공포심은 자나 깨나 어린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내과의나 외과의와 달라 중산 계급 

이상의 환자만을 상대로 하는 이만큼 그 영향이 더 크고 새

로 개업하는 많은 치과의가 다 파산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 몹시 초조하게 1년을 지냈다. 1년 동안 지내온 의업강령

(醫業綱領)은

1. 대중 위생의 공현

2. 끓임 없는 노력 연구에 의한 책임성 있는 입상

3. 노동 대가로서의 저렴한 의료 등이다. 

다시 1년 동안 이런 강령 아래 악전고투해왔고 아울러 확고

한 토대를 세웠다. 제1단계의 계획생활을 지나 과거 1년 동

안 제 2단계의 초기적 수난기를 무사히 지낸 남의원은 또다

시 앞으로 제3, 제4의 결실을 향하여 나가려 한다. 

최금봉(崔錦鳳, 1896-1983) 여사는 여성 독립운동가이면

서 치과의사였다(참9). 그녀는 일본에서 동경여자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으로 돌아와 1930년대에는 평양

과 진남포에서 개원을 하였고(그림14), 한국전쟁 전후로는 

부산 초량에서 개원하면서 본인의 생계도 겨우 유지할 정도

였는데 전쟁 미망인과 그들의 가족, 전쟁 고아, 가난한 피

난민들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1960년대에는 서울 성북구 

월계동에서 삼일치과를 운영하다가 1967년경에 은퇴하였

다. 은퇴 후에는 후손이 없어 조카(여동생 아들)와 함께 서

울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여생을 보내다 1983년 향년 87세

로 별세했다. 

최금봉 여사는 대한민국 치과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인물

이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운동

가, 사회사업가로 알려져 크게 존경을 받아왔다. 그래서 대

한민국 여성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영예의 용신봉사상을 

수상하였고(그림15), 그녀는 다음의 수상 소감을 남겼다. 

“제가 이화여중(梨花女中) 7회 졸업생이에요. 학교를 나오

고 18세 때 이화(梨花)부속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섰지요.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선 교육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권(主權)을 남의 나라에 뺏

긴 상태에서 올바른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었어요. 그래서 남의 간섭이 필요 없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

습니다.” 1916년 일본(日本) 광도(廣島)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고향인 진남포 삼숭(三崇)소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대한

애국부인회 비밀결사대 회원으로 상해(上海)에 군자금(軍

資金)을 모금하여 보내다가 일경(日警)에 체포, 평양에서 2

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때 같이 옥살이를 한 분으론 박현숙(朴賢淑)씨가 살아계

시지요. 옥에서 나오자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혼인을 안

하려는 결심이 굳어졌지요. 그래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자

립하려고 치과공부를 했습니다.” 33세에 동경(東京)여자치

과의전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조선치과를 개업, 10년 동안 

여의사(女醫師)로 이름을 날리던 중 42세 때 ‘뜻하지 아니

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결혼한 모습을 꼭 보아야 한

다는 것이었어요. 여자로 태어나 한번 결혼을 안 한다면 말

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남편 이재유(李在瑜)씨의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 6·25전까지 치과를 개업했고, 애국부인동

지회를 만들어 해방으로 혼란된 사회풍조를 정화하기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합

리적으로 사는 것, 절제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신조로 삼은 

그는 교사시절에 받은 월급 외엔 모든 일에 무료로 봉사하

여왔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문 보

고, 옷도 정리하고, YWCA 할머니회도 나가고, 기독교 여

자절제회에도 나가고, 손자 손녀들과 어울려 놀고, 늙었지

만 늙은태 내고 앉아 있는 것은 질색입니다.”

평안남도 출신인 이창선은 1933년 2월 28일 동아일보 기

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여장부처럼 보인다(그림16). 문헌에

서 ‘이창선’ 이름을 만났다면 여성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

을 것이다. 다행히도 ‘경성치전’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지

금까지 한국 치의학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던 이창선을 

볼 수 있었다. 이창선은 1933년 3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를 4회로 졸업한 후 1934년에 치과의사면허를 받았다. 이

창선 인터뷰 기사의 전문을 지금의 철자법과 말투로 전환해

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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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남포치과 원장 최금봉 여사 사진 (그림15) 최금봉 인터뷰 기사. (조선일보 1973년 9월 28일)

(그림16) 이창선 인터뷰 기사. (동아일보 193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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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과 같이 공부하실 동안 혹 불평이 없으셨는지요?”

“별로 없었어요. 서로 자연스러워지는군요. 길에서와 같이 

빈정대거나 놀려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남자들끼리 

하듯이 동무나 형제들 같아요. 꽁하니 굴게 되든 성질이 남

자들 틈에 지내니까 퍽 명랑해지고 활발해집니다. 늘 남 앞

에 서게 되면 자신을 잃고 주춤대는 버릇이 고쳐집니다. 딱 

할 말 할 일을 하게 되요. 좀 중성적이 되었다고 할 점도 있

겠지만 지금까지의 여자들과 같이 만사에 앞을 서지 못하는 

생바보 짓은 안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 ”여자쯤이

야“ 하고 무조건으로 입버릇을 못 버리는 남자가 있지만 똑

같이 배우는 길에서 떨어짐이 없는 데야 무슨 큰 소리를 하

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급한 성격이 고쳐서 꾸준히 하는 

견딤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졸업 후는,”  “고향에서 곧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다 해 놓으셨겠군요.”

“그게 이미 갖추어진 것이 아니구요.”

“다른 병자에 비하여 이 병으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과는 꽤 많은 것 같으니 

그 수지가 맞을까요?”

“수요만 많으면 무엇 합니까 원리를 모르고 기공기술만 가

지고 싸게 입치시키는 곳까지 있다는 말도 혹 들리든 데요. 

첫째, 기술이 있고 친절하게 대할 줄만 알면 되지요.” 하는 

양의 말속에는 자신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듯 말하는 건

데 이창선은 남자에 지지 않게 외과 수술에 대담할 뿐만 아

니라 늘 좋은 성적을 차지하였다 한다. 그러고 취미 다방면

으로 틈틈이 음악과 독서에 열중하는 중이라고 한다.

2021년 4월 26일 오전에 배우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

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대한민국에 전해졌

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오스카상의 영광을 자신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김기영 감독님께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그녀의 첫 번째 영화는 1971년에 개봉한 ‘화녀’였다. 아마도 

시상식 단상에 올라선 윤여정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사람들

이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려 50년 전 

지금의 배우 윤여정을 있게 해준 김기영 감독을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수상의 기쁨을 함께한 것이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단체의 초

석을 다진 두 분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한다. 배우 윤여

정이 김기영 감독의 작품 화녀로 세상에 공개되는 무렵인 

1971년 3월 4일 대한여치의학사회가 창립되었고, 초대회장

에는 김찬숙 여사, 고문에는 김유봉 여사가 추대되었다. 김

찬숙 초대회장은 1966년 한국인 여성 최초로 ‘치근단 종양의 

상피세포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취득하였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초대 회장과 한

국인 여성 최초의 치의학 박사 학위 취득자인 김찬숙 여사는 

한국 치의학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인물이다(그림17).

지금의 배우 윤여정이 있게 하는데 김기영 감독이 있었다

면, 김 감독 인생의 동반자이고, 영화 후원자는 여자 치과

의사 김유봉 여사다(그림18). 김여사는 치과의사 생활을 하

면서 자신의 남편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게 한 인물이다. 

김유봉 여사는 광복 후인 1946년 서울치대 첫 입학생이었

다. 서울치대의 전신인 경성치전은 1934년부터 여학생 입

학이 금지되면서 남녀공학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11년 

만에 치대에 여학생이 7명이 입학하였다. 김유봉 여사는 

1973년 신문 인터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유봉 여사는 김기영 감독을 1947년 국립 대학극장이 창

설되어 기념공연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 그 후 대학 연극인

들의 모임인 ‘고려예술좌’에서 김유봉은 배우로, 김기영은 

감독으로 연극 활동을 계속하다가 피난시절인 1952년 부산

에서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다. “함께 예술을 하자고 다짐했

었죠. 그러나 누구 하나는 현실에 발붙여야 해서 제가 생활

을 떠맡았죠. 감독님은 경제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예

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20여 년간 치

과 개원을 하면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대한치과의사

협회 이사에도 봉직하였다. 아울러 2남 1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한국인 여성 치과의사

들이 탄생하였다. 그들도 역시 남성 치과의사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치과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여성 치과

의사들의 활동이 대중 매체에 소개되지 않는 것이 많아 기

록물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필자가 지금

까지 수집해 온 일제강점기 여성 치과의사들에 관한 자료

를 이용하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특집호에 기

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이 있다. 이렇

게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치과계에서 조선의 딸들이 펼쳤던 활약과 대한여성

치과의사회 초창기를 회원들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다. 마지막으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기원단체인 여치의학

사회 창립총회를 다룬 치과월보 기사와 대한민국 최초의 여

성 개업의 허영숙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딸들에게 전한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그림19).

조선의 딸아! 너희는 새 조선의 어머니다.

너의 젖은 힘 있을지어다. 

새 이천만의 튼튼한 자녀를 먹이라!

참되고 굳센 자녀를 먹이라. 너의 아름다운 입술이여!

옅은 사랑은 속살거리는 그릇이 아니요.

민족 만년의 큰 정신을 불어넣는 거룩한 풍구자로다.

(하략)

-허영숙,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천직 중에서, 

19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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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한국 여성 최초의 치의학 박사 취득한 김찬숙 여사.

(그림18)  김유봉 인터뷰 기사. (동아일보 1973년 11월 27일)

(그림19)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총회 기사. (치과월보 1971년 5월 10일)

(그림17)

(그림19)

(그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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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회장은 내 외빈 소개와 함께 기념식의 시작을 알

렸다. 이민정 회장은 특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고문님들과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

을 전했다. 내빈으로는, 김찬숙 고문 등 7명의 대여치 고

문, 박인임 명예회장, 각 여동문회 임원들, 대여치 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외빈으로는 박태

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

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을 비롯한 각 학회와 대한치과

의사협회의 임원들, 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여성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 정희선 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지영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윤

석희 여변호사회 회장, 이용익 신흥 대표 등이 참석하여 

대여치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이민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였으며, 내외빈들, 임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참

여와 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민정 회장은 앞

으로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여성 치과의사들이 가진 역량을 치과계와 

사회에 공헌하고 보답할 수 있는 단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 삼아 

2021년	11월	20일,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부방침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내	외

빈들과	임원들,	각	지부	임원들이	모여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으로	또	다른	50년을	향한 대여치	초대	회장이었던	김찬숙	고문은

	이날	공로상을	수상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후배,	동기들과	

화기애애한	만찬	시간을	가졌다.

5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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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더 큰 발걸음으로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

록 여성 치과의사들을 다시 한번 독려했다.

박인임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도 여성 치과의

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동료애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

다며,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대여치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자신

의 일상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는 MZ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에 성공한다면, 대여치는 향후에도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여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며, 특히 당일 모교의 치과대학 동창회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여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정상화를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민정 회장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

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여치가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정희선 여과총 회장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오랜만에 연단

에 서게 되었다는 인사로 축사의 운을 뗐다. 정희선 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시절, 대형 사고가 나면 가장 먼

저 찾게 되는 분이 함께 근무했던 치과의사 선생님이었다며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민정 

회장과 최영림 고문(현(現)여과총 사회공헌위원장)과의 오랜 

인연을 소개하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그동안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

에 공헌을 해온 대여치의 50년 역사에 감사하며, 역대 회장

님들의 안목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축사하였다. 대여치

의 기치인 지혜, 가치, 온정(Wisdom, Worth, Warmth)을 

실현하며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도 전했다.

다음으로는, 김지연 총무이사의 대여치 연혁 소개가 있었

다. 빛바랜 70, 80년대의 정기총회 사진, 의료 봉사 사진, 

역대 회장님의 사진 등이 소개될 때마다 청중들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최초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부녀이사였던 김유

봉 고문이 소개되었을 때, ‘부녀이사’라는 낯선 단어에 웃음

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여치 초대 회장이었던 김찬숙 고문은 이날 공로상을 수상

했다. 수상소감에서 ‘치과대학 지하 구내식당에서 10여 명

의 여학생이 모여 시작했던 우리 회가 후배들의 손길을 거

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며 상을 받을 게 아니라 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찬숙 고문, 최말봉 

고문, 최영림 고문, 중구 치과의사회 이경선 회장이 대여

치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단체사진을 촬영하

였다. 김정림 고문의 힘찬 건배사로 축하 분위기는 더욱 달

아올랐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선후배, 동기들과 화기애애한 

만찬 시간을 가졌다. 이벤트로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끊임

없이 셔터 소리가 울리며 즐거움을 더했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앞으로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여성	치과의사들이	가진	역량을	치과계와	사회에	공헌하고	보답할	수	있는	단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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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사 

1950년대 서울치대 여학생들의 덕수궁 나들이 1950년대 치대 조직학 실습 풍경

이후 1973년도에는 제2대 김유봉 회장이 선출되었고, 매해 정기 총회와 월례회 등이 이루어졌다(사진 

1,2). 월례회 때 학술집담회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1975년에는 강화도와 파주시 대성동에서 진료 봉

사를 시행하였다(사진 3). 1976년부터는 전국의 치과대학의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장학사업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78년에는 한국일보사 타임스클럽에서 학술집담회

를 개최하였다. 1979년 4월 정기총회에서는 김정림 회장이 선출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도 양주

군(현 경기도 양주시)에서, 1980년에는 양양군에서 1박 2일로 치과 진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사진 

4,5). 이후로도 대여치의 무의촌 진료 봉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6년간의 대한여자치의학사회 회

장을 역임한 김유봉 고문은 1980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최초의 부녀이사로 임명되었다. 김유봉 고

문은 당시 치의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150명 정도의 여성 치과의사들 중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

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1981년 1월에 대여치의 첫 지부로 경북지부(현

재의 대구광역시 포함)가 설립되었고, 경북지부 초대회장으로는 박경숙 원장이 선출되었다. 6월에는 

조선일보 ‘여성코너’에서 김정림 회장, 김찬숙 고문, 조영선 회원이 좌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1983년 4월, 렉스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서정희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5월에는 ‘대한여자

치과의사회’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종로구 서린동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사무실을 마련하

며 본격적으로 법인단체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치과의사들의 수적인 증가와 사회적 공헌 

증대로 말미암아, 보다 체계적이고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단체로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

단법인 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매달 2회씩 안양 소재 혜명양로원에서 무료 진료 봉

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대여치 월례학술회가 그 당시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학술회

를 더욱 장려하였다. 결국 1984년 9월에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로 재탄생하였으며, 각 지

부를 결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여성	치과의사들	간의	화합과	교류의	필요성을	느낀	선배	여성	치과의사들의	뜻이	모여	

1971년	‘대한여자치의학사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초대회장이었던	김찬숙	고문은	여러	선,	후배들,	동기들의	의견을	모아	

1970년	10월에	‘여치의학사회	발기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약	5개월간의	창립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김찬숙	고문은	충무로에서	개원의	생활을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마침내	1971년	3월	4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내식당에서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대한여자치의학사회의	창립취지는	여성	치과의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	연마	및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금제도	마련	등이었다.	

초대회장은	김찬숙	고문으로	정해졌고,	임원	선출(부회장	김명원,	고문	김유봉,	

간사	차혜영,	김정자,	이환훈,	김우용,	박영숙)이	이루어졌다.	

전국의	80여	명의	여성	치의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학생들은	준회원으로	간주되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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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사	

1985년에 조영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

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사상 첫 번째 여성 부회장이 되었

다. 박영숙 회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역임하였다. 1985년 6월에는 전남지부가 설립되

어 황미숙 초대 회장이 선임되었다. 또한 6개 치과대학(경희, 

연세, 서울, 조선, 전남, 경북)의 여학생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기관지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보’를 창간(4×6 배판, 16페이

지 규모) 하였다. 9월에는 앰버서더 호텔에서 사단법인 등록 후 제2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이해원 보사부 장관도 

외빈으로 참석하였다(사진 6,7,8). 같은 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특별행사로 ‘김선자 패션쇼’를 기획하기도 했다(사진 9,10).

1990년에 앰배서더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영희 한복 패션쇼도 

함께 진행하였다(사진 16,17). 1991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미스덴탈 선발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1975년 이후로 16년 만에 부활된 행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의 소유자를 선발하는 대회였다. 이 행사를 통해 대여치의 이

름이 알려지게 되었으나, 1990년도에 있었던 총회가 정관이 정하는 적법절

차를 따르지 않았고 사단법인체로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상화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내홍에 휩싸이

게 된다. 결국 1992년 12월, 대여치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찬숙 고문을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선출하여 단결과 화합을 다짐했다. 한편 

1992년 8월에 서울여자치과의사회(이하 서여치)가 창립되었다.
17

16

1986년에는 대구 동인호텔에서 ‘악

관절 기능장애의 진단과 치료’라는 

연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 지부가 결성되어 초대 회장으

로는 지형숙 원장이 선임되었다. 9월

에 서정희 회장은 치의신보 논설에

서 ‘대의원 선출에 있어 남녀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성 치의들의 

회무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10월

에는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에서 무

료 진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사진 

11,12,13). 

