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치과의사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이    주    연



한국 치과의사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지도  권  호  근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이    주    연



이주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6월    일



감사의 

  치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

금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한국 치과의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논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호근 교수님께서는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고찰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의웅 교수님께서는 편협하고

도 산만한 저의 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꾸짖어 주셨

습니다. 김종열 교수님께서는 치과의사학의 제반 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형우 교수님께서는 의학사 기술방법론에 대해 실증적으로 정리해주

셨습니다. 이병태 선생님께서는 사재를 털어 평생동안 일궈오신 현대 한국 치의학

계의 소중한 자료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치과의사학의 학문적 정립과 자료수집을 위해 노력해오신 대한치과의사학

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한수 선생님께서는 해방 직후 한국 치의학계의 상

황을 실감나게 말 해 주셨습니다. 임경빈 선생님께서는 역사철학을 갖고 논지를 

전개하라고 하셨고, 김정균 선생님께서는 협회와 학회의 관계에 대해 말 해주셨

습니다. 변 남 회장님께서는 치의신보 인본을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학도대의 활동과 학우 윤철수에 대해 말 해주신 선우 양국 선생님, 미국한

인치과의사회 회장으로써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전해주신 소진문 선생님, 

기초 치의학 연구와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신 고재승 선생님, 치과의사 윤리와 전

문직업의식에 대한 소신을 갖도록 격려해주신 강신익 선생님, 의학과 치의학과의 

관계와 치과의사들의 존엄성을 일깨워주신 조 수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소암박물

관에 자료를 남겨주신 기창덕 선생님, 이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는 삶의 

기억들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정기 한국 의학계와 의학교육 관계 자료들을 발굴해 주신 신좌섭 선생님,  

늦은 밤 연세대 의사학과 연구실을 지키며 책을 빌려주신 박윤재 선생님, 자료열

람을 도와주신 서울대 의학박물관 박혜령 연구사님, 논문 편집을 도와주신 예방치

과학 교실원들, 이 분들은 이 의 밑거름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학문의 변방만 기웃거리는 제자를 따스하게 포용해주시는 홍기삼 선생님, 논

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를 보아주신 임소정 선생님, 원장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해주시는 정혜숙님, 김미 님, 늦된 딸에게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주신 친정부모님, 

저를 친딸자식처럼 돌보아주시는 시부모님, 묵묵한 사랑으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남편과 스스로 자라나는 아들, 이 분들은 제게 삶의 소중함과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 하나를 지킨 기쁨 속에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6월 

  



- i -

차   례

 

국문 요약 ·····························································································································

제1장  서 론 ·························································································································1

   1.1.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고찰 ·············································································································3

       1.2.1. ‘한국의 의료에 미친 미국의 향력’에 관한 연구 ································4

       1.2.2.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추이와 한국 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6

   1.3. 연구관련 이론 및 모형고찰 ···················································································7

       1.3.1. ‘전문직, 전문화, 전문직업의식’ 개념 정의 ··············································7

       1.3.2. ‘전문직의 자율성과 견제세력의 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1.3.3. 전문직 단체의 조직혁신을 통한 자율성 확보 ······································10

       1.3.4. 미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 ············································10

       1.3.5. 한국 치과의사 집단의 역사적 출현에 관한 고찰 ································12

제2장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정립 초기단계(1945-1950) ·····················16

   2.1. 해방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 출범 ·····························································16

       2.2.1. 해방정국의 치의학계 현황 ········································································16

       2.2.2. 조선치과의사회 및 각 도 치과의사회 결성 ··········································17

   2.2. 미군정에 의한 치과의료체계의 개편(1945.9.8-1948. 8.15) ······························18

   2.3. 한국 치의학계 내부의 자원 분배의 문제 ·························································21

       2.3.1 치과 기자재 및 금배급 문제 ·····································································21

       2.3.2. 치과의사 면허 재발급과 자격시험문제 ··················································23

       2.3.3 한국치과의사조직 내부의 시련 ·································································24

   2.4. 자주적인 치과의료 건설의 문제 ·········································································25