1993년 9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C&M 

세미나와 유럽 연수 여행(영국과 네덜란

드 일대)을  다녀왔다(사진 18,19). 타블

로이드판 12면으로 제작된 ‘여치의보’를 

창간하였다(사진 20).

18

19

20

11 12 13

6 7 8

9 10

1994년 정기총회에서 유해영 신임회장이 선출되었고, 대여치 국제부와 학술

부의 주관으로 미국 유펜 김승국 교수의 근관치료 국제 연수회(Microscopic 

endodontic surgery)에 참석하였다(사진 21,22,23). 1996년 7월, 호주 멜버

른에서 열린 ‘국제여자치과의사 심포지엄’에 김용란 부회장이 참가하여 ‘전문

여성단체의 구성과 치과계 내 여성의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2000년부터 경기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를 시작했으며, 매달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을 전

달하였다. 2002년 정기총회에서 최금자 신임회장이 선출되었으며, 12월에 대여치 홈페이지(kwda.or.kr)를 오픈했

다. 2003년에는 3500명 회원의 회원 명부를 발간하였으며 8월에는 캄보디아에서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21

23

22

1987년에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인

호 교수를 초빙하여 ‘메릴랜드 브릿

지’를 주제로 한 학술집담회를 진행

하였다. 6월에는 종합학술대회를 부

산지부에서 주최하여 102명의 회원

이 참석하였다. 안양소년원에 치과실을 개소하고 무료진료를 시작하였다. 

1988년, 대여치 9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변순희 회장이 선출되었다. 김찬숙 

고문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차혜영 원장이 아태

학술대회 준비위원으로 합류했다(사진 14,15). 

1989년, 아태학술대회 준비위원 선임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은 끝에 여러 

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변순희 고문은 9월에 대여치 회장직 사임을 

표명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김동자 고문이 회장으로서 10대 집행부를 

이끌게 되었다. 10월에는 전남 나주시 대홍수 피해를 입은 회원과 지역주

민을 방문하고 영강동장과 주민에게 위문품 및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후 1990년에 서정희 고문이 다시 대여치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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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처음으로 열어 수익금 500여 만원을 

국제 이주 여성들에게 지원하였다(사진 28,29). 같은 해에 대여치, 대한

여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세 개 단체의 협의체인 ‘여의주(여성의료주

요단체)’가 출범하여 의료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협력을 하기로 결

의했다(사진 30).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 대여치의 새로운 보금자

리가 마련되어 사무실 개소를 하였으며, 5300명의 연락망이 담긴 회원명

부를 발간하였다(사진 31).

2006년 4월 정기총회에서 김경선 회장이 선출되어 

당해 예산안 심의와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여치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W dentist’라는 이

름의 소식지가 새롭게 탄생하였다(사진 25). 10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20여명의 여성 치과의사들이 참석하였다. 

(사진 26,27) 양혜령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하였고 ‘대

한여자치과의사회의 제언’이라는 소책자를 참석자들

에게 배포하였다. 

25 26

27

24

2004년, 정기총회에서 최말봉 신임회장이 선출되었고, 

독립된 단체였던 서울여자치과의사회를 산하 지부로 흡

수하였다. 최말봉 고문은 대여치의 발전과 홍보를 위

해, 광주, 대구, 대전 등의 지부를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제17대 국회 여성위원회 초청 여성단

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10월에는  에티오피

아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2005년 6월에는 서

사모아에서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에 금

강산 추계 워크숍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기도 

했다(사진 24). 또한 이 시기부터 대여치는 회무에 참석

하기 힘든 여성 치의들을 진정으로 대의(代議) 할 수 있

는 여성 대의원 할당제, 대한치과의사협회 당연직 부회

장 등의 여성 정책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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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에는 새내기 간담회가 개최되었다(사진 36,37). 대여치 정책연구부에서 진행한 

‘일본의 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출하였

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본 연구를 승인하였다. 7월에는 여성가족부의 ‘G-KOREA 

운동’에 동참하였다.

3736

2008년 2월에는 전국 치과대학의 여성 졸업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

업생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졸업생 간담회는 2007년에 서여치 주최로 처음 

열렸으나 2008년부터는 대여치가 주최하게 되어, 추후에 새내기 간담회, 멘

토 멘티 간담회로 이어져 매년 새내기 여성 치과의사들과 소통하는 대여치

의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4월 정기총회에서 대여치 17대 신임회장에 

심현구 수석부회장이 당선되었다. 대여치의 새 로고와 슬로건, ‘건강한 미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을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대여치 회원 중심

으로 역사문화답사회가 결성되어 초대회장을 차혜영 원장이 맡기로 하였으

며 연간 3~4 차례의 답사 활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사진 32,33). 

김경선 고문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으로, 문화복지부 이사에 정애

리 이사가 발탁되었고, 서정희 고문 등 많은 대여치 임원 출신의 회원들

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으로 인선되었다. 11월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일

본보험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경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하였으며 일본

의 여성치과의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

다.(사진 34,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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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에는 ‘한국여의료인회 제1회 해외의료봉사’가 필

리핀 나보타스시 해상 판자촌에서 이루어졌다. 대여치, 한

국여자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단체

가 협력한 해외의료봉사였다(사진 41,42). 4월에는 대한치과

의사협회에 여성 대의원 배정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발의하

였으나 부결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대여치 창립 40주년 기

념 학술대회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사진 

43,44). 대여치 홈페이지에 ‘여치의 고충해결 SOS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2012년 2월에는 대여치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에 가입하였다.

41 42

44

2012년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최영림 신임회장이 선출

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1차 대의원 총회에서 여

성 대의원 8명 증원의 건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

었다. 11월에 ‘2012 백년 치과로 가는 학술대회’가 개최

되어 150명 이상의 치의들이 참석하였다(사진 45). 11월 

4일~9일까지,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대여치 임원 및 

회원들이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 병

원에서 해외 의료 봉사를 진행하였다

(사진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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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2013년 1월에는 최영림 회장 및 임원들이 ‘여성과총 정기총회 및 제1회 여성리더스포

럼’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여성과총 활동에 합류하게 되었으며(사진 48), 당해부터 여

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3년 6월, 동경도여성치과의사회, 일본소

아치과학회와의 친선교류회가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사진 49,50). 대여치 산하 장

학위원회가 신설되어 11개 치과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

했고, 2014년 2월 처음으로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의 학위수여식 때 ‘미래여성

인재상’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 및 증서를 수여하였다(사진 51). 이후 대여치는 매년 

11명의 여학생 졸업예정자들에게 미래여성인재상을 수여하고 있다.

4948

50

51

2010년 정기총회에서 김은숙 회장이 선출되었다. 2010년 6월 구강 보

건 주간을 맞아 KBS ‘1 대 100’ 퀴즈쇼에 5명의 대여치 회원들이 출연

하여 화제를 모았다(사진 38,39). 6월에 대여치 연혁 연구위원회가 발

족하였다. 10월에는 장애인 후원 행사인 제1회 스마일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대여치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다(사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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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Stress-free life(우리모두 경영스트레스를 던져버려요)’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가 개최되었는데 200명에 가까운 치의들

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사진 53,54). 캄보디아 파일린 주 메디컬센터 해

외 의료 봉사가 진행되었다(사진 55). 캄보디아 파일린 주 의료봉사는 2014년부터 

COVID-19사태가 장기화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진행하여 일회성 봉사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했다.

2016년 1월, 대여치 정책연구부는 일본 노인 요양기관

에서 실시하는 구강 보건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

해 일본 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하고 일본 치과대학 구강 

Rehabilitation center 타마 클리닉을 견학했다(사진 

56,57). 이 내용은 2016년 4월에 ‘일본 노인 구강 보건서

비스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로 정식 발행되었다.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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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제30차 정기총회에서 허윤희 신임

회장이 선출되며 제21대 대여치 집행부가 탄생

하였다. 5월에는 ‘엘스비어’와 업무협약을 맺고 

‘Dental Resource Center’의 운영을 시작하여 

대여치 홈페이지의 로그인 과정을 통해 치과 분

야 엘스비어 저널 원문 및 e-book의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사진 58).

58

2017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대여치 임원

들은 각 후보 진영의 정책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치의의 현실을 알리고 권익 

신장을 위한 공약 제안 및 검토에 나섰다(사진 60).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FDI 

총회 Women Dentists Worldwide Forum에서 박인임 회장이 대여치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사진 61,62).

2016년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의 연구 주제로 ‘노인장기요양시

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하

였으며, 9월에는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직무교육’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사진 59). 20대 집행부에서부터 기울여 온 노

인 보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12월, 허윤희 

회장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출마

하게 되면서 대여치 회장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2017년 1월, 임

시이사회에서 박인임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59

60 61

62

2014년 4월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이지나 신임회장이 선출되었다.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에 ‘대

한여성치과의사회’가 신설되고, 당연직 여성 부회장 1인을 배정받게 되

었다. 대여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다. 9월에 제주도에서 ‘한중 여성치과의사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국과 중

국의 여성 치과의사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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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

의에 상정된 ‘제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의 건’이 가결되어 여

성 대의원 증원이 이루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8개 지부 중 군진지

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서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1명씩 의무배정 하게 

된 것이다. 2021년 역시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학술대회 등의 대

부분의 대여치 행사가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11월 대여치 창

립 50주년 기념식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사진 70).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출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홈페이지,	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년	발행),	치의신보

 	창립	당시	정식	명칭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치과월보에는	‘여치의학사회’로,	대한치과의

사협회	자료에는	‘한국여자치의학사회’	로	1972,1975년	총회	기념사진에는	대한여자치의학사회로	

나온다.	본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사’	글에는	‘대한여자치의학사회’로	표기하기로	한다.

2020년 34차 정기총회에서 이민정 신임회장이 선출되었다. 

7월에는 대여치 여성인권센터 발족식이 있었다(사진 67). 

여성인권센터는 여성 인권 침해 사례 해결과 피해자 구제

를 위한 노력, 연구 조사,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하

고 있다.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2020년도의 학술대

회와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졌다(사진 

68,69).

11월, 대여치 멘토 멘티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16년까지 치과대

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새내기 간담회를, 치과대학 

여자 재학생 전체로 대상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여 진행한 것이다(사진 63,64).

2017년 12월, 대여치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의 제2회 미래 여성인재 양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 2월, ‘치매-국가책임제-치과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영상

물을 자체 제작하였다(사진 65). 5월에는 APDC(아시아 태평양 치과의사연맹총회)최초로 아시

아, 태평양 여성 치과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태 여성치과의사 포럼(WDAPF)이 서울 코

엑스에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사진 66). 2020년 3월, COVID-19사태로 심각한 

재난 상황을 겪었던 대구, 경북 치과계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사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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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지요. 바쁜 삶 속에서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소외된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당

연직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협회 내의 

대위원도 일정한 여성 비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요. 그래서 당시 협회장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매체에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

었지요. 여러 후배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현재에 이르렀

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의료	봉사를	넘어	해외	의료	봉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료선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때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개인이 가기 힘든 해외의 어

려운 곳으로 봉사활동을 갈 수 있었지요. 캄보디아, 에티오

피아에 갔었고, 탄자니아 국경부근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

로 치과 진료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기공사협회 

부회장도 참석하여 기공물을 제작해 주기도 했었지요. 남

태평양 서사모아도 갔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회의 시

스템이 잘 갖추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의료

기기를 가지고 가다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일이 빈번했습니

다. 수하물이 너무 많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받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공항직원에게, 서양인들은 몸무게가 70킬로그램

이 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몸무게도 50킬로그램 밖에 안 

나가니 추가 비용은 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웃음). 그래

서 결국 추가비용은 안냈지요. 

더불어 국내의 가평 꽃동네는 꾸준히 매월 방

문했어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양치교육도 

하고 진료 봉사도 했지요. 많은 선생님들이 

애써 주신 결과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대여치의	초석을	

다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임기를	마치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요?

놀랍게도 별로 아쉬움이 남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임

원들과 지부 식구들이 최선을 다해주었거든요. 저도 제 병

원은 뒷전으로 두고 수시로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부를 방

문하며 전국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문님의	최신	근황이	궁금합니다.

임기 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가 일하다가 2010년에 귀국

했어요. 지금은 봉직의로서 일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기고문

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980년대에 콜롬비아 대

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AIDS에 감염된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 대학 병원은 그 당시에도 감염 관

리 매뉴얼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

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치과 감염 관리 매뉴얼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여치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후배들에

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전체 치과의사 중에서 여

성 치과의사의 비율이 30~40퍼센트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아직도 대여치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대여치 활동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5년에 한 번씩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우리 대여치의 활

동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사단법

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임

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

차를 준비했고, 사단법인에 걸맞은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학술대회와 같은 전국적

인 행사를 계획하기도 했고 작은 소식지를 발행해 여성 치과

의사들의 관심을 살만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했어요. 

 

2005년에는	대여치	추계	워크숍을	금강산에서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역시 대여치의 이름을 알리고 회원 수를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지요. 당시에 금강산 관광, 특히 단체 

관광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여

치에서는 현대건설의 도움으로 금강산 추계 워크숍을 기획

할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신청 의사를 밝혔는

데 40명밖에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 행사

는 대여치 지부 설립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대

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많이 부러워했고요. 2005년 10월 1일

~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했고 김진 교수를 연자

로 강의도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내에서	여성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지요?

여성 치과의사의 비율이 급증하던 시기였어요. 2006년도에 

이미 여성 회원의 비율이 30퍼센트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었지요. 다른 남자 동료들, 선후배들에게 여성 치과의사

들의 목소리를 위임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했습니

다. 여성 치과의사들은 남성 개원의들과는 다른 환경과 입

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진료와 경영, 출산, 육아까지 담

‘제대로	된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사단법인에	걸맞은	회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15대 회장 (2004년~2006년)

최말봉 고문

2005년 금강산 추계학술대회

2004년 에티오피아 해외의료봉사 2005년 서사모아 해외의료봉사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Ⅰ

                                                  창립 50주년 기념 역대 회장 인터뷰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50주년을 맞아 15대 집행부 이후의 

역대 회장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여치의 발전사를 

보다 생생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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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대여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대여치의	역할	홍보와

대여치소식지인	W	dentist가	2006년	가을	창간호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간되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6대 회장 (2006년~2008년)

김경선 고문

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6대 회장(2006~2008)을 역임하였으니 어느새 15년 전이

네요. 그 당시 대여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대여치의 역

할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

과, 창립 35주년 대여치 홍보동영상 제작과 W dentist 창간

호 발간,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여성의료

주요단체모임인 ‘여의주’모임 창립과 외부단체와 다양한 사업 

공유, 동산원 의료봉사와 함께 가평 꽃동네 의료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했지요.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예산 

확충과 당연직 여성 부회장과 이사직 신설을 위한 노력, 대여

치 국제이사의 FDI 참석,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으로 대여

치 사무실 이전 등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사님들과 함께 기

울인 노력으로 보람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대여치소식지인 W dentist가 창간호로 시작하여 지속적으

로 발간되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윤은희 대여치 부회장이 

당시 공보이사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2006년 가을호로 

시작한 창간호 소식지를 다시 읽어보니, 내용도 알차고 추억

도 새록새록 하고 지금 봐도 손색이 없네요. ‘대여치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이름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후원행

사를 진행한 일도 기억에 남아요. 이 사업은 서울 지부의 사

업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추후 서울여성치과의사회(이

하 서여치)의 행사로 전환되었지요. 대여치 전국 회원, 가

족들과 함께 한 덕산 스파캐슬 추계워크숍도 기억이 납니

다. 또한 매 이사회 때 마다, 이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를 

함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자아

발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문화강좌, 전문직여성을 위한 노

블레스 사교매너 및 비즈니스 매너와 스피치 등) 함께 했

던 이사들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

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치대 졸업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 간담회 행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졸업생 간담회는 서여치 주관으

로 개최되었지만 전국치대 졸업생 참여로 확대하여 2008

년 2월에 제2회 졸업생 간담회부터 대여치 주관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이후에 ‘새내기 간담회’라는 이름으

로, 지금은 ‘멘토 멘티 만남의 날’ 행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대여치에서 시작한 아름다운 하루는 서여치

의 행사로, 서여치에서 시작한 졸업생간담회는 대여치 행

사로 정착하게 된 거지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당연직 여성 부회장과 여성 대의원 수

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총회에서 대

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 어려웠어요. 그 이후에 당연직 

여성 부회장 신설이 정관을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대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역대 각 집행부들의 지속적인 노력

이 있었고 올해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여치 회원 고충위원회로 의뢰한 회원의 고

충 상담 해결 차 통영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대

여치의 파워와 시스템의 부족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역대 회장님들께서 각 집행부를 이끌면서 탁월한 역량을 보

여주셔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다양

한 사업수행을 위한 대여치의 역량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

다. 대여치의 회무진행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시고 젊은 

임원들의 역할과 참여가 돋보입니다.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여치 회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제치의학회 한국회 회장을 마치고 스마일재단 7대 이사

장에 취임했습니다. 스마일재단은 구강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치과의료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향상

을 위해 봉사하는, 치과계 대표적인 비영리 봉사단체입니

다. 스마일 재단 창립 초기에는 치과의사들이 하고 있는 다

양한 봉사활동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고 구강

암에 대해서도 무척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치과계가 앞장서서 다양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인생의 행복 그릇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는 각자 자신의 몫입

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의 일터와 가정에서 관심과 나눔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스

스로 대여치의 슬로건인 ‘건강

한 미소로 행복한 사회’를 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여치

에서든 어디에서든 회무에 참

여했던 선생님들은 임기의 종

료와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

제든 후배 선생님들을 도와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 덕산스파캐슬에서 함께 한 추계워크샵

당시 대여치 임원들

2007년 여성의료주요단체모임인 ‘여의주’ 초도모임
스마일재단 제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경선 고문(2021년)

5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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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경 의과치과대학에서 일본 보험에 대한 

강의를 마친 후

2008년 일본 치과의사 출신 

이시이 미도리 국회의원과 함께

17대 회장 (2008년~2010년)

심현구 고문

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여치 산하 13개 지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했으며(대여치의 위상을 친목단체가 아닌 당당한 의사회

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부의 활성화가 필수요건이

라는 판단) 각 지부로부터 유능한 여성 인재들을 파악해 인

재풀을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돕

고자 노력했습니다. 여성 대의원의 배정과 여성 당연직 부

회장 신설을 목표로, 흩어져있는 여성  인재를 파악하고 인

재풀을 만들기 위해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며 파악했습니

다. 결국, 풀뿌리 간담회를 시작하게 되어 전국의 여성 인

재들이 대여치의 소속임을 인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

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여성 치의들의 권익향상과 회무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치과계 현안들에 능동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단체로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정책 연구부를 신설하

여 “건강한 미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한여자치과

의사회” 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

는 정책연구개발에 주력을 기울이고자 했어요. 정책 연구

부를 신설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치과의료 보험체계 및 보철

보험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 틀니보험 시작시 초석을 마

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2008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일본 치과계 방문입니

다. 그 당시 국내에서 틀니 및 보철 보험화를 직면하고 있

는 시점이었기에 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자민당 이시이 미도리 국회의원을 만나 여성리더십

과 노인요양보험에서 치과 수가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일본치과의사회를 방문하여 일본 치과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일본 치과계의 현실은 밝

지 않았고, 10여 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걱정스러워했던 기

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경의과치과대학에서 ‘일본 보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보

철 보험을 시행중이던 일본 치과계의 상황을 이해함으로

써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대안, 예상되는 치과계

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방문이 계기가 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정

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2월 대여

치 정책연구팀이 ‘일본의 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연구 

(Denture coverage by NHI in Japan)’ 최종보고서를 제출

함으로써 2012년부터 시행계획 중인 틀니보험제도 수립에 

가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여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한치

과의사협회의 연구 용역을 맡아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

게 되었지요. 의료영리 법인, 촉탁의 관련연구 등으로 대여

치의 위상을 높이고 친분사교 모임이 아닌 정책의 결정자로

서 활동을 공고히 하게 된 것이지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년 당시 한국여자의사회나 대한여한의사회는 회장이 

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여성대의원도 제도

적으로 배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한치과의

사협회는 201명 대의원 중 여성대의원은 고작 3명, 그마저

도 다음 해는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여성 당연직 부회장 및 

여성대의원 비례할당제 요구 등 치과계 내부 문제와 대여치 

활성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타 여성 

전문직 단체들은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

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부

족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2020년 7월 16일에 있었던 대여치 여성인권센터 발족식입

니다. 과거에는 대여치의 위상을 세우고 권익을 찾기에 매

진하였다면, 이제는 대여치가 구성원들 내부 구석구석까지 

살펴 줄 수 있는 단계로 크게 성장했음에 매우 기뻤습니다. 

양성평등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치과계의 젊은 여성 치

의들이 꿈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비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

록 대여치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년 2월에 집을 이사하면서 30여 년 개원하고 있던 강

남구에서 광교신도시로 이전 개원하게 되었어요. 난생처음 

도보로 출퇴근하면서 단지 내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먼 길 찾아오시는 구환들과 반갑게 안부를 묻고, 

귀여운 꼬마환자들의 재롱에 미소 지으며 치과의사 인생의 

제2막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후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50세의 대여치가 멋지게 성

장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아보니 대여치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크게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쏟아 부었던 열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

니다. 멋진 후배 선생님들을 보면 미래의 대여치의 성장잠

재력은 무궁무진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

직 단체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가정과 진료로 늘 바쁘신 회원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 어려움을 나누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쉼터와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성장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서 건

강한 미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멋진 치과의사가 되

었으면 합니다.

2008년 부산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선후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50세의	대여치가	

멋지게	성장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아보니	대여치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크게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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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여치는 선후배 모임 같은 색채를 벗고 전국적

인 여성 치과의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자리를 잡던 과도

기였습니다. 대여치가 전국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입지

를 다지기 위해서는 지부의 결속과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인천, 수원 지부 선생님들이 생각납

니다. 당시 각 지부의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

리고 싶습니다. 여러 지부 선생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3개 지부가 결성되

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8대 회장 (2010년~2012년)

김은숙 고문

40주년기념 학술대회가 끝난 후 진행된 곤도 선생님의 저자 사인회

2011년 경주 양동마을 임원연수회

시덱스 홍보 부스에서

2011년 첫번째 상임이사회 때

젊은	인재,	준비된	여성	치의들을	

발굴하는	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Ⅳ

2011년 여성의료인주요단체 연합회 

해외 의료 봉사 (필리핀 나보타스)

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여의주모임(여성의료인주요단체 연합회)과 함께한 필리핀 

해외 의료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40주년 학술대회

를 일본의 곤도선생님을 모시고 성대하게 개최했던 것도 기

억에 남습니다. 대여치의 역량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큰 기회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소심하여 카리스마의 부족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총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이 많지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대여치가 멘토 멘티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래여성인재상을 

수여하는 등 젊은 인재, 준비된 여성 치의들을 발굴하는 

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

은 마음입니다.

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늙어가고 있답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 임을 의식할 필요도, 내세울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과감한 

의사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또한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성 리더들에게 더없이 절실한 것은 

비전과 균형 있는 정치 감각입니다. 조직의 미래에 대한 통

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구

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리더가 되고

자 하는 많은 여성 치의들이 비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변

화와 도전을 즐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서 벗어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배짱 있게 

자신의 열정을 조직에 마음껏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러

다 보면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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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림 고문(2021년)

대여치	안에서의	20년	삶이	

나를	만들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였기에	

선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19대 회장 (2012년~2014년)

최영림 고문

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신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의 여성 

치과의사의 role을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먼저 지부활성화를 이룬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제가 회장을 하면서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부산, 

광주 지부 외에 제주, 충북, 충남 등의 지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각 지부 지부장님들과 

일일이 교류를 하고 지부의 크기에 맞춰 support를 하면

서 지부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정말 많

이 도움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제주 지부장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40주년 학술대회 개최였는데 기자재 전시회와 

함께 Kintex에서 초유의 규모로 치러진 학술대회가 기억

에 남습니다. 또 대여치 회장을 대한치과의사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가게 한 초석이 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

다. 첫 해에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

했는데 둘째 해에 대의원님들의 도움과 대여치 이사님들

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력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리며 당시 수석 부회장님이셨던 이지나 고문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고문님이 준비하신 여성과총 활동 시작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과총에서 여러 단

체의 문서 작업 및 행정 업무 역량을 보고, 저희 대여치도 

문서화 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맥락으로 장애우 3개년 프

로젝트, 단체지원사업 등 대여치가 수행한 여러 사업들과 

자료들을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초석을 마련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IDEX에 조인하지 않고 대여치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행사

를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외협력부분에

서 볼 때는 후배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를 외부와 connect 

하여 발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이사들의 독립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후배들이 뻗어 나가

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전 대여치 집행부의 노력들

이 토대가 되어 후배들이 발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또한 대여치 임원으로서 대한

치과의사협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뿌

듯합니다.  

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성과총 사회공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

다. 또 중도입국소년(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무지개 청

소년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치과 진

료를 제공하며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벌써 99명에게 수

여되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대학생이 배출

되어 한층 보람됩니다. 

개인적 근황으로는 외손자와 손녀 셋의 할머니가 되었습니

다. 목요일에는 딸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그 시간이 개인

적으로 너무나 힐링 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딸집에 가서 

손녀를 데리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데, 걸어가는 동안 손

녀랑 얘기도 하고 가깝지 않은 거리를 걸으면서 아프던 무

릎도 점점 나아져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대여치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

히 사랑할 것입니다. 후배분들은 여성 치과의사라는 자부

심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본인의 꿈, 희망을 펼치

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여치에 속해 일

을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의 능력을 

발견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었는데 후배들도 그러시길 바

랍니다. 대여치 안에서의 20년 삶이 나를 만들고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였기에 선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2012년 임원연수회 2013년 킨텍스에서 개최한 ‘백년치과로 가는 학술대회’2013년 동경도여성치과의사회와의 친선교류회

2013년 제5차 상임이사회 2012년 제주지부 송년회 방문 2012년 정심학교 축제에서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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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들이 해 놓은 일들을 망치지 말고 최소한 현상유지는 하

자, 라고 생각했죠(웃음). 제가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대여

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로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과도기’

적인 시기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대여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해오던 일을 잘 하면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조율

을 해 나가는 일이 딱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여치

가 협회 산하로 들어갈 때 양쪽 모두에게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회원들이 마음이 다 같을 수 없었기에, 그 시기의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지요.

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치의 회장이자 대한치과의사

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대여치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가교를 놓았던 부분입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이 임원 회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 확보를 

해놓고 싶었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받는 지

원금과 대여치 회비로 고정 비용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

로 재정 규모를 키우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임원

들이 회비를 내고 있죠(웃음)?

대여치	활동은	다른	어떠한	대외	활동보다	

더	배우는	점도	많고	보람	있어요.	

대여치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면	꼭	그	손을	꼭	잡길	바랄게요.

20대 회장 (2014년~2016년)

이지나 고문

회장 역임 당시의 이지나 고문 (2014년)

2014년 한 중 여성 치과의사 세미나 개최(제주도)

2015년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토론회

2014년 임원연수회

2014년 학술대회. 보수교육기관으로 준비한 첫 학술

대회로서 사진 속 연자는 강신주 철학박사

제1회 한 중 연합 해외 치과 의료봉사

2015년 학술대회 '금연보험치료 인증교육'. 

사진 속  연자는 나성식 원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여과총 프로젝트(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

지원 심화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두각을 나타

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단체’는 다른 단체와

의 협업을 통해 그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다

른 단체와 토론하고, 공공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스

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업은 개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직 잘 정련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후배들이 활약이 아주 고무적으로 느

껴졌습니다. 

고문님의	최신	근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젊었을 적, 아이들을 키우며 치과 원장도 하고 대

여치 활동도 열심히 했었지요. 놀랍게도 지금도 비슷한 

것 같네요. 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돌봐주면서 치과 

일도 하고, 온라인으로 FDI 위원 활동도 하고요. FDI 

위원은 올해가 마지막 임기랍니다. 

요즘도	여전히	교정과	치과의사로서	

활발한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다보니, 교정 진료를 보다 지

속적이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

아요. 교정과 의사는 ‘눈’과 ‘손’, 그리고 ‘보조 인력’에 크

게 영향을 받는 직업이죠. 아, 물론 다른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치과에서 CT 중첩 프로그램과  

구강스캐너 등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추후에는 AI(인

공지능)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도 진료 패턴을 조금씩 바꿔 나갈 계획이랍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여치 활동은 다른 어떠한 대외 활동보다 더 배우는 점

도 많고 보람 있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여치 활동을 

함께 하자고 하면 꼭 그 손을 잡길 바랄게요^^. 제가 

그랬답니다.

이지나 고문 두 딸과 함께(2021년)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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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워킹맘인 직원들과 나 자신을 위해 진료시간 마감을 오후 4

시로 단축하고 골프나 필라테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여가도 즐기며 여유 있게 진료를 하고 있어요. 아름

다운 마무리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현재는 35년째 진료하고 

있는 치과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장보다는 덕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여치

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업을 겸하며 봉사정신으

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리더, 잘못을 지적하는 

리더 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리더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여치 총무를 하며 아태 회의때 여성본부 간사를 맡았고, 

이후 1997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때 여성본

부 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회

무를 담당하면서 남성 중심문화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치과계 내에서 여성 이사나 여성 대의원 수가 너무

도 작습니다.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과계 내에서 

여성의 파워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늘 능력이 부족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후배들의 추천으로 서여치 회장이

나 대여치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이 나의 내면을 성장시켰습니다. 대여치나 대한치과의사

협회 등에서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함

께 성장하는 원동력이랍니다.

지장보다는	덕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리더,	잘못을	지적하는	리더	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리더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회장 (2016년)

허윤희 고문

허윤희 고문 (2021년)

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당시 대여치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힘든 상태에

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여치를 잘 꾸려가

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각자 치과경영, 육아 등 힘든 상황

에서도 함께 활동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

리 임원들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대여치를 만들고 싶

었습니다.

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회의나 일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대여치를 만

들고 싶어 곤지암 리조트로 1박 2일 임원연수회를 갔습니

다. 초도이사회를 마치고 함께 즐기는 여흥 시간을 마련해

서 임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었지요. 다음날은 화담숲을 산

책하며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화합하는 좋은 시간이었습

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여치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는 여성 치과의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와 맞물려서 임기를 

8개월밖에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둬야 할 때가 가장 아쉬

웠습니다. 후배들한테 짐을 떠넘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든든한 지원을 기반으로 재정적인 안

정을 이루어 점차 활동 영역들을 넓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치과의료정책 연구, 여성인권센터의 발족, 여성대의원 수 

증원 요구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노인요양시설의 치

과촉탁의제와 구강보건서비스 실태 조사 및 연구는 큰 의

미가 있었다고 보며, 정책연구와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점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토

대로 대여치가 치과 촉탁의 제도의 도입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정착을 위한 강의 및 홍보 활동 등이 인상적이었습

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증진개선을 위한 활동과 연

구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

전하는 대여치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Ⅶ

2016년 스마일런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금연 홍보 부스

2016년 GAMEX 개막제화담숲에서의 임원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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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회장으로	부임할	당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W-sharing을 대여치의 기치로 삼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W-sharing은 ‘지혜(Wisdom)’,  ‘가치(Worth)’, ‘따뜻함

(Warmth)’의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를 대여치의 

활동과 연결해보면, ‘지혜’는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로, ‘가

치’는 의료인의 가치를, ‘따뜻함’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Women’의 ‘W’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집행부를	지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지요?

집행부를 지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만 

‘Support’를 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활동이 다 기억에 남지요. 멘토멘티 간담회에서 후배들과 

교류했던 것, 여러 이사님들과 여성인권센터를 준비했던 

일, 제가 컨디션 난조로 많이 힘들었던 캄보디아 의료봉사 

활동, 이지나 고문님이 FDI 위원으로 당선되었던 일…….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경

북지부의 탄생을 들고 싶네요. 우리 활동이 거둔 결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여치의 활동은 분명히 알차고 의미가 있어요. 후배들과

의 교류, 의료 봉사활동, 정책 연구 프로젝트 등, 여성 치과

의사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가치들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을 더 많은 여성 치의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

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경북지부의 탄생에 의미를 두는 것

도 바로 이런 측면 때문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시험을 준비

하는 다른 많은 선생님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를 나누었

어요. 저는 사실 그 경험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험에 대한 정보를 나

누고 공부 이야기, 임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여치 선

생님들도 이렇게 접근성 좋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

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종	매체에서	접한	대여치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다면요?

COVID-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

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활

동을 이어가는 모습에 대여치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온라

인으로 진행했던 풀뿌리 간담회 때, 멀리 있는 지부 선생님

들과도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

으로 COVID-19 국면이 진정되어 대면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면 멀리 계시는 지부장님들 얼

굴도 보다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대의 변화

에 발맞추어 나가는 대여치의 모습에 저절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최신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전히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

합치의학전문의 시험을 올해 통과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습

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음껏 공부를 했어요(웃음). 그리고 또 요즘에 목공을 배

우고 있어요. 토요일에 딸과 함께 목공 강의도 듣고 만들기

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딸도 결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 함께 목공을 배우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여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족들과, 그

리고 치과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과……. 하지만 대여치를 

통해서 맺은 인간관계는 저의 큰 일부분이에요. 제 삶을 더

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요즘 후배들은 워낙 똑똑해

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 보여요. 하지만 

나누고 함께 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답니다.

‘Women의	W’,	‘W-sharing’	

‘지혜(Wisdom)’,	‘가치(Worth)’,	‘따뜻함(Warmth)’

나누고	함께	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답니다.