   2.5. 경성치전의 접수와 국립서울대합병 ···································································27

iv



- ii -

   2.6. 조선치과의학회 창립과 조선치계의 발간 ·························································29

   2.7.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치무행정의 축소 ·························································30

   2.8. 의치일원화와 구강과운동(1948.8.15-1950) ·························································32

       2.8.1. 의치일원화 운동 ··························································································32

       2.8.2. 구강과 명칭개정 운동 ················································································35

제3장  한국 치과의사들의 독점 및 재생산구조 확립(1950-1977) ·························37

   3.1. 한국전쟁의 환난과 복구 ·······················································································37

   3.2. 군진치의학의 대두 ·································································································39

   3.3. 한국 치과의사들의 독점성 확보 ·········································································42

       3.3.1.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 ························42

       3.3.2. 치의학 교육기간 연장 ················································································43

   3.4. 한국 치의학 발달에 따른 재생산구조 확보 ·····················································44

       3.4.1. 임상진료 과목의 분과와 기초 치의학 교실정비 ··································44

       3.4.2. 분과학회의 발족 ··························································································48

   3.5. 치과의사단체의 조직적 자율성 확보과정 ·························································49

    3.5.1. 협회 내 소비조합 운 ··············································································50

    3.5.2. 연판장 사건 ··································································································51

    3.5.3. 외부적 변화에 따른 치과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의 제한 ················52

    3.5.4. 국가의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와 치협의 치재수급노력 ······················55

   3.6. 세계치과의학으로의 발돋움 ·················································································58

       3.6.1.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개최 ··························································58

       3.6.2. 월남 파병(1965-1973년) ··············································································59

   3.7. 치과보조인력정비와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 ·················································60

   3.8. 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 강화 ·······························62

   3.9. 자주적 치의학 교육을 위한 노력 ·······································································66

   3.10. 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탈전문화 ···························································67

    3.10.1. 전문가 주도에서 견제세력 등장 ····························································67



- iii -

    3.10.2.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치과의사들의 자율성에 끼친 향 ················68

    3.11. 치협의 자율적 통제수준의 향상 ·······························································70

     

제4장 결론 ···························································································································73

참고 문헌 ·····························································································································75

문 요약 ·····························································································································81



- iv -

국 문 요 약

한국 치과의사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이 연구는 주요한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해방 이후 치과의사들이 전

문직 위상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전문직의 핵심적 속성인 자율성의 측면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1945-1980)이 치과의사들과 한국치과의료

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 역사적 시기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치의학계가 인적, 물적,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치의학계에 미쳤던 향을 자

주성 확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일반 의학계와 관련하여 치의학계

가 치의학문 및 치과진료의 발전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에 입각한 국민구강보건

계몽 및 봉사활동이 정부나 국민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적 자율성 확보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

보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부터 출현하여 경성치과의학

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적 증가를 통해 자체 단체를 결성(1925), 학술활동을 

벌 으나,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전국조직에 합병(1941)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치과의사들은 일제의 조선의사규칙(1913) 및 제도에 근거하여 면허를 획득하 으

나, 민족차별과 치과진료에서의 독점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둘째, 미군정시기에는 치무행정이 독립(1945)하 고,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전국

조직이 출현(1945)하 으며, 조선치계(1946)를 발간하 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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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대에 합병(1946)되고, 조선치과의학회(1947)가 조직됨으로써 한국인 치과

의사집단의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다. 그러나 치의학적 자

원의 분배면에서 전문직으로의 결속력은 약한 상태 다.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

해서 미국 치의학을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치의학계를 이끌었으

며, 자주적 치과의료건설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에 치무행정은 약화되었다. 치과의사들은 의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위하여 의치일원화 운동(1947)을, 치의학문 및 진

료 역의 독자성을 확보를 위하여 구강과 명칭 개정운동(1948)을 벌 으나 관련법

개정에는 실패하 다. 