22대 회장 (2017년~2020년)

박인임 명예회장

2018년 학술대회 '치과임상 makeover' 2019년 임원연수회 (공주한옥마을)

박인임 명예회장의 작품
2018년 풀뿌리 간담회

제1회  WDAPF를 기념하며

목공예를 배우고 있는 박인임 명예회장

박인임 명예회장 (2019년)

2019년 멘토 멘티 만남의 날 ‘고고씽 우먼 덴티스트 라이프’

50th anniversary

역대	회장	인터뷰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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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소개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노인틀니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

다. 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대

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당시 소장 

이수구)의 연구 용역을 맡아, 일본의 틀니 보험 사

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

한 정책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 연구의	목적

1. 일본의 의치 보험의 구조와 내용 분석

2.  일본의 의치 보험적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원인 

분석

❖ 연구의	내용

1.  일본의 치과의료보험제도, 틀니관련 치과보험 

점수표 등에 기반한 틀니보험 도입과정을 분

석한다.

2.  일본의 틀니보험 도입 후, 일본 치과계의 현황

을 살펴보고 현지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 연구의	방법

1.  일본치과의사회,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 전일

본 민주의료기관연합회, 후생노동성 등의 기관

에서 제공한 기존문헌을 검토하였다.

2.  현지 방문조사: 일본치과의사회,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 동경의과치과대학 보철과 의국 등

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3.  설문조사: 동경의과치과대학 치과병원에 근무

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일본 치과보험에 대

한 만족도 및 일본치과산업의 발전전망, 일본 

치과보철보험에서 개선해야할 사항 등을 조사

하였다.

❖ 고찰	및	결론

일본은 1927년 건강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치과 진

료에서도 치아가 7개 이상 상실된 경우에 한해 틀

니 급여를 시행하였다. 이후 1955년부터는 ‘차액

징수제’가 도입되어 치과 보철 진료비 중 일정부

분만 국가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액 징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 모음

일본의 ‘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연구

일본 영리병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 관한 연구

형태로 환자가 자비 부담하는 부분 급여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차액징수제는 여러 논란 

끝에 1976년에 폐지되었고 그 진료비 부담은 치

과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보

철보험의 현실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

으로 일관했고 일본의 경기 침체, 의료비 상승 억

제 정책 등이 맞물려 현재 일본의 보철보험 수가

는 혹자의 표현을 빌리면 ‘기공료에도 못 미치는 

수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 틀니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용의 증대

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진료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을 낳고 말았다. 결국에는 보다 질 높

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일부 국민들의 수요에 의

해 100% 자비부담 보철 진료 시장이 생겼다. 보험 

수가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비보험 진료비

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부유층만이 질 높은 진

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치과 보철 보

험의 왜곡된 수가 반영으로 치과 진료의 질이 양

극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틀니 급여

화를 시행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진료의 질적 하향 평준화와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

려는 근본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틀니 급여화를 위해서는 틀니 수요자의 

추계, 국내 치과 재료비 및 기공료 상승률 등 비용 

증가에 대한 추계도 필요하며, 다양한 구강 내 상

태에 따른 진료의 가이드라인과 진료 난이도별 적

정한 보험점수, 보험수가의 산출 등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근

거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보철 보험 도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가며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소개

2001년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국제 무역협상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영리법인의 병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의료서비스분야의 무역

적자 해소 및 해외환자 유치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2010년	2월	보고서	발간

연구	책임자:	심현구					연구원:	박인임,	신순희,	진보형,	류재인,	박경희,	이은희,	이지선

2012년	7월	보고서	발간

연구	책임자:	김철신,	심현구					연구원:	박인임,	신순희,	김진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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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를 다양화, 대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영

리병원들의 영리추구가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야

기하며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의

료에서의 극단적 이윤 추구를 용인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영리병원도

입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선험적 사례를 분석하여 

참고로 삼고자 하였다. 

❖ 연구의	내용

1.  일본의 보건의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조사

한다.

2.  일본의 영리병원정책 관련 논쟁에 대해 조사

한다.

3.  일본의 영리병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

련자들의 견해를 조사한다.

4.  일본의 보건의료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에 관

한 논의에 대해 조사한다. 

❖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와 자료정리

2.  전문가 심층 면담: 일본 전국보험의 단체연합

회, 일본 의과대학 관계자, 후생노동성의 정책

담당자

3.  병원 운영 실태조사 및 의료인 면접조사: 일

본의 주식회사병원인 ‘셀포트 클리닉(Cellport 

clinic Yokohama)'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면

접조사를 시행하였다.

❖ 고찰	및	결론

일본은 주식회사의 병원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에 기

반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이유로 주식회

사의 병원설립 허용 등, 보건의료 부문에 시장 원

리 도입을 추진하였다. 일본에서도 주식회사 병

원 설립의 허용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존재한

다. 주식회사 병원 설립의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

은,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향상, 경영의 현대화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사회를 중심으

로 한 반대파들은 비수익 의료 분야의 철수, 환자

의 선별과 부담의 증대, 공적보험의 낭비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

식회사 병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유일의 구조개혁특별구역 내 주식회사 병원

인 ‘셀포트 클릭닉’은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 18조

에 근거하여 일본 제 1호의 고도미용외과의료를 

시행하는 병원이다. 2006년도에 개설하여 2011년 

5월까지 약 5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주로 

유방암 등에 의해 손상된 가슴 성형 등의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 개설 후 3년 후인 2009년, 구조개

혁특별구역 추진본부의 평가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애초 기대했던 주식회사 병원이 

고도미용외과의료를 행함으로써 기대한 효과(고

용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발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웠다. 또한 환

자 수와 수술 건수가 일정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 내 주식회사 병원은 정

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른 여러 형태의 주식회

사 병원도 경영성과, 의료의 질, 경쟁력 부문에서 

❖ 연구	소개

의료인들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드물

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 김성원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전 대표가 작성한 ‘의료인 폭행

사건 일지’를 보면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발생

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으로 의료인이 중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13건 이상에 이른다. 2012년

에는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 등을 처벌할 목

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내에 응급의료 등

의 방해와 금지에 대한 조항(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12조)과 그에 따른 벌칙(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제60조)이 포함되었지만, 오히려 응급실 내에

서의 폭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폭행과는 달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의 피해

는 단순히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연구에

서는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의

료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 내의 폭

행 협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 연구의	목적

1.  치과 의료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환자 또는 보호

자에 의한 폭행, 협박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2.  치과 의료인과 일반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

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수집한다.

❖ 연구의	방법

2015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 각 지

부(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강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의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실 폭행, 협박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치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 보고서

2016년	3월	보고서	발간

연구	책임자:	심현구					연구원:	김수진,	박지연,	박인임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	모음

일반 비영리병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영리병원은 여전히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

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가 강력히 반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의 영리병원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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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소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 신

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

로 시행되었으며,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입소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 연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

우며, 특히 입소노인들의 구강보건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제도적 

개선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치과의사도 촉탁의사

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이나 일본

의 경우, 구강위생관리로 흡인성 폐렴 등 전신질

환을 예방하고 구강기능의 회복 유지로 전신근력

회복이나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많은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요양시설 노인들

에 대한 치과진료 및 구강위생관리 수준을 더 높

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 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에 적절한 구강

보건 서비스와 치과진료가 제공되는 데에 기여하

고자 하였다.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일본 치과의사의 개호보험 구강보건 서비스의 

현황을 알아본다.

2.  일본 치과의사의 의료보험 방문진료 현황을 알

아본다.

3.  일본의 개호보험과 방문진료를 가능하게 한 사

회적 합의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4.  일본 노인요양시설에 적절한 구강보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알아본다.

❖ 연구의	방법

1.  기존문헌 고찰: 일본치과의사회, 후생성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일본 방문진료 현장 견학: 노인요양시설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하던 일본치과대학 소속의 

Dr. 호보, Dr. 신도에게 직접 면접 조사를 진

행하였다.

3.  일본치과의사회 방문 면접: 지역사회보건담당 

이사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4.  이시이 미도리 국회의원 방문 면접: 일본치과

의사회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Dr. 미

도리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였다.

5.  일본 방문진료 치과의사 면접: 방문진료를 하

고 있는 일본 치과의사들을 만나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영상자료 촬영을 병행하여 체계적

인 면접 조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 고찰	및	결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Long-Term Care)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일본에서는 ‘개호’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cure’와는 구별되는 개

념으로 ‘care’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개호보험

은 40세 이상인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강제 가입

시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노

인장기요양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고도 급성기 병원에 입원시켜 인

력과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회복시킨 후, 급성

기 병원, 회복기 병원, 혹은 집으로 보내도록 하

는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운영체제의 존재여부

와 재택을 포함한 방문진료 허용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케어 매

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입원, 통원, 재택 방문진

료, 개호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

나, 우리나라는 입원, 장기요양 서비스 모두 본인

의 선택과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일본의 치과의사는 개호보험에서 지정한 7가

지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환자의 자택이나 노인요

양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진료의 난이

도, 접근성에 따라 차별화된 수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개호보험의 유사성 등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방문진료에 대한 허용 여부, 노인의료시

스템의 포괄적,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상이한 면도 

있어서 일본의 선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요양보험에

서의 치과 의료인의 역할 확대, 거동이 불편한 노

인에게 방문진료 허용 등의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감수 박인임	명예회장

의사는 921명(남성 636명(69.4%),  여성 282명

(30.6%))이었다.

❖ 고찰	및	결론

의협신문에 개재된 설문조사의 결과와 본 설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70~90%가 이미 병원 내에서 폭행, 협박 등을 경

험하였다. 실제 진료 환경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 등의 보조인력이 

경험했을 병원 내 폭행, 협박 등은 더 심각한 수준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2016년 3월 

기준). 진료 환경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

행, 협박의 피해를 입은 의료인 대부분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의

료인의 불안정한 상태는 다른 환자의 진료에 악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 노인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서비스 실태조사

2016년	4월	보고서	발간

연구	책임자:	김수진					연구원:	심현구,	이지나,	신은섭,	박지연,	박인임,	곽정민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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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975년	강화도	무의촌	진료	봉사

2_1980년	강원도	양양군	무의촌	진료	봉사

3_1984년	무의촌	진료	봉사

4,	5_2003년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	

6_2004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	

7,	8_2004년	에티오피아	진료	봉사	

9,	10_2005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	

11,	12_2005년	서사모아	진료	봉사

13_2006년	어린이날	소년의	집	
				예방	교육	봉사

14_2006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

1

4

2 3 7 8

109

13

1211

14

5

6

Korean 
Women Dental 
association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의료 봉사의 역사는 대한여자치의

학사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부터 매년 무의촌 등지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펼쳤으며 1박 2일 코스로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혀왔다. 1983년에는 안양 소재의 혜명양로원에서 매월 2회

씩 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일회성 의료 봉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였

다. 한 장소에서 꾸준히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던 기조는 훗

날 서울소년원 진료봉사(1986년~1996년) 가평 꽃동네 치과 진료 봉사

(2000년~2011년), 동산원 치과 진료 봉사(2005년~2018년), 안양소

년원 진료 봉사 등으로 이어져 매달 혹은 분기마다 해당 시설을 방문

하여 의료 봉사를 펼쳤다.

•더불어 걸어온 50년의 역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의료 봉사 발자취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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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의료	봉사	발자취를	돌아보다

15_2005년	동산원	진료	봉사	

16_2007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

17_2009년	가평	꽃동네	진료	봉사

18_2011년	동산원	진료	봉사

19, 	20,	21_2011년	필리핀	나보타스	해외	의료	봉사

　　　　　(한국여의료인회	제	1회	연합	해외	의료	봉사)

22_2012년	동산원	진료	봉사

23, 	24_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병원	해외	의료	봉사

25_	2013년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병원		

해외	의료	봉사	

26_2013년	헬렌	켈러의	집	진료	봉사

27_	2014년	필리핀	해외	의료	봉사		

(제 1회	한중연합	해외	치과	의료봉사)

20

27

2822 23 24

25

21

19

17 18 26

1615

2000년대에 들어 해외 의료 봉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서사모아, 에티오피아 등지를 방문했으며 2011년에는 한국

여의료인회 제1회 연합 해외 의료 봉사(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한국여자

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전국여성치과기공사회 등 4개 단체 참여)가 

필리핀 나보타스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걸어온 

50년의 역사,

29

28_2014년	천사의	집	진료	봉사

29_	2014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78 ● 2021 W dentist 대한여성치과의사회 ● 79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의료	봉사	발자취를	돌아보다

의료 봉사

발자취

30_2015년	동산원	진료	봉사

31,	32_	2015년	중국	쿤밍시	소수민족	

해외	의료	봉사	(제	2회	한중	

연합	해외	치과	의료봉사)

33_	2015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40_	2018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41,	42_	2019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43_2019년	정심학교	진료	봉사	

32

36 37

33

34 35

30 31

34_2016년	천사의	집	진료	봉사

35_	2016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36_2017년	동산원	진료	봉사(이동식)

37_	2017년	시립	송파	노인전문요양원	

진료	봉사

38_	2017년	에덴	노인	요양전문센터	

진료	봉사	

39_	2017년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의료	봉사

38

39

41

42 43

40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캄보디아에서 해외 의료 봉사가 있었

고,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캄보디아 파일린주에서 6회에 

걸쳐 정기적인 의료 봉사를 펼쳤다. 2013년부터는 대여치 대외협력

부가 헬렌 켈러의 집, 고양 천사의 집,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에

덴노인전문요양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2019년에는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소년 등에게 치과진료 및 구강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로 하였다.

정리 김현정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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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선배 여성 치과

의사들이 있었다. 1996년 7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국

제여자치과의사 심포지엄’에 당시 대여치 김용란 부회장

이 참가하여 ‘전문여성단체의 구성과 치과계 내 여성의 위

상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이때 대

여치 임원이 12명 참가하여 제85차 FDI 서울 총회 개최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에 대한

여성치과의사회는 세계치과의사연맹 (FDI World Dental 

Federation)의 활동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00년에 파리에서 설립된 세계치과의사연맹 (FDI World 

Dental Federation)은 전 세계 130여 개국의 백만 명 이상

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 국가나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낙후된 치과 환경 개선 및 치과 보건 캠페인 사업을 기획하

고, 치과 영역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와 공식적인 파트너로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활동

은, ‘Leading the world to optimal oral health’라는 FDI

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FDI의 산하에는 세 개의 분과가 있다.

1. Section of Defense Forces Dental Services

20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FDI 총회에 참석한 

대여치 임원들 (7명의 대여치 임원이 참석하였다.)

2019년 FDI총회에서 발표중인 이지나 고문

2019년 제 1회 WDAPF 프로그램

WDW(Women Dentists Worldwide)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지나 고문

WDAPF의 탄생을 기념하는 첫 번째 단체 사진

국제 무대에서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2. Chief Dental Officers/Dental Public Health

3. Women Dentists Worldwide

이 중, Women Dentists Worldwide(이하 WDW)는 전 세계 여성 

치과의사들의 삶과 근무 형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평등이 

존재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치과의사라는 직

업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유도하며, 여성 치과의

사들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지지한다. 이러한 WDW의 활동은 대여

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되는 면이 있어, 대여치는 15대 집행부 

이후 꾸준히 WDW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말봉 고문이 대여치 회장을 역임했던 15대 집행부 당시, 국제이

사였던 이지나 고문은 2006년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었던 FDI 총

회의 WDW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참석 전에 미리 WDW의 당

시 회장이었던 티슈왕 회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WDW의 활동

과 회의 내용에 대해 정보를 얻었다. 결국 이지나 고문은 20여 명

의 세계 여성 치과의사들이 모인 중국 선전의 WDW 회의에서 대여

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때 대

한민국에서는 이지나 고문 외에 김현순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

지부 이사가 또 다른 여성 치과의사로서 FDI 총회에 참석했다. 

2007년에는 최말봉 고문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미국 여성

치과의사회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사진). 당시 미국 여

국제	무대에서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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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치과의사회 회장이었던 Dr.Kathy Roth는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ADA board member 로 여성이 겨우 한명이 있을

까 말까 했었는데, 현재는 차기 ADA 회장을 바라보게 되었

으며, 여성 state president가 여러 명이다.’라고 말하며 자

부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 후, 대여치 16대 집행부의 회장이었던 김경선 고문은 

2008년 스톡홀름 총회, 2009년 싱가포르 총회, 2010년 브

라질 살바도르 다 바이아 총회까지 3년 연속으로 FDI 총회

에 참가하며 세계 각국의 여성 치과의사들과 교류했다. 결

국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참석했던  2010년 

FDI 총회에서, 김경선 고문은 한국 여성 치과의사로서 최초

로 WDW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는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FDI 총회 한국 유치를 위해 정성을 기울였던 대외 

홍보 활동에 힘입은 결과였다고도 여겨진다. 김경선 고문

은 3년 임기인 WDW의 이사직을 연임하였으며, 2013년에

는 연자 자격으로 이스탄불 총회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당

시 김경선 고문은 FDI의 ‘Survey of Dependance’ 포럼에

서 니코틴 의존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서 진행해왔던 ‘한국 치과의사들의 금연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였다. 김경선 고문은 이후에도 2014년 인

도 뉴델리 총회, 2015년 태국 방콕 총회 때도 참석하여 한

국 여성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김경선 고문이 WDW의 6년간의 이사직을 마무리하던 시점

에, 이지나 고문이 폴란드 포즈 난에서 개최된 2016년 FDI 

총회 및 WDW 회의에 참석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국

제부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 FDI 총회에서, 이지나 

고문은 WDW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2017년 스페인 마드리

드 FDI 총회에는 이지나 고문이 포럼 연자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대여치 회장을 역임 중이었던 박인임 고문도 참석하여 

대여치 활동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3년간 WDW의 이사로

서 활약한 이지나 고문은 2018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FDI 산하의 8개 Committee 중, ‘Science Commitee’의 상

임위원 선거에 입후보하게 된 것이다. 시간도 촉박하고 여

건이 좋지 않았지만, ‘일단 얼굴을 알린다.’라는 생각으로 입

후보했다. 결국 그 해에는 낙선했지만, 그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9년 FDI 총회에서 ‘Dental 

Practice Commitee’의 상임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동

시에 WDW의 부회장으로도 선출되어 겹경사를 맞기도 했

다. ‘Dental Practice Committee’의 상임위원은 치과 진료, 

개원과 임상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사회에 제안

하고 권고하는 역할, 실무적인 연구, 조사를 진행하여 상임

이사들이 정책을 수립할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 등을 담당

한다. 3년 임기에 앞서, 이지나 고문은 종교적, 문화적인 이

유로 치과 치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같은 가정 

방문 형태 임상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실태 조사와 연구 의지를 드러냈다. 이지나 고문은 ‘FDI의 

Dental Practice'는, 소외된 사람을 우선시하여 일반적인 개

원의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지나 고문은 백서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가치를 반영한 FDI의 백서는 각

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세계인들이 구강 건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WHO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포함되며 삶의 질

의 척도가 된다고 본다. 구강보건 정책이 국가와 지역사회 

보건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삶의 질의 향상 없는 

인류 수명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노인의 구강

건강이 국제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최전선이다.” FDI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선언문이 2013년 FDI 총회에서 발표되자, 우

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기관 치과촉탁의 제도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 수립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이보다 약간 앞선 시점인 2019년 5월, 서울에서 ‘아시

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 포럼, Women dentists Asia-

Pacific Forum(이하WDAPF)’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아

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APDC2019 조직위원회와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함께 주관하였으며, 2019년 5월 11

일 코엑스에서 130여 명의 국내외 여성 치과의사들이 참여

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

연맹총회(이하 APDC) 최초로, 세계 각국의 여성 치과의사

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다. APDC2019의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후, 대

여치 박인임 회장이 APDC에도 FDI(세계치과의사연맹)의 

WDW(Women Dentists Worldwide)와 같이 아시아·태

평양 여성치과의사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리더십을 공

유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WDAPF를 제안했

고, 박인임 회장의 의지에 공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적극

적인 지원으로 WDAPF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 

행사에서는 15개국에서 참석한 130명에 대한 국가별 Roll 

Call이 진행되기도 했으며, 2부 행사에는 일본, 인도, 베트

남, 대한민국, 미얀마에서 참가한 5명의 연자가 다양한 주

제의 연구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인 

5월 12일 APDC이사회에서는 매년 APDC 때마다 WDAPF

를 함께 진행하기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를 2019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FDI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승인을 받았다. 이번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WDAPF

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여성 치과의사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WDAPF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 치과계의 

리더십을 홍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하반기에 있었

던 이지나 고문의 상임위원 당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멈춰진 듯 보이지만, 온라인 회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 2022년 FDI 총회는 뭄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여치가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약

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감수 최말봉,	김경선,	이지나	고문

2007년 미국 여성치과의사회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한 최말봉 고문

미국 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이었던 Dr.Kathy Roth와 함께

2013년 터키 이스탄불 FDI 총회 WDW에서 “No smoking 

activities of Korean dentists”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친 

김경선 고문

5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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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지원사업 9년을 되돌아보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여성과학

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적인 개념에 입각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평등을 유도하여 국가의 과학 기술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2004년 과학기술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72개 여성과학기술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여성과총은 단

체융합, 과학소통, 교육양성, 과학기술 젠더혁신, 사회공헌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체융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지원사업에는 72개 소속 단체

들이 지원하고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 참여하고 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2012년에 33번째로 여

성과총에 가입을 하였다. 특히 대여치는 2013년부터 현재

까지 여성과총의 단체지원사업에 9년간 꾸준히 지원하여 

선정되었으며, 여성과총 가입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면서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9년간의 단체지원 사업은 2013년~2015년 ‘장애우와 함께 

따뜻한 맘 평생 구강관리’, 2016년~2018년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9년~2021년 ‘초고령사회 치과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

한 예비치과의료인 교육활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장애우와 함께 따뜻한 맘 평생 구강관리는 강북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장애인 시

설(단기, 주간보호시설) 3곳을 선정하여, 세 군데 시설을 3

번씩 방문했다.

 1차방문

• 장애우에 대한 치과 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시설 관

리자 및 장애우 돌보미들에 대한 구강 보건 교육을 진행

• 치과 차트를 만들어 치과의사 주도하에 구강 검진을 시

행하고 장애우들의 현재 치아 상태, 치주(잇몸) 상태를 

기록

① DMF rate(영구치우식경험률) 조사

②  간이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조

사 (큐레이시스템이용)

③ 치아우식 활성화 검사(케리뷰 검사)

김수진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2차방문

• 진료버스를 이용하여 치과치료 실시 (스케일링, 불소도

포, 치아보존치료)

 3차방문

• 간이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조사 

(큐레이시스템이용)

• 치아우식 활성화 검사(케리뷰 검사)

• 전동칫솔 사용법 교육 및 증정

구강예방 교육효과는 교육전, 후로 나누어 큐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고, 치아우식증은 치아우식 활성화

검사(케리뷰 검사)를 하여 영구치 우식경험률을 수치화하여  

시설관리자에게 구강건강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

고 강조하였다. 추가로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

자구강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필요한 여러 맹인교육 시설과 

장애인시설에 전달했다. 

2013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14년에도 장애우와 함께 따

뜻한 맘 평생 구강관리Ⅱ를 시행했다. 2013년에 사업을 진

행했던 두 시설을 재방문하여, 15명의 장애인의 검진과 교

육을 통한 지속관리를 했다. 동산원과 천사의 집을 새롭게 

선정하여 3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진, 진료, 교육을 실

시했고, 여성과총 기술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한의사

회와 함께 주람동산에서 10명에게 연합의료봉사도 했다. 

필리핀에서 한중여성치의들의 연합해외의료봉사에도 참여

하여 428명을 진료하고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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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수도권 6개 시설(2014년 사업시설 5곳 52명, 신규로 선정된 

인덕학교 22명)과 천안지역 2개 시설(천안장애우복지관 11

명, 천안 등대의집 17명) 총 101명에게 장애우와 함께 따뜻한 

맘 평생 구강관리Ⅲ를 시행했다. 구강검진, 큐레이캠&큐레

이뷰, 케리뷰검사, 치과진료, 불소바니쉬도포, 전동칫솔교육

을 실시하고 장애우 전동칫솔 칫솔질 매뉴얼을 개발했다.

2015년에도 운남성 츄숑 일대에서 한·중 여성치과의사들

이 연합하여 293명에게 진료봉사 활동도 했다. 3년간의 사

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우 구강건강 증진모형을 개발하고 

발표했다.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료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노인장기

요양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사업 주제인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기위해 에덴노인요양시설 51명, 송파노인요양시

설 43명을 3회씩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틀니 조

정 등의 진료, 구강건강유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

업 전, 후의 입소노인의 구강건강 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장

기요양시설 입소노인 구강관리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시행

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의 실제 모델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7년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

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ll’로 에덴, 송파노인요양시설에 4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시행하고 치과촉탁의가 요양

시설에서 가능한 진료내용과 진료시간에 대한 연구도 병행

했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 관리의 주체인 요양보호사 75

명에게 구강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입소노인 진료 후 만족도

와 섭식장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2016, 2017년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돌봄의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에게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

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치과의사의 검

진과 진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 관리

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되어, 2018년에는 ‘노인장

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

향Ⅲ’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도권 11개 요양시설을 선

정하고 교육자료(틀니관리방법, 연하체조 포스터)를 제작한 

후, 18명의 치과전문인력이 40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15회의 교육과 구강 케어 실습을 시행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

했다. 교육 전, 후의 변화를 설문지를 통해 평가했고, 그 결

과 시설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구강관리방법을 습득하게 되

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입소자들의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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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3년

간의 사업을 통해 장기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

을 위해서는 치과전문인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요양보호사

를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치과촉탁

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2019년에는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의 연속성도 살리면서 

대여치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 주제를 선

정하였다.  미래 여성치과의사들, 즉 전국 11개 치과대학.치

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사업과 접

목하여 진행하였다. ‘초고령사회 치과 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비치과 의료인 교육활동의 효과’를 사업 과제로 정하

고 지난 3년간 여성과총 단체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행한 사

업 연구 결과와 경험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노인관련 정

책과 노인 치의학 개요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향후 국

내 치과 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치과의료 인력인 11개 치과

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

최하고, 3개 대학을 선정하여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본

과 3학년 강의실로 직접 찾아가 맞춤 강의를 했다. 학생 대

상 교육 자료와 설문지를 개발하여 315명의 미래 치과의료

인들에게 교육 전, 후 설문을 시행하였고, 고령자 관련 현

재 치과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

적인 예시로 이해를 도모하였다.

2020년은 COVID-19라는 예상하지 못한 판데믹 상황으로,  

2019년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미래 치과의료인을 찾아

가서 교육하려던 사업 계획을 접어야 했다. 대신, ‘초고령사

회 치과 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비치과 의료인 교육활

동의 효과Ⅱ’를 전국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여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ZOOM 실시간 심포지엄을 통해 교

육과 설문을 진행했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

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집중력 높은 교육을 시행하

고자 하였다.

2021년도 COVID-19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비대면 사업 

방식에 익숙해지고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초고령사회 치과 의료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비치과 의료

인 교육활동의 효과Ⅲ’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ZOOM 실시간 심포지엄을 진행했고, 비대면, 대면 방식으

로 미래 치과의료인이 있는 대학 강의실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과 설문을 진행하였다. 272명의 치과대학·치의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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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원 학생들을 교육하고 설문을 통해 교

육 효과를 알아본 결과, 교육 전에는 공적 제

도 및 노인 관련 국가 정책에 관한 지식이 부

족하였으나, 교육 후 관련 이해도의 상당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교육 후, 제도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직접 참여

의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년간의 연구를 통해,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 변

화에 맞추어 수립될 국민구강건강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

는 미래 치과의료인 양성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기대 효과를 

성공적으로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2013~2021년 사업을 통해, 구강건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해왔다. 치과전문인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에게 교육을 통해 소통해 왔다. 최근 10

년 동안 치과촉탁의, 장애인치과주치의시범사업, 아동주치

의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구강정책과 부활 등 구강건강

서비스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새롭게 실시되었다. 대여치

는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구강정

책을 직접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치과의

료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성치과의사들을 대표

하는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2013년 대여치 총무이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부회

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위에 언급한 사업에 직, 간접적

으로 모두 참여를 했기에 부족한 면이 많지만 대표하여 대

여치 50주년 기념 W dentist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

부단체와 관련된 사업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만큼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결과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대여치 임원들, 전문가 자문을 해 주신 

여성치과의사들, 실무를 도와준 대여치 실장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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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란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어렵게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여치 창립 50주년을 기념

한 역대 총무이사 간담회이니만큼 보다 실무적인 차원의, 

그리고 회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좋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으로 생각되는데요. 16대 총무이사였던 조은수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총무이사 역임 당시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말

씀 부탁드립니다. 

조은수							지금처럼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 김경선 회장님과 집행부가 대여치의 여러 가지 소소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총무이사를 했던 16대 

집행부 당시에는 이제 막 대여치가 체계를 확립하려던 시기

였잖아요. 당연히 지금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았죠. 요즘

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예산도 받고 찬조금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웃음). 당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건물 내에 대여치 사무실

을 임대하는 일 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꽃동네 

진료 봉사는 정말 열심히 다녔었어요. 지금처럼 길이 좋기

나 해……. 그때는 완전 새벽에 나가서 국도로 한참 운전해

서 갔어야 했지요. 그래도 우리 임원들끼리 정말 재미있게 

활동했었죠. 소중한 인연을 그때 많이 만났어요.

김희경							제가 총무이사였던 당시, 심현구 회장님은 대

여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특히 애쓰셨죠. 특히 대한치

과의사협회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 회원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당장의 뚜렷한 성과를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11월 15일 저녁 ‘다이닝 늘’에서 역대 총무이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총무이사 간담회에는 16대 집행부 이후의 역대 총무이사 7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바뀐 이후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이번 총무이사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15년 동안의 대여치 활동을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여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COVID-19 사태로 선대 집행부의 총무이사를 역임했던 모든 선배 회원들을 다 함께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총무이사 간담회

총무이사	간담회

16대 집행부 조은수선생님

현)	조은수	치과	원장

2006~2008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08~201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2020~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감사

20대 집행부 신은섭선생님

현)	북촌	이해박는집	치과	원장

2008~2012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

2012~2014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공보이사

2014~2016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6~2018 서울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2018~202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2020~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수석 부회장

17대 집행부 김희경선생님

현)	국회의무실	치과장	

2008~201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0~2012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기획홍보이사

2012~2016 서울여자치과의사회 부회장

2016~2018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21대 집행부 장소희선생님

현)	예원	치과	원장

2014~2018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8~2020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18대 집행부 조진희선생님 

현)	조진희	치과	원장

2006~2008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0~2012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6~2018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22대	집행부	윤은희선생님

현)	고운니	치과	원장

2006~2008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공보이사

2008~201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2016~2020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20~ 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19대 집행부 김수진선생님

현)	뉴욕BNS	치과	원장

2010~2012 서울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2012~2014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총무이사

2014~2016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이사

2016~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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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벌써 올해로 9년이 되었더라고요. 

큰 틀에 서 보았을 때 세 가지의 연구 과제를 3년씩 시리즈

로 진행을 했는데, 여성 치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거예요.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왜 

산하에 여성위원회가 없냐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

요. 그래서 당시 대여치는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대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

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조율했었어요. 그 중의 한 가지

가 대여치의 현직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부회장직을 

동시에 역임하게 되는 사안이었지요. 이 내용은 2014년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로 설치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이 되었어요. 지금 대여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산하 단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주춧돌을 놓았던 그 과정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만, 

지금까지 연속성을 이어온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활동이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우리 대여치는 이게 좋아요. 

다른 단체들은 회장이 바뀌면 정책이든 뭐든 다 바뀌잖아

요. 심지어 있었던 일도 없어지곤 하는데, 우리는 집행부가 

바뀌어도 선대 집행부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활동 영역을 조

금씩 넓히는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신은섭							저는 이지나 회장님 당시 총무이사였는데요. 

사실 처음 대여치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7대 집행부 때 대

외협력이사를 하게 되면서였죠. 저도 처음에 대여치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는데 대외협력이사를 하면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죠. 후원업체를 섭외해야 하는데, 거의 맨땅에 헤

딩 수준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동기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데, 대여치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동문회에 처

음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집이랑 치과만 왔다 갔

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웃음). 정치권이나 다른 유관 단체

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상하는 재미를 대여치를 통해 배우

게 된 거예요.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

정책연구소의 연구 의뢰를 받아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들고 

싶어요. ‘일본 노인요양기관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서비스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죠. 

장소희							저는 2014년 때부터 4년 동안 대여치 총무이

사를 했어요. 대여치에서 처음으로 맡은 보직이 그 힘들기

로 소문난 총무이사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구회 활동과 여

동문회 활동을 하긴 했었지만 여선생님들과 함께 일했던 경

험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저희 둘째가 대

학에 들어간 걸 어떻게 딱 아시고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대

여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총무긴 한데 제1총무가 

아니라 제2총무니까 별로 힘들지 않을거야.”라고 하시기

에……. 저희가 또 왜…….  시키면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웃음). 대여치 임원을 맡게 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밖에

서 보이는 것 보다 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

히 당시 1총무였던 신은섭 선생님의 활약을 보고 총무란 저

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사실, 당시에 대여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회계 장

부를 보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우리 집 가계부도 아닌데 그걸 들여다보면서 맘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2016년에 허윤희 회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대여치 재정이 마이너스 오백

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총무이사로서 궁여지책으로 내

세웠던 일이 대여치 임원 수를 늘리는 일이었어요. 늘어난 

임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부족한 살림을 충당하고자 한 거

죠. 대여치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최대한도로 이사와 부회

장을 뽑아서 그렇게라도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죠. 