넷째,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해 치과대학의 교육 기자재가 확보되고, 

군진치의학이 대두되었다. 군진 치의학은 미국 치의학을 직접 도입하는 통로가 되

었으며 구강외과 및 보철분야의 발달이 촉진되고, 수련의 제도가 일반화(1955)되어 

국내 종합병원으로 확대(Kim's plan, 1959)되었다. 미8군 38선 치과학회(1959)는 미

국의 최신 의술과 기자재를 보급하 고, 치과대학교수들의 해외유학 증가는 한국 

치의학 교육의 발전과 전문적 분과체계의 바탕이 되었다. 

다섯째, 1950년 후반 대한치과의학회 산하 분과학회가 발족(1959)하 고, 임상

분과가 이루어져 한국 치의학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치과대학 교육연한이 6년

으로 연장(1959)되었으며,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이 성과를 거둠(1960)으로

써 전문직으로서의 진료의 독점권을 확보하고, 한국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학술활

동이 활발해졌다. 

여섯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치과의

사윤리가 제정되고, 전문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시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는 한국 치과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 공급을 일

부 제한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임상적 자율성을 손상하기도 하 으나 치과재료

의 국산화 및 질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의존

과 종속에서 점차 상호교류 관계로 변화하 다.

일곱째, 한국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행정부문에 대한 전문성 관철을 위해 정부

와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노력해왔다. 정부는 일반보건행정에서 치무행정을 소



- vi -

외시켰으나, 이것은 역으로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강화시켜 치무과 부활 

및 치과의료제도개선, 구강보건계몽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

를 확보해나갔다.

여덞째, 1960-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대하고, 치과보조인력교육체계가 마련되고, 치과의료분배 문제가 사회화

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의 실시로 한국치과의사들의 임상적, 재정적 자율성은 정

부의 보건정책과 보험공단의 진료행위규제, 환자들의 소비자주의에 의해 견제되기

에 이르 다.

아홉째, 진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국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계속 발

전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자율적 통제의 수준을 전문가적 진료지침마련에서 치과

의사들의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여, 치과의료 관련 정책 입안 및 사회압력 단체로

서 수준으로 높혀 나가야 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한국 치과의사, 전문화, 자율성



- 1 -

한국 치과의사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권 호 근 교수)

이 주 연

제1장 서론

1.1. 연구목적

한국치과의사들은 한국 전통 치의학 체계로부터 발전되어온 직업 군이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의료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전문직이다. 전통 치의

학의 도태와 서구의 근대 치의학의 도입은 조선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에서 의업 종사자(치과의업포함)들은 의녀나 중인계층 이

하의 기술자 다. 전통적 치과치료는 약물이나 물리요법, 침구술등을 주된 치료방

법으로 삼고 있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인 치과의사들과 미국 선교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서양치과의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정부가 국가적으로 

서양의 의술과 의료체계의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방의료체계 속에 

녹아있던 전통 치과의료는 자연스레 도태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로 등장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일본식 치과의료체계에 입

각한 치과의사법과 단체, 치의학교육기관, 학회 등에 소속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하에서 민족차별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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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발전해나가는 데에는 서구 치의학을 한국 

민족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과제가 담겨 있었다. 미군정과 한국전

쟁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미국의 치의학문과 교육체계를 적극적

으로 도입하면서 전문직 위상을 제고해 나갔다. 8.15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이끌

어간 주된 명제는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 고, 치과계의 목표는 미국치과의술 습

득을 통한 발전이었다. 한국치과의사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미국

의 치의학계를 모방하고 의과계와 동등하거나 독자적인 권리를 얻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치과계의 시기별 특징과 미국과 의학계와의 관계 변

화에 유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8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역사

적으로 민족분단과 전쟁, 4.19혁명과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난 격변기 다. 각 시

기별로 일제국주의 청산과 민족독립국가 수립,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 반독재민

주화와 민족통일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형성되었었다. 

치의학계에 있어서는 일제에서 미군정으로의 치과의료체계 개편, 미국원조에 

의한 치의학 교육 및 의료시설의 복구, 해외유학과 군진의학 활성화로 인한 임상

분과의 발달과 학회창립, 무자격자 추출을 통한 치의권 확립과 치무행정 활성화 

노력, 의료보험실시 등의 변화를 겪었다. 

요컨대 한국의 근대화는 분단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따른 산업발전

을 통해 짧은 시기에 이룩되었고, 한국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사회 역사적 조건 속

에서 자율적인 단체를 만들어 전문직으로서의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

속해왔다. 

국제적으로는 초기 미국의 물적, 학술적 지원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한국 치의

학계의 자율적인 생산과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여 국제 치의학계의 상호 협력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 다. 

국내에서는 국가 주도의 보건정책 시행과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개업의 중심

의 한국치과의료체계가 형성되었다. 미군정시기에 독립되었던 치무행정은 대한민

국 정부 수립시 국민구강보건에 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얻지 못한 채 보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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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업의 중심의 한국 치과의료는 

60-70년대의 한국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분포와 분배의 불균등이라는 문제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치과의사들은 국민구강보건계몽과 치

의학술 발전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쌓고,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에서 치과의료관

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하 다. 그러나 70년대 말 국가 주도의 의료보험제도

의 실시와 치과대학 수 증가, 환자들의 소비자주의 대두는 한국 치과의사들에 대

한 견제세력의 등장과 탈전문화의 위기의식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7-80년대 국

민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급화된 의료욕구와 치과의사들의 수적 증가에 따른 

내부 경쟁의 심화는 진료 역 뿐만 아니라 치의학문의 발전에도 상업주의 경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견제세력의 비판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생산하고 대중들의 신뢰를 받는 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의사단체의 전문가로

서의 자율적 지배 역을 넓힘과 동시에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치과의사윤리 실천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치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를 보호 육성하며, 정부의 치과의료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이 분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해방 이후 치과의사들이 전문직 위상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전문직의 

핵심적 속성인 자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 

한국 치의학계에 어떠한 향을 끼쳤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치의학계가 인적, 물적,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 치의학계에 미쳤던 

향을 자주성 확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일반 의학계와 관련하여 치의학계가 치의학문 및 치과진료의 발전과 자

율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에 입각한 국민구강보건계몽 및 봉사활

동이 정부나 국민 대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문적 자율성 확보에 어떠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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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고찰

 해방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전문직 위상을 높여왔던 과정에 관한 선행연

구는 거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1)’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2)’는 한국 

치과의사 단체의 관련 기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해 논 것이다. 외국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으로 성장한 과정은 ‘사회와 치의학3)’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비

슷하게 해방이후 한국 의사들의 역사는 ‘대한의학협회사4)’, ‘한국현대의학사5)’, ‘우

리 나라 현대의학 그 첫세기6)’ 등의 책자로 간행돼 있다. 반면, 의사들의 전문직업

성 추이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료에 미친 미국

의 향력에 관한 연구는 출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치의학계의 

간행물들을 기초자료로 하고, 의학계와 보건학계 및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분야의 

관련 연구물들을 2차 자료로 하 다. 

1.2.1. ‘한국의 의료에 미친 미국의 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 현대 치의학이나 현대 의학에 관한 통사적 접근을 한 대부분의 책자

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의료에 끼친 향에 대해 긍정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서양

의료 도입의 포문을 연 나라 으며,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미국식 의학교육과 진

료기관, 의료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의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해방 이후 한국의 의료가 대미종속의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보는 입

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2)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집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사, 1995

3) 피터 데이비스, 사회와 치의학, 한울, 1994

4)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70년사, 1979 

5) 대한의학회, 한국현대의학사, 1988

6) 전종휘, 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세기, 최신의학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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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연구물들이 몇 편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연구회7)는 해방 이후부터를 한국 현대의료의 대미종

속기로 보았다. 대미 종속 의료체계 유지 메카니즘으로 미국의 발달된 의학과 기

술, 정치
.
경제적 종속화, 미국식 의학교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현대의

료의 주요 과제를 대미종속으로부터의 탈피로 인식하 다.

신오성은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8)’에서 한국전쟁으로 일제 의

학의 물적 토대 던 관
.
공립 종합병원이 상당수 파괴됨으로써 전후 복구용 미국 

원조를 통해 일본의학이 미국의학으로 치환되었다고 하 다.