거두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현재의 대여치를 

있게 한 마중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여

치를 상징하는 로고도 그때 만들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

자’라는 단어 대신 ‘여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

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이

번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

를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활동으로

는, 부산에서 개최했던 2008년 대여치 학술대회를 들고 싶

어요. 대여치 부산 지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부산 지부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마무

리할 수 있었어요. KTX 티켓도 예매하고……. 준비하느라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윤은희							저는 심현구 회장님 시절, 틀니 보험 연구차 일

본을 다녀온 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김희경							맞아요. 우리가 일본치과의사회도 방문하고 

동경의과치과대학 선생님들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역시 당시 대여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

력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제이사였던 박인임 

고문이 정말 애썼어요. 일본 보험 관련 책도 통째로 번역

하고……. 

조진희							결국 거기서부터 대여치 정책연구의 역사가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큰일을 해내신 거지요. 

저는 김은숙 회장님 때 총무이사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서

울여자치과의사회(이하 서여치)에서도 김은숙 회장님과 함

께 일을 했었는데 그 인연이 대여치로 이어지게 된 거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뽑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2012년 대의원 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8명 증원의 정관 개

정안이 통과되었던 일을 들고 싶어요. 그전부터 수많은 선

생님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결실을 처음으로 이루어낸 거

지요. 그전 해였던 2011년에도 ‘여성대의원 수 배정 도입’ 

안건을 올리고 동료 치의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부결되었었지요. 하지만 그런 노력

과 실패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2012년도에 여성 대의원 

증원의 건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은섭 선

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신은섭							진짜 애썼죠(웃음).

조진희							치과의사들 모이는 자리라고 하면 어디든 달려

가서 설명하고 서명 받고 그랬지요. 그래서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심현구 회장님 때 대여치의 외연을 넓혔다면, 김

은숙 회장님 때는 여성 대의원 증원을 위한 노력에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활동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금 2021년이 

대여치 50주년이잖아요? 2011년에는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를 했었어요. 1박 2일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었죠. 더불어 40주년을 맞아, ‘대여치 역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치의 연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

어요. 김찬숙 고문님을 초대 회장으로 하는 지금의 대여치 역

사가 그때 정립된 거지요. 일부 왜곡되어 있던 역사를 바로잡

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입니다. 

김수진							저는 최영림 회장님 때 총무이사를 했어요. 최

영림 회장님은 이미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임원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상 이런 단체의 일은 처음이

나 다름없었는데, 최영림 회장님은 단체의 포맷을 익히 알

고 계신 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최영림 회장님께 많

이 배웠어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아요. 우선 김

은숙 전대 회장님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과총)에 가입을 했었는데, 최영림 회장님이 여과총 활동

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단체지원 사업을 맡아서 수

50th anniversary

총무이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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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되어 굉장히 진일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에 지원금의 규모가 더 커지거나 재정이 더 확보된다면, 이

사회비부터 감면하면 어떨까 싶어요. 안 그래도 고생하시

는 임원들이시잖아요.

허윤희 회장님은 해외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신 측면이 있

어요. 캄보디아 파일린주  해외 봉사만 해도 6년 연속으로 

가셨잖아요. 저도 대여치 임원이 된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참가했었는데,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같은 장소를 방문했고, 진

료 장비도 점점 추가하면서 보다 퀄리티 있는 진료를 하기 

위해 모두가 애썼고요. 저도 다른 단체에서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지만, 대여치 해외 의료 봉사는 정말 기억에 남

아요. 코로나 사태로 2020, 2021년은 가지 못했는데요, 사

실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해외여행을 못 가서 아

쉬운 것보다도 “그분들이 기다릴 텐데……. ” 이 생각이 먼

저 들었어요. 

신은섭							내년에는 또 갈 수 있겠죠?

장소희							우리 거기에 두고 온 장비도 엄청 많아요, 다시 

가야 해……. (웃음) 거기서 6년 연속으로 해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도 컸어요. 사실 진료 

장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귀찮은 일

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항 직원들이 짐을 다 뜯어보고 치

약의 유효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둥의 트집을 잡곤 했

는데, 실세(?)인 지역 주민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통관 절차

를 도와주어 거의 무사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생

각하면 더욱 다시 가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유란							당시 허윤희 회장님이 10개월 만에 회장직을 

내려놓게 되셨잖아요.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장소희							네. 허윤희 회장님이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30

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나

서게 되면서 사퇴를 공표하셨지요. 당시에는 대여치의 정

치적 중립 원칙을 위해서 결국 사퇴를 하게 되셨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여하

간 그때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박인임 

수석 부회장님이 대여치 회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는데, 대

여치 정관에는 회장 연임 금지 조항이 있어 허겁지겁 정관

개정 절차도 밟아야 했고요. 

신은섭							정말 고생하셨어요.

조진희							한 임기 내에 두 회장님을 모신 셈이 되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장소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것보다도, 당

시 허윤희 회장님이 당신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만두

게 되신 일이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고 그

런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던 상태였던지

라 어쩔 수 없긴 했지만요. 

김수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내부적으

로 정리가 되었을 텐데,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컸죠.

정유란							네. 마지막으로 윤은희 선생님, 총무이사였던 

당시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네. 저는 2006년도에 대여치 공보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여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공보부

에서 W dentist 창간호를 내고 2년 동안 세 권의 소식지를 

발간했어요. 당시에는 대여치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도 없

었던 때라, 소식지 편집의 거의 모든 작업을 공보이사가 했

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요. 이후에 정보통신이사로도 일했었고 약간의 휴식기도 

가졌다가 2016년에 다시 총무이사로 돌아왔습니다. 장소희 

선생님처럼 4년 동안 총무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2018년도 하반기에는 유난히 대형 행사가 많았어요. 학술

대회, 대여치 주관 여의주모임, 멘토 멘티 간담회, 캄보디

아 해외 봉사 등 2주 간격으로 행사가 계속 이어졌지요. 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음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

황이었어요. 살이 쭉쭉 빠질 정도였어요. 감사하게도 다

른 이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치러낼 수 있었어

요. 2018, 2019년도 멘토 멘티 간담회는 이전의 새내기 간

담회 보다 훨씬 규모가 큰 행사로 발전하여 참가자가 거의 

이백명 정도였거든요. 단체사진 찍는 것부터 고민거리였어

요. 당시 오영은 이사의 사진 실력(?)으로 겨우 다 담아냈

었지요. 그때는 엄청 큰 스트레스였지만, 지금 코로나 사

태를 겪고 보니 그때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오

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공주로 1박2일 임원연수회를 갔던 경험

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숙마을, 풀꽃 문학관 등을 둘러보고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요. 

정유란							그때, 유난히 큰 행사가 많긴 했어요. 당시 박

인임 회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셨지요. 사실 저는 지금 박인

임 고문님께 죄송한 마음이 약간 있어요. 고문님께서 2016

년도 말에 갑자기 회장을 맡게 되시면서 열정을 표하셨는

데……. 저는 이미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라 그 열정에 부합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임원들과 새롭게 시작하셨

더라면 더 편안하게 회장직을 시작할 수 있으셨을 텐데. 거

기다 지방대 출신의 첫 회장님이시기도 했고요.

신은섭							박인임 고문님이 무려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

셨지요. 조선대 여동문회 선생님들이 박인임 회장님과 집

행부를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수진							갈수록 대여치 회장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

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도 꾸준히 해야 하고 새롭게 추가

된 사업도 해 나가야 하고, 거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도 대여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진희							앞으로 대여치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부

회장으로서 협회 일에 치중하고 대여치 내부의 일은 수석 

부회장 중심으로 해 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김수진							그동안은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익히는 포지션이었는데, 조진희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장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정유란							네.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

니다. 

김희경							요즘 여성 치의 후배들은 딱히 스스로를 ‘여성 

치과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치과의사’라고 생각

하지요. 그렇다면 왜 여성 치과의사회가 필요할까요? 답이 

하나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필

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소희							2019년도에 코엑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여성치

과의사포럼(WDAPF)이 열렸잖아요. 그때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등 해외 여성 치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

수 아시아 국가의 치과의사협회의 회장이 여성이었어요. 그

런데 당시에 제가 서울여자치과의사회의 회장이라고 소개

를 했더니, 그분들이 ‘왜 여성 치과의사회가 따로 있냐?, 그

게 왜 필요한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여성 

50th anniversary

총무이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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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직 생활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

해 눈을 뜨게 되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김수진 선생님이나 신은섭 선생님처럼 한 사람이 연속성 있

게 일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 페이스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런 회무와 조직생활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대여치나 구회 등에서 회무

를 경험할 일이 있으면 해 보라고 강추 하곤 해요. 

정유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조은수							저는 경희대 78학번인데, 졸업 동기 중에서 

여자가 저 외에 딱 1명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여

동문들 사이의 협동과 친목이 자연스럽던 시대였어요. 그

래서 그냥 선배들의 권유로 대여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

는데, 요즘 젊은 여성 치의 후배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더 큰일들을 해내더라고요. 보니까 더 넓은 곳에서 활약

할 수 있는 후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희경							대여치 활동의 의미가 변화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몸으로 다 때우는 시대였고 그저 재미있어서 했던 일

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대여치가 엄연한 대한치과의사협

회의 산하 단체이고 일정한 사업성과도 기대받는 위치가 되

었지요. 물론 후배 선생님들의 역량도 충분해서 잘 해주시

고 계시지만, 임원 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가 아

닐까 해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은섭							우리는 가정과 병원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특

히 우리 일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

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요. 가정과 치과가 아닌 조금 더 

넓은 세상에도 눈을 돌리면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저만해도, 대여치가 아

니었으면 그냥 집이랑 치과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사람인지라……. (일동 웃음) 후배들

도 조금 더 사회와 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정리 정유란	공보이사

치의의 비율이 30퍼센트 정도라 소수 회원의 입장을 대표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드렸거든요. 예전에 치과대학 

여학생이 한 학년에 서너 명 정도였을 때는 여성 치과의사회

가 분명히 필요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치과의사

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여성 치과의사회가 계속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수진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데 이번에 발표될 대여치 50주년 기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답변한 30,40대 여성 치과의사들의 80퍼센트 이상

이 의외로 ‘여성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

고 응답했어요. 아직까지는 치과계에서 여성 치의들을 위

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직선제로 여성 협회장

이 나올 수 있을만한 정도로 기반이 닦일 때까지는 아마 필

요하지 않을까요?

윤은희							작년에 발족한 여성인권센터는 좀 더 널리 알

렸으면 합니다. 여성 치과의사들이 인권센터의 존재나 역

할에 대해 인식하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큰 힘

이 될 수 있도록 대여치에서 더 열심히 홍보해야 할 것 같

아요. 양성평등을 위해 대여치가 존재하고 여성인권센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김수진							내년 초에 여성인권센터 포럼이 계획되어 있어

요. 성폭력 구제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도 인권센터의 역할

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포럼이나 강의가 여성인권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김희경							사람들이 ‘인권센터’라고 하면 대략 그려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이런 경우에 여성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라

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정유란							네. 여러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

어보니, 대여치 총무이사를 역임했던 경험이 선생님들께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조진희							저는 대여치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느

낌이에요. 다른 단체도 많이 겪었거든요. 하지만 여성 치과

의사회 활동을 하고 다른 학교 출신의 선생님들과도 교류

하다 보니, 여 선생님들에 대한 오지랖(?) 같은 마음이 생겼

어요. 반모임에서 만나는 여선생님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구회 일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는데도 여선생님들의 활동

을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후배들에 도움

을 드리고자 노력했더니,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어 

공부도 따로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늘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아니었나 싶네요. 

조은수							저 역시 그래요. 우리는 치과 안에 갇혀서 조직 

문화를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여

치 임원을 하면서 그 경험을 고스란히 겪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탈출구와 같은 해방감도 느꼈고요. 

김수진							사실, 저는 처음에 멋도 모를 땐 그랬어요. ‘여

자 치과의사회가 왜 필요해?’ 그런데 대여치 활동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제가 얻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배들 후배들 모두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다른 치과계 단체(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

협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

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고요. 저는 스스로를 수혜자라고 생

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

심히 해야죠(웃음).

장소희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여치 총무를 하고 났

더니 못할 일이 없더군요(웃음). 많이 배우고 느끼고 성장

50th anniversary

총무이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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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5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이다. 또한 올해 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

원총회에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개정안’이 투표 대의원 

69%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정족수 2/3를 넘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여성 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되고 각 지부

에서 선출된 여성 대의원이 배정되어 총회에 참석한다. 이

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 쾌거를 이룬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역차별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여성대의원의 할당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과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직선제가 아닌 대

의원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대의원총회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였다. 회원으로서 평

등한 회무참여와 선거권을 위한 대여치의 노력 발자취를 돌

아보고자 한다.

  

사단법인화를 이끈 서정희 고문은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남

녀 비율을 반영해야 하고 당시 14개 지부에 여성 대의원을 

한 명씩이라도 배정해야 한다고 치의신보 등의 매체를 통해 

꾸준히 1980년대부터 건의해왔으나 정관개정이 수반되어야 

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없었다. 그 

후 20여 년간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이루어내려는 

노력이 표면화되기까지, 인터넷의 보편화로 사회 전반적인 

정보의 공유화 현상이 큰 역할을 하였고 여성 치과의사의 수

적인 증가, 여성의 역량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약진, 사회적

인 요구 등 시대적 배경 또한 큰 힘이 되었다고 본다. 

1996년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부산지부의 정보형 대의원은, 

200여 명의 대의원 중 여성이 혼자라는 사실에 여성 회원

의 회무 참여에 높은 벽을 실감했다고 치의신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대의원총회 구성이 남성회원 위주의 지연, 

학연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변화의 요구 움직임이 있었다. 2000년 4월 당시 대의원총

회 의장이셨던 임철중 의장은 여성 치과의사의 당연직 부회

장제도에 대한 특별 기고문을 통해 이미 치과대학 신입생들 

중 여성 비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인데, 201명의 대의원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전근대적인 체제에 변화를 일으

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시기부터 각 지부에서도 여성 분

과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여성 회원의 회무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2004년 최말봉 고문은 서울지부에서부터 라도 여성 당연

직 부회장 1석 보장, 각 구마다 최소 1명의 여성 대의원 의

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5년 대여

치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의 25%를 여

성 회원으로 할당하고 부회장 및 이사 수를 여성 회원의 수

의 비례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

시 여성 대의원은 전체 201명 중 2명에 불과했다. 2006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양혜령 대여치 부회

장은 여성 회원 수가 전체 치과의사의 23%를 차지하고 있

었으나 201명의 전체 대의원 중 여성 대의원은 단 3명인 점

을 지적하며, 현행 대의원 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사

실을 주지시켰다. 또한 여성 당연직 부회장의 배정과 동시

에 여성 이사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

회 임원 25명 중에서 여성 이사의 수는 2명에 불과했다.

2007년 56차 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의원 수를 현

행 201명에서 221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5명을 여성 회원에

게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명의 여성 대의원

인 김경미 경기지부 대의원, 성광숙 광주지부 대의원, 심경

숙 서울지부 대의원이 소신 발언하였으나 안건은 출석인원 

159면중 찬성 3명, 반대 118표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는 대

여치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즉 기권, 여성 대의원 3명

을 제외하면 전원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그간 여성 대의원은 본인의 각 소속 지부에서 선출되어 총

회 참석을 하여서인지 대여치 단체의 소속감은 없었다. 이

에 반하여 대여치는 미래의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였다. 

여성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비전을 갖고 함께 이루

어 가는 과정을 배웠다 계획적인 자료 준비와 공청회 등 기

회가 있을 때마다 회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여치 

단체 대표성을 내세우며 부르짖었다. 풀뿌리모임 등 네트

워크를 활용해 서로를 결속하며 좀 더 높은 안목으로 길게 

더 멀리 바라보며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부끄럽지 않은 결

단이 필요한 때라고 도전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다.

그리고 2011년 여성 대의원 수 배정 도입 안건을 대여치가 

주최가 되어 준비하고 강원도, 경기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세 곳에서 안건으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찬

성 85 반대 96 기권 4로 부결되었다. 찬성이 많이 늘었으나 

정관 개정을 위한 2/3 벽에는 한참 못 미쳤다. 이때 아주 웃

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경남지방에서 여성 대

의원 배정안을 설명하자 어떤 동료 치과의사가 “아니 그럼 

소는 누가 키우고?”라고 했다. 우리 후배들은 상상도 못 할 

말이다. 불과 10년 전이며 그날의 불쾌감은 아직도 생생하

다. 전문직 동료에게 그럴 수 있나? 지금 같으면 성희롱 감

이다. 양성평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지 무지한지 그런 시

절이었다.

 

2012년 67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여치가 주도하여 8명 여성

대의원 배정안이 찬성 110 (69.1%) 찬성, 반대 48 기권 1으

로 가결되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조직에 헌신하며 일할 

때 대여치가 많이 성장할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대외적으

로 위상이 높아졌음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효율적인 조직력과 리더십이 자리 잡

아가고 있었다. 또한 우리의 동료 여성 치과의사가 치과계

에 다재다능한 활동과 역할을 발휘하며 기여하는 모습을 보

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여치의 성장은 늘 진행형이었다. 예상치 못한 COVID-19 

사태에도 비대면으로 다양한 활동과 결속을 다져가는 이민

정 회장과 현 집행부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평등한 회무참여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대하여 
김은숙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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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치과의사의 

수가 전체 치과의사의 28%를 넘어섰고 그에 발맞춰 대한치

과의사협회 내 여성 대의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

난 50년간 대여치가 치과계 내에서 여전히 소수인 여성 치

과의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

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

리는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발맞추어 대여치의 정체성을 다

시 한번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여성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마

주할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대여치가 준비하고 만들

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의 해답을 얻고자 본 설문과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대한민국의 여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2021

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여성치과의사 약 

7,700명에게 문자로 전달되어 총 603명이 응답해 주셨습니

다. 응답자의 근무지는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 인천 등 다른 지역도 고르게 분포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한 지역별 치과의사 분포를 생

각할 때 본 설문이 적절한 지역 비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대는 50대, 40대, 30대 순

이지만 큰 차이가 없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근무 형태는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을 합한 개원의

의 비율이 전체의 51.9%에 해당하고, 봉직의, 공직의 등을 

포함한 기타 비개원의 비율이 약 45.3%,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입니다. 응답자 중 개원의의 대부분은 40대

와 50대이고, 비개원의의 대부분은 30대인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특히 50대 응답자의 78.9%가 개원의인 것에 비해 

30대 응답자의 77.3%가 비개원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과들 중 하나로 30대 여성치과의사 10명중 

7.7명이 어떤 이유에서든 비개원의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여성 

치과의사로서의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또 이러한 근무 형태의 변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적, 제도적 요구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응답자 중,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2.8%의 가장 큰 이

유는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은퇴, 건강 문제 

등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육

아를 이유로 휴직 중인 응답자의 대부분은 30대와 40대이고 

50대와 60대의 휴직 이유는 주로 건강 문제와 은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를 토대로 대한민국 여성 치과의

사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치과의사들은 30대에 페이닥터로 일하고, 40대에 개

원을 준비하며, 50대에 본격적으로 개원의 생활을 하다가 

60대에 은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존재하는 

공통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여성 치과의사 회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계속해서 함

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여

치의 존재나 간행하는 잡지인 W dentist를 알고 있거나 관

박지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전위원회	기획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주년 기념 

설문 응답 결과

	선생님의	근무	형태를	체크해주세요.
				응답	603개

	근무	형태별	연령	분포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봉직의

공동개원의

단독개원의

공직의

일하지	않는다.

				(2.8%)

33.2%

11.6%

40.3%

7
4
3
3

개원의
(51.9%)

비개원의
(45.3%)

일하지	않음
(2.8%)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0대	응답자	중	89.2%)

(50대	응답자	중	74.2%)

(60대	응답자	중	68.3%)

(40대	응답자	중	84.3%)

19

161

141

142

27

(20대	응답자	중	90.5%)

	‘대한여성치과의사회’라는	여성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선생님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응답	603개

		1986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던		 	

여성	치과의사의	수가	계속	늘어나서		

2020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8,699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수(31,640명)의		

약	2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라는		

여성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603개

학회	이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처음	들어본다.

잘	알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W	dentist를	보고	있다.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자	한다.
16.9%

39.6%

17.9%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81.4%
18.6%

21.9%

26

62
44

13

13

19

33
(40대	응답자	중	62.3%)106

150

140
(30대	응답자	중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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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4%입니다. 학회 이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에 대해 관심이 없거

나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대 응답자의 

50%, 또 30대 응답자의 56%였습니다. 이것으로 비교적 젊

은 여성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활동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

는 질문에서는 학술행사, W dentist 발행, 멘토 멘티 간담

회 등의 순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로 

대여치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사업들에 대한 인

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촉탁의를 위

한 강의, 여성인권센터, 요양보호사 교육 등 대여치가 치과

계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많은 사업들을 회원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여성 치과의사 수가 전체 치과의사의 28%에 육박

하는 현재, ‘대한여성치과의사회’라는 여성 치과의사를 대

변하는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배경

은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 강조되고 젊은 남성들이 느끼

는 여러 가지 역차별적 구조와 그에 따른 여성혐오 등이 명

백히 존재하는 바, 시대에 맞는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입

니다. 응답자의 81.4%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18.6%가 필요

하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

는 50에서 60퍼센트의 응답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등 

여성 치과의사만의 특수성을 대변할 단체로서 대여치가 필

요하다고 답했고 약 30퍼센트의 응답자가 치과계 내에서나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여성이 아직 소수이거나 평등하지 않으

므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

다. 실제로 2020년 7월 대여치 내 여성인권센터가 발족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연령대 별로 여성 치과의사를 대변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수를 다시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90.5%, 30대 응답

자의 89.2%, 40대 응답자의 84.3% 등입니다. 주목할 점은 

앞서 20대와 30대 응답자의 50% 이상이 대여치에 관심이 

없거나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응답자의 약 90%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여치의 예산은 임원들이 내는 회비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로부터의 보조비,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납부하는 연회비 3

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3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

는가 하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15~20%만이 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고,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회원들의 생

각을 살펴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를 내고 있는데 따

로 회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다’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에 포함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50.7%로 대여치

의 활동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회원

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여치의 발전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

해서는 대여치를 잘 모르는 여성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유도, 전국 지부 여성 치과의사의 사업 활

성화, 여성 치과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취미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여성 치과의사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 등의 답변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와 성 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는 비개원의수가 증가한 만큼, 출산

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 비개원의로 근무하는 여성 치과의

사들이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여럿 있

었습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내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전위원회	기획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전위원회	기획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21년 11월 20일, 대한여성치과의사

회(이하 대여치) 창립 50주년 기념식

에 앞서, 대여치 발전위원회가 주관

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령

별, 지역별, 근무 형태가 각기 다른 5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여치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신

은섭 대여치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

았으며, 패널 토의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진희 선생님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 

회장, 50대 후반 개원의), 석자경 선생님 (2010년에 치의학 

대학원을 졸업한 30대 후반 봉직의), 박수진 선생님(전라북

도 익산시 치과의사회 차기 회장, 50대 초반 개원의), 금영

조 선생님(대여치 경북지부 총무, 40대 초반 개원의) 정혜

전 선생님(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장, 50대 중반 공직의)께

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련과 취업 형태, 은퇴 연령, 출산 등 여성 회원의 실태 관

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대여치 50주년 기념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 치과의

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연령, 근무 형태, 대여치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변화

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치과

의사가 치과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50년간 여성 치과의사 회원들과 치

과계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온 대여치는 이제 시대

적인 요구에 맞는 변화와 책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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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섭							30대, 40대 선생님들이 설문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예전보다 개업의가 아닌 봉직

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요즘 30대는 개업이 늦어지고 

있을까요? 동기나 주변 선생님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자경							학제 변경으로 졸업 연령이 높아지고, 이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개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육아에 집중한 후 

개원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봉직의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

습니다.

신은섭							대여치를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알게 된 계기

가 있습니까? 30대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여성 치과

의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석자경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여치라는 이름만 들은 상

태였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갖고 일과 육

아를 병행하다 보니 제 커리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행

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다른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들을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이런 단체를 알고 나니 참여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은섭							현재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했던 여

성 치과의사의 출산 등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으로는, 김철

수 집행부 때 출산 당해 연도 협회비 납부 면제 제도가 있

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정책을 다시 

살리는 게 당면 과제이고, 대여치에서는 여성 치과의사들

의 출산, 육아의 고충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자 합니다. 

신은섭							다음은 멀리서 오신 금영조 선생님이십니다. 

경북 고령군에서 개원중이신데, 부근에 여선생님들은 얼마

나 계십니까? 지방의  여성 치과의사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영조							주변에 여자 선생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

분 여자 선생님들은 도시에 개원하고 군 지역에는 개원하지 

않는 편입니다.  개원 초 지부 모임에 갔더니 30명 회원 중

에 여자는 저 혼자여서 자리도 불편하고 대화도 잘 안되어 

점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은섭							대여치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지금 경

북지부 총무로 일하고 계신데요, 지부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을 말씀해 주세요.

금영조							서울 학회에 참가했을 때, 대여치 홍보 부스를 

통해 대여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다 보니 

‘W dentist’ 소식지 정도만 접했을 뿐, 다른 일을 알지 못했

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년 전부터 경북 지부가 창립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지역 내 시 단위의 선생님들은 점심 소모임이 있지만 

군 단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부라는 조직이 생기면

서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

고, 여러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면서 불안감도 해소되고 소

속감 유대감을 느끼게 되어 지부 활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

습니다.

신은섭							경북지부는 가장 최근에 생겼지만 가장 헌신적

으로 지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대여치는 지부 활

동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은섭							가장 큰 서울지부를 이끄시는 정혜전 회장님과

는 민감한 대여치 회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지부 회비는 얼마인가요? 회비 징수는 모든 단체

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했던 설문 결과에 의하

면 절반의 선생님들이 별도의 대여치 회비 납부에 대해 부

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혜전							말씀하신 대로 회비 문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지부를 맡고 일하면서 느낀 점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이든 지속적인 발전을 하

려면 멤버십을 가진 회원들의 참여와 회비 납부가 필요합

니다. 여성 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이긴 

하지만 여성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

기에 회비에 관해서는 다른 각도로 볼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지부 회비 2만 원, 대여치 회비 3만 원인데요, 다

른 단체에 비하면 이 회비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입

니다. 문제는 많은 회원들 중에 일부만 회비를 납부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회원들 개인에 따라서는 금액이 아닌 회비 

자체에 대한 부담, 불편감을 가지는 분이 계시고, 본인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인 유익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치는 그동안 여치들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해왔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로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들의 참여와 응원을 

담은 회비 납부가 지속적으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여

치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회원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여성 치과의사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회비 납부

에 대해 적극적, 주체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섭							회비 문제는 저희에게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

니다. 타 여성 전문직 단체의 회비를 잠깐 살펴보면, 한국 

여자의사회 연회비 10만 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만 원

(연회비가 아닌 월회비 1만 원이상씩 자율납부), 대한여한

의사회는 3만 원입니다. 대여치 회비 납부율은 10% 내외이

고, 여한의사회는 30%라고 하니 이 부분에서 노하우를 배

우도록 해야겠습니다.

회비는 회원들의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

인 장치인 동시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

습니다. 회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의 활동을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여성 치과의사들이 협회비 외 징수를 부당하게 생각하

고 있는 만큼 대여치에 대한 협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신은섭							박수진 선생님은 전북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십

니다. 활동 중 가장 활발했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회원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박수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과 

가을에 가는 야유회입니다. 2019년 부여 부소산성을 거닐

고, 백마강에서 배를 타고 낙화암을 보면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소풍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남 영광 

불갑사 관광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진료와 살림, 육아에 지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봄에 열린 와인 음악회입니다. 와인을 마

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클래식 음악 연주자를 초

빙한 음악회에 무려 전북지부 50명이 넘는 여성 회원이 참

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일화는 대한치과의사

협회 전북지부 남자 임원분들이 흰색 와이셔츠에 장밋빛 나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전위원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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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넥타이를 매고 왼쪽 팔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손수 와인

을 서빙해 주신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런 

모임은 갖지 못하고 골프 모임이나 점심 모임으로 소소히 

만나면서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신은섭							박수진 선생님은 차기 익산시 치과의사회장으

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치과의사회 선생님들께서 대

한치과의사협회 지부 활동에 활발하신가요? 더욱 많은 여

성 치과의사들이 지역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여성 치과의

사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

면, 처음에 전북지부 여성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여 소풍을 

따라다니며 선배님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고, 

선배님들이 각종 모임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 선배님

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여성 부회장으로 임명되면

서 저를 불러주셨고 전북지부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저의 역량이 커져 갔고 더 큰 조직으로 

스카우트되면서 익산시 치과의사회 회장이 되는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 치과의사회의 역할과 선배님들의 도

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신은섭							대여치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당면한 고충을 해

결하는 사업과 더불어, 치과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플

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신은섭							조진희 선생님께서는 치과를 하신지 몇 년 되셨

나요? 설문 결과를 보면 60대에 은퇴를 고려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도 은퇴시기를 생각해 보셨나요? 

박수진							조진희 : 89년에 졸업한 33년 차 치과의사입니

다. 일 년씩 세 군데 페이 닥터를 하고 개원 준비를 하여 개

원한지 28년 되었습니다. 저희 시절에는 없는 페이 자리를 

만들어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처음 개원하고 반회 모임에 가면 여자는 저만 있었고 선생

님들이 불쌍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

겨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상가가 지어졌을 때부터 치과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나이 

많은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환자가 잘 안 올 수도 있다는 얘

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

더군요.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에서 은퇴시기에 대해 질문

을 받습니다. 

일주에 한번 10~15년 정도 위 선배님들과 점심을 먹는

데요, 선배님들이 개원 초에 은퇴 연령을 질문받았을 때 

50~55세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은 그 연령보다 15~20

년 이상 더 시간이 지났지만 선배님들께서 저보다 더 액티

브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그만

두고 싶었는데 점점 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영향인지 저도 당연히 오래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

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72세가 되는 2035년으로 생각합니다만,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

신은섭							여성 치과의사수가 급격히 늘었던 80년대 학번

들의 선생님들은 10년 후면  어떠한 형태든 은퇴를 고려하

실 텐데요, 대여치에서 예비 은퇴자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

들과 함께 할 일들이 있을까요? 

조진희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여치, 대

여치, 동문회 활동 중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

월 봉사하는 선생님을 모집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젊은 선

생님은 진료, 육아에 무척 바쁘지만  예비 은퇴자는 자녀와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담 없이 봉사 인력으로 참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사 문화 탐방이 다시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진료실에 갇혀 지내는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날리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면 은퇴자

가 많아질 시점에 개원 준비를 하는 선생님과 매칭하는 프

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은섭							시니어와 주니어 선생님의 매칭 프로그램을 말

씀해 주셨습니다. 주니어에게 일정 부분 일을 넘기고 시니

어는 봉사활동, 대여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촉탁의 활동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여치에서 은퇴 관련 프로

그램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제시해 본 적이 적이 없는데, 앞

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은섭							마지막으로 패널 한 분씩 2022년 대여치에 바

라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금영조							30~40대는 출산 육아가 당면 문제입니다. 남

녀고용평등법,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식이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봉직의가 많아서 사용자

와 여성 선생님 사이에 출산 육아 문제에 관한 충돌이 생기

는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합니다. 

작년에 여성인권센터가 발족되었으니 중재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박수진							사람을 끄는 콘텐츠에는 흥미, 재미, 정보, 공

감.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

여치의 활동은 정보와 공감의 활동은 많이 하지만 너무 진

지하고 엄숙하여 재미와 흥미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

로는 치과, 육아, 살림에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즐거운 콘

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저는	재미있는 콘텐츠는 지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대여치에게는 좀 더 엄숙한 것을 요

구합니다. 대여치의 자료 관리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의 연혁 오류를 수정하거나 

대한치과의사협회 내 대여치나 여선생님들에 대한  관련 자

료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지

나 기타 신문 보도에 대여치 관련 기사에 관해 오류가 있으

면 기자에 연락해서 수정을 요청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가 올바르게 기록되어 나중에 후배들이 단체에 대한 잘

못된 정보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석자경							치과 진료실은 다소 폐쇄적인 환경이라 인간관

계를 넓히는 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

감을 느끼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여치가 그런 역할

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전							2022년은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즈음에 우리 여성 치과의사들의 연

령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여치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고민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신은섭							대여치는 오늘 토의한 활동뿐만 아니라 촉탁

의, 여성인권센터 등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많

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치는 출산과 육아로 힘든 

30대부터,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모든 선배님들을 

아우르는 큰 울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리 김현미	법제이사

50th anniversary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전위원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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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는 과정부터 딥러닝 모델의 설계 과정까지 여러 상황

을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임상적용 가능한 형태로 치

의학 분야의 연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수의 형태, 

발치 난이도, 발치 후 신경 손상 가능성, 악교정 수술 필요

성 등을 진단하는 딥러닝 모델 연구를 여러 교수님들과 함

께 진행하였고,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병소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려 합니다. 

COVID-19	사태	이전과	이후,	강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강의나	실습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지난 학기 강의의 경우 이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주로 진

행하였고,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복합하여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원광대학교의 경우, 저의 주 근무지는 원광대학

교 대전 치과병원이지만 대부분의 치과대학 학생들은 익산

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 있어 수업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 

편이었는데, 일부 온라인 강의를 하며 확보된 시간을 이용

하여 대전 치과병원에 실습을 온 학생들과 1 대 1 판독 리뷰

나 소규모 판독 리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강의 방식을 적

용해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강의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강의에 

집중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

유로워 본인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시간

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고등학생 때 인터넷 강

의를 들으면 어느새 집중력이 흐려져 다른 생각을 하고 있

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집중력에 따라 교육의 효과

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학습 중간중간 정확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에 맞추

어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온라인 강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과 조교

수 염한결입니다. 학부과정 때, 동일한 영상에 담긴 내용도 

배운 만큼 보인다는 점에서 영상치의학에 매력을 느꼈습니

다. 치과의사가 되어서는 매일 당연하게 보는 진단 영상이

지만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나의 진단에 확신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치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판독을 

하며 한 장의 영상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를 해독하는 것 

같아 큰 재미를 느꼈고, 공부하는 만큼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며 더욱더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련 이후에

는 계속 공부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과 학생들에게 영

상 속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는 생각에 모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공부와	연구,	교육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요즘은	어떤	연구나	논문을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석사, 박사과정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장비를 분석하

고 평가하는 도구(팬텀)를 개발하고 평가법과 기준 등을 연

구하였습니다. 치과의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치과 병, 의

원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장비가 생

각보다 정확하게 평가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

다. 워낙 촬영 및 획득 과정이 특수하고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을 정확하게 고려한 장비 평가법의 정립과 

법적인 정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저는 계속하여 이 분

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노라마에서 x-ray가 통

과하는 방향과 실제 획득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임상에서 정확한 판독에

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

습니다. 