신좌섭은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9)’에서 미군정기를 통해 현대 한국의학의 미

국적 성향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일제 잔재의 청산, 자주적인 의료체제의 건

설, 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하던 당시 의료계의 이상은 좌절되고, 자유개업주의, 과

도전문화경향 등 한국 현대의료의 부정적 측면들이 배태되었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시기에 따른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성격 변화

에 주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치의학과 치과의료에 끼친 향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한국 치의학계는 미국 치의학에 대한 모방과 종속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치의무관들과 한국 치과의사들의 해외유학을 통해 미국의 치의학

문과 기술이 전수, 도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치의학계는 치의학 교육, 학술과 

기자재 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중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

지 않은 미국식 교과과정의 도입, 민간(개원의)주도의 치과의료체계의 높은 의료수

가, 공중구강보건사업의 낙후 등의 문제는 종속이론적 시각을 배제하고는 설명하

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개발에 의해 국민 생활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한국 

치의학계의 인적, 물적, 학술적 제반 분야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확산이 있었다. 

한국 치의학계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세계각국으로 교류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국 치과의료의 규모나 치과의료체제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7) 서울대학교 의료연구회, 한국의 의료, 203-225쪽, 한울, 1989

8) 신오성,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

사논문, 1994

9)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의사학 제9권 제2호,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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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일방적인 의존과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및 경쟁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HO)에 의해 치과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예상 진출국가로 

미국과 일본이 손꼽히는 것10)은 한국의 치과의료에서 공공부문이 취약한 점과 더

불어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1.2.2.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추이와 한국 의료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추이와 한국 의료체계에 관한 연구는 조병희의 저

서에 집대성되어 있다.

조병희는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 전략’11)에서 그 동안 한국의 의료공급이 

의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한국의 의사들은 개업주의의 향력이 강하여 전문

직업성의 발전이 미약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하 다. 따라서 의사 모두가 

위기상황을 자각하고 단결하여 자율정화의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료계의 발전이나 운용을 의

사집단이 주도하자고 하 다. 

‘의료문제의 사회화’12)에서는 한국에서 국가의 의료통제가 의료인력수급, 의료

직별 간의 서열화, 의료정책 및 의료공급자들의 행동통제까지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지적하 다. 또 한국은 의료불평등 속에 정부나 의사 모두 의료에 대한 이념이 

부재하고, 의료체계 내의 갈등조정 능력이 취약하여, 의료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발전이 미숙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병희는 한국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과도한 전문의 양산과 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의 결여, 환자의 불신 등을 꼽았다. 

그러나 조병희의 선행 연구들은 치과의사나 치과의료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치의학계는 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경

10) 치과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예상 진출국가로는 미국이 82%, 일본이 11%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승, 치과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개원의의 대처방안 

연구, 54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1996

11)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 전략, 명경, 1994

12) 조병희, 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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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질서에 따른 치과의료의 상품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치과의사단체는 자체 권익 

증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타 의료직과의 갈등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적었다. 또 의

약계에 비해 치무행정이나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약했다. 그러

나,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나 구강보건법 제정13), 치무과

부활14) 운동 등을 통해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 다. 이러한 것들은 치

의학문과 치과의료가 지닌 독자성과 더불어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확립

을 위한 사회
.
역사적 노력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의사들의 전문직으로의 성장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에 근

거하여, 한국의 치과의사들과 한국의 치과의료체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

서의 성장을 차별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3. 연구관련 이론 및 모형 고찰

1.3.1. ‘전문직, 전문화, 전문직업의식’ 개념 정의 

 ‘전문직(profession)'이란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이론적 

지식체계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공익을 위한 소명감을 갖춘 직업이다. 

대표적인 전문직에는 의사, 치과의사, 교수, 과학자, 변호사 등이 있다. 전문직이 

되려면 공식화된 장기간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하며, 국가

는 면허 및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직의 기준을 보장해준다.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란 일반적인 평범한 직업(occupation)으로부터 전

문직(profession)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됨에 

따라 그 사회의 지적, 물적 체계에 따라 직업구조에도 변동이 온다. 그 중 어떤 

13) 구강보건법은 치과의사들의 노력에 의해 제정(1999년) 공포(2000.1)되었다.