또한 치과계의 큰 화두였던 딥러닝을 적용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 중 영상이 기본인 만

큼,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치과진단영상의 분석을 여러 주

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경조직 진단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영상 촬영이 빈번하게 진

행되기 때문에 수많은 영상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연구가 용이한 실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후배	여성	치의들의	이야기	

공부하는 만큼

더 많은 것이 보이는 매력

강의 모습

염 한결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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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준비나 강의 자체가 오프라인 강의와 차이 난다기보다

는, 성취도 평가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향후	미래의	치대	교육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팬데믹 사회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분야에 상관없이 적극적

인 온라인 회의, 강의 등을 경험하였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

은 이미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온라인 원격 수업 또한 무리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훨씬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실습과정

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학습 형태는 계속하여 유지되겠지만,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복

합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직 파노라마 방사선 장비의 매력에 빠져있는 상태로, 파

노라마 장비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정도관리에 대해 지

속적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영상치의학 분야에

서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영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권고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최대한 안전하고 논리적으

로 합당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선 노

출을 가할 수 있게 하는 영상치의학 전공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

고 싶습니다.

공직	치의로서,	젊은	여성	치의로서,	

혹시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대여치에 ‘멘토 멘티 간담회’와 같은 행사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여성 치과의사 선배님들이 성공적으로 크

게 개원하신 경우나, 공직, 행정직, 검진,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경

험했던 강점과 단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제시해 주면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과 출산의 과정이 커리어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병행해 나가

면 좋은 지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사업장 규

모에 따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어느 정도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부족한 지식으로는 궁금한 마음이 듭니

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

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미래의	공직	여성	치과의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별로 개인의 성격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각 성별이 가진 

기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공직 여성 치과의사들

도 여성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진료와 

교육 등의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08학번인데, 지금 학생들을 보

면 그때에 비해서도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느껴요.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통해 현명한 선배님들과 똑

똑하고 야무진 후배님들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우리

가 가진 강점들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희정

스마트	백평	치과의원	
페이닥터

CDMFR2021에서의 염한결 교수

50th anniversary

후배	여성	치의들의	이야기	

	후배	여성	치의들의	이야기	

“아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소아치과 원장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희정	선생님.	

지난번	멘토	멘티	간담회	때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저의 첫 직장

에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

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워라밸을 

맞추며 삶의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해주기 위해 고민

하고, 치료 결과도 피드백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페이닥터로서	최근에	느끼는	보람과	고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치과의사로서의 보람은, 우리 귀여운 소아치과 환

자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치과를 많이 무

서워했던 친구가 점점 적응을 잘 해나가고 구강위생관리도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페이닥터로서의 

고충은 개개인마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대

표원장님께서 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는 편이셔서 근

무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어요. 직

원들도 가족처럼 잘 따라주고 옆에서 어

시스트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이

런 부분은 정말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페이닥터로서 

저의 고충은 진료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련할 때 소아 교정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봤는데요. 여전히 소

아 교정 진료에 관심이 많고 직접 치료해 

보고 싶은 케이스도 있지만 저의 교정 콘셉트에 맞게 세팅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 진료를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서 현재는 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병원

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에게 딱 맞게 갖출 수 없는 

부분이 페이닥터로서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치대	다닐	때는	소아치과	근처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로컬	소아치과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속박치료보다는	진정치료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편하고 무서운 감정에 대해 어른과 달리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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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리고 겁이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

리는 소아치과에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속박치료가 좋

은 치료인 것은 아니지만 치료 중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전히 소아진료를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께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분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한 다음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치료 시에는 보호자가 아이의 몸을 잡고 진료를 하기도 하

지만 진정치료 시에는 속박치료를 필수적으로 병행합니다. 

진정제는 아이를 잠들게 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

의 정도가 다를 뿐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속박치료

의 필요성을 치료 전에 반드시 설명드리고 속박치료를 합니

다. 만약에 설명 후에도 보호자가 이러한 사항을 원하지 않

는다면 상급병원의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아치과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요즘 소아치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영역은 투명 교정이

에요. 일반적인 교정장치는 심미적으로도 매우 좋지 못하

고 구강위생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성인 교정에서는 일찍

부터 투명 교정장치가 상용화되었지요. 소아교정에는 최근 

들어 투명 교정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예후도 정말 좋아

서 많은 환자들과 원장님들이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적용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 투명 교정으로 불가능한 케이스

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투명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아 환자들에게 

투명 교정장치의 도입이 정말 반가운 이유 중 하나는 교정

치료 시의 구강위생관리의 편리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우식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기교

정으로 인해 우식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탈착이 가능

한 장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식 장치에 비해 구강위생관

리의 편리합니다. 다만 장치의 기공료 자체가 매우 고가이

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더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도

입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환자들도 비용 부담이 조금 나

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	치과의사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육아, 출산을 하는 워킹맘의 입

장에서 여성 치과의사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적인 직장처럼 경력단절의 부분들은 치과의사에게도 존재

하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육아, 출산 후에 복귀가 상대적

으로 쉽고 근무 형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업 

모두를 잘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싱글 여성으로서 

좋습니다. 높은 수입으로 윤택하게 생활이 가능하고 전문

직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우받으면 

지낼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예를	들면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앞으로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생 때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존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 동기들만 봐도 대한

여성치과의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

고요.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플랫폼을 

홍보하면, 여성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의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동네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소아치과 선생

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

아지는 편안한 치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자리에

서 오래오래 동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 굉장히 보람찰 것 같습니다. 개원은 예상하지 못한 일

들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조금 겁나고 무서운 일이라고도 생

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멋진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

하였다. 1971년 몇 분의 선배님으로 시작된 여성 치과의사

들의 친목 교류 모임이 이제 명실상부 치과계의 한 축을 이

루는 단체로 성장을 한 것이다. 지금과 달리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에 전문직 여성으로 가정과 

직장 이외의 사회 활동을 도모하신 선배님들의 동력은 무엇

이었을까? 서울 시내 3개 치과대를 통 털어도 여학생은 극

소수였으니 치과의사로서 출발 한 뒤에도 치과계나 사회적

으로 소수집단이었을 것이다. 전문직임에도 소수로서의 생

활은 녹록지  않아 서로를 보듬어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선배님들이 시작할 당시에 50년 후의 현재의 모습을 과연 상

상할 수 있었을까? 치과대 여학생이 비약적으로 늘던 80년

대와 이에 따른 90년대의 많은 여성 치의의 배출은 우리 대

여치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오는 시대를 열었다. 초

기의 친목모임에서 학술대회, 진료 봉사 등으로 활동을 넓혀

가며 전문직 여성단체로서의 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여성 치과계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치과계 내부에서의 위상 강화이다. 90년대 배

출된 치과의사들이 중년이 되어 치과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내야 할 때 여성 치과의사들은 그 분야에서 소외되었다. 지

역치과의사회에서부터 커 왔던 대부분의 남성 치과의사들

과는 달리 직장과 가정, 특히 육아를 책임진 여성 치의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기회를 같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치

과계의 여성 당연직 대의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2012년 8인 

배정에서 올해 17인까지 늘리게 되었다. 여성 치과의사 수

가 30% 넘어서는 현재 아직도 충분치 않은 숫자이므로 더

욱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전문직 여성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치과계의 중요 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여성 치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치과계를 위한 여성치의들의 헌신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선배님들이 50년 후를 상상하

지 못했듯이 현재 우리 또한 50년 후의 우리단체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사회에 전문 지식을 이용한 봉사와 

타 단체와의 교류 협업을 통해 더욱 성장을 할 것이며 치과

계 안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여성치과의사회도 여성 치과의사

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50년 전에 시작된 서로에 대한 연대와 자매애로 서로를 돌

보고 성장의 토대가 되어주는 여성치과의사회의 기본은 50

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의 미래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50세!!

50th anniversary

후배	여성	치의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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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소식

2020년도 신규 개원의 사업

일시	:	2021년	1월	25일

2020년에 서울시에 신규 개원한 여성 치과의사 20명에게 개원선물과 카드를 발송하였다. 

봄꽃사진 콘테스트 ‘Spring garden’

응모	기간	:	2021년	4월	20일~5월	20일			결과	발표	:	2021년	5월	28일

신축년 봄을 맞아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봄꽃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응모작 중 총 13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다음 까페와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제30차 정기총회

일시	:	2021년	3월	11일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

COVID-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줌 회의)으

로 개최되었다. 총 45명이 참석(위임 28명) 하였으며, 현장에서는 거

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민정 대한여성치

과의사회 회장의 격려사와 김민겸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의 동영상 

축사에 이어 2020 회계연도 회무, 재무, 감사보고 승인과 2021 회계

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1 SIDEX 홍보부스 운영

일시	:	2021년	6월	5일~6월	6일			장소	:	코엑스	전시장	1층

코엑스 전시장 1층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에는 유인부스로 운영되었으며 서여치 홍보 리플릿, 대여치 홍보책

자, 방명록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회원가입과 후원을 받았다. 장바

구니와 타월세트(모어덴 후원)를 증정하기도 했다.

제14회 

서울여자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일시	:	2021년	6월	19일			장소	:	아름다운	가게	강남구청역점

회원들의 기증품 1125점을 판매하여, 매출액과 후원금을 포함한 총 

238만 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과 희귀성

질환을 앓는 아동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학술집담회(온라인)

일	시	:	2021년	7월	19일~7월	25일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의치의 현명한 활용(증례 고찰)’이라는 주

제로 박정현원장(보아치과의원)과 조영진원장(서울뿌리깊은치과

의원)의 온라인 강의가 있었다. 회원(57명)과 비회원(136명)을 포

함한 총 193명이 신청하여 열띤 온라인 학습 열기를 보였다.

서울지부

2021 신규 개원의 간담회(온라인)

일시	:	2021년	9월	6일

신규 개원의 4인(김윤희, 김지연, 윤현경, 우은정)

과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임원진(정혜전, 서정화, 나

경선, 임은주, 송윤정, 김민희, 권정미)이 온라인 

줌 회의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간담

회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영락 애니아의 집 기부 후원금 전달

일시	:	2021년	9월	10일

영락 애니아의 집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

다. 이 후원금은 목욕용품들의 구입에 사용될 예정

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2021년

도에도 진료봉사활동은 전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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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DA
연회비	안내

총회 및 임원진 선출

일시	:	2021년	1월	30일			장소	:	온라인	회의

신임 임원진 선출, 회칙 수정, 2020년 결산 보고, 2021년 활동 계획 발표

가 이루어졌다.  신영림(경주)원장이 신임회장으로, 강경희(경산)원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월 24일에는 권귀영 경북여성치과의사회 

초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북치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 부스 운영

일시	:	2021년	5월	22일~5월	23일			장소	: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학술대회 등록처 인근에 경북여자치과의사회 부스가 마련되었다. 부스

를 방문하는 여성 치의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가입을 독려

하였다.

임진우 건축가의 감성풍경화첩 전시회

일시	:	2021년	9월	16일			장소	:	대구	미르	미술관

16명의 대구지부 회원들이 임진우 건축가의 전시를 

감상하고 강연에 참석하였다.

강연회 및 송년회

일시	:	2021년	11월	26일			

장소	:	대구	라온제나	마루앤아라홀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주최하였으며 송년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집행부 친목 산행

일시	:	2021년	7월	1일~7월	4일			

장소	:	설악산	일대

‘슬기로운 여치생활’ 근황 토크

일시	:	2021년	10월	4일부터			장소	:	온라인

회원들의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 메

신저를 이용하여 근황 토크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임시총회

일시	:	2021년	3월	24일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치과진료 지원업무, 일자리 교육사업 신청에 관한 

논의와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인천지부경북지부

대구지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치과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손에 맞닿는 주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50년을 함께한 사랑을 담아 

언제나 그렇듯 항상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름과	면허번호를	꼭	넣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02-465-0488, 010-6367-6340)

✽ 	입금	후	문자(010-6367-6340)로,	

				이메일이나	주소	알려	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연회비 안내 |

✽서울지부	회원	연회비:	5만원	

			(대여치	회비:	3만원,	서울지부	회비:	2만원)

✽	그	외	지부	회원	연회비:	3만원

✽	입금	계좌:	575701-01-162389	국민은행

			(예금주:	대한여성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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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rom Alumni
여동문회	소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

정기총회

일시:2021년	4월	15일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조진희	회장의	개회사를	서두로	하여,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권호범	서

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구영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한성희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2020	회계연도	회무보

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이혜자,	조인선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상민	총무의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른	예산안도	발표되었다.	또

한	회계연도의	변동과	표장	및	부칙에	관한	개정이	논의되었다.	

재학생 온라인 간담회

일시:	2021년	9월	6일

재학생	간담회는	졸업한	선배들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치과의사로서의	삶

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해	주는	행사이다.	작년에	이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

었으며	96명의	선후배들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연자로는	57회	김현수	동문이	‘용기	있는	치의생활	합시다!’라는	주제로	

졸업과	수련,	페이생활,	개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주었고,	두	번

째	연자로	63회	박재경	동문이	‘슬기로운	치의생활’이라는	주제로	인수개원을	하

게	되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와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했다.	두	연자의	발표	

이후	‘알쓸신잡	서여동	언니들’	코너에서는	6명의	연자가	차례로	나와	후배들이	

제출한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개학 100주년 기념 기금 전달

일시:	2021년	6월	28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	기금	1천만	원

을	전달했다.	조진희	회장은	‘여자동창회가	창립된	지	20여	년이	되었

다.	그동안	뜻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였다.	모교의	개학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일에	선후배	회원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골프모임-조아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레이크	사이드	CC에서	서울,	경기,	인

천	지역에	개원한	여동문	5팀이	모여	즐거운	라운딩을	하

고	있다.	안산에	개원한	여동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골

프모임이	2015년부터는	인근지역	여동문들까지	점차	확대

되어	골프와	수다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올해는	코

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회원이	다	함께	모이거나	추가	모임

을	갖지는	못했지만	각	팀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사진모임-아이리스

조리개를	통해	무지갯빛	세상을	찍는	조선치대	사진모임이다.	8명의	여동문

이	2016년에	동아리를	만들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진공부도	하며	함께	출

사와	사진전시회를	다니며	활동해	왔다.	2017년부터는	여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작은	사진전을	열었으며	회원들이	치의미전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기도	하였

다.	올해는	코로나로	활발한	활동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내년에

는	움츠렸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본과 4학년 여학생 국시 격려 이벤트

2021년	1월	6일	23명의	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여학생들에게	스타

벅스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곧	

있을	국시에도	매년	진행되었던	격려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여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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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s comments
편집후기

신은섭 편집위원

올	초에	모여	편집회의를	하며	구상했던	

내용들이	온전히	사계절을	지내고	마침내	

송년의	시간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공보팀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란 편집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설프게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서,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어보면	

이	소식지만	봐도	답이	차고	넘치지요.	

‘앞으로도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질문보다는	

‘앞으로는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편집위원

역대	회장님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소소한	메모가	역사가	되는	건데	

활동에	비해	기록으로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수많은	봉사활동	내용과	당시	상황까지	

전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들의	청춘이	함께	하던데…….	

창립	50주년	소식지	발간의	의미도	깊고	

이	작업을	함께	해서	뿌듯합니다.	

윤은희 편집위원

대여치의	소식지로	지난	16년간	함께	

해온	W	dentist가	올해도	회원	곁으로	

다가갑니다.	

연말이면	올	때가	됐는데…,	음…,	하고	

기다리는	W	dentist가	되길	바라고	

소중히	아껴가며	읽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올해는	대여치	창립	50주년	기념호로	

더	특별히	꾸미느라	봄부터	겨울까지	

애쓰신	편집위원	선생님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최 봄 편집위원

글	쓰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제가	대여치에	

합류하면서	공보부가	되었고	심지어	5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엄청난	일을	맡았을	

때	다만	한숨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에	걸쳐	세	분	회장님을	만나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정리하면서,	

대여치를	대하는	나는	어느새	다른	내가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현재의	대여치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역대	회장님	및	집행부	23기	회장님과	

모든	분들께	대한여성치과의사회	50년의	영광과	존경을	보냅니다.

김현미 편집위원

COVID-19으로	일상이	멈춰지는	듯했지만,	

우리의	핸드피스가	쉼	없이	돌아가듯이	

대여치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부터	차근히	준비된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글을	쓰시고	정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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