14) 치무과가 폐지(1970.2)된 이후 치의학계의 조직적 노력에 의해 1997년 11월 구강보

건과가 설치되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치 10년, 64-65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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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전문화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적 지식체계에 

기초한 전문기술이 있고, 이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 및 

면허를 갖춘 구성원들만의 배타적 전문가단체가 있어서 내부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15). 치과의사집단의 전문화는 치의학문과 기술체계의 발전, 치의학교육기관 

설립, 치과의사면허, 치과의사집단의 조직화, 치과의사직업윤리의 성문화 등을 통

해 치과의료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탈전문화(deprofessionalization)'는 기존의 전문직이 사회적 권위를 잃고, 독점

적 업무에서의 자율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다. 환자들의 소비자주의

(consumerism)의 팽창이나 국가의 보건정책이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

해  치과진료범위나 수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직업의식(professionalism)'은 직업공동체에 근거한 직업정신을 의미한다.  

치과의사들은 치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조 해왔으며, 올바른 치과의료의 실

현을 위해 자체 윤리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체의 통합과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회

에 봉사할 수 있다.    

’개업주의(entrepreneurism)16)‘는 치과의사 개인의 개업을 통한 직업적 활동에 

기초한다. 치과의원의 경 에는 이윤창출을 위한 자본투자와 시장질서에 따른 경

쟁이 수반된다. 치과의료는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가 

넓고, 치과진료용 장비가 비교적 간단하여 일반의료와 비교해서 소규모 개원 위주

의 개인주의적 직업철학이 발전해왔다. 

따라서 치과의사단체는 개원의들의 개업주의와 전문직업의식을 적절히 조화시

킴으로써 집단적인 통합을 꾀하고, 탈전문화에 대처해나갈 임무를 갖게 된다. 

 

1.3.2. ‘전문직의 자율성과 견제세력의 통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Freidson17)은 전문직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조직

15) Richards ND, Dentistry in Great Britain : some sociologic perspective, p.134,  

Milb MemFund Quar, 1971, 49
16)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 전략, 20쪽, 명경, 1994

17) Eliot Freidson,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 pp71-84, 

Harper&Rew Publishe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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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자율성(organized autonomy)'을 지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라고 지적

했다. 정부나 환자들은 전문직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전문직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전문직은 스스로 구성원 

업무의 질을 감독해야 한다. 즉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은 집단이 구성원 각각의 업

무 수행을 통제함을 의미한다.

한편, Freidson은 의학계의 다른 직종들은 의사들의 지배를 받는 준의료직

(paraprofession)이지만, 치과의사는 의사보다 특권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율성을 지

닌 전문직이라고 하 다. 준의료직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의사들에게 제한을 당한다. 반면, 치과의사는 치의학문과 기술을 통해 자

체 내에서 면허와 자격심사를 하고, 수련기한을 정한다. 이러한 Freidson의 ‘전문

가 지배와 자율성’개념은 정부나 보험회사 등이 견제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위

축되었다. 결국 Freidson(1989)은 전문직의 자율성이 ‘핵심 기술’에만 국한되는 개

념이라고 번복하 다. 의료에 있어 의사의 핵심기술은 진단 및 처방의 전문성이

다. ‘의권’은 의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 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은 임상적 자율성으로 좁

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Donald Light18)는 전문가의 통제능력등급19)에 따라 전문직의 자율

성이 임상적 자율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조직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 관철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 다. 의료에 관한 합법적 전문가로서 정책결정

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 의료 기자재와 설비투자, 보수책정 등의 경제적 자

율성, 전문가 조직 자체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조직적 자율성 등 전

문가가 주도할 수 있는 범위는 스스로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주도

는 기술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가져오지만 의료비용을 급상승시키고, 개업 분포나 

18) Donald Light, Countervailing Powers : A Framework for Professions in 

Transition, Health Professions and the State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허대석 번역,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갈등구조, 133-156쪽, 의료의 

문화사회학, 몸과 마음, 2002
19) 임상적 자율성-재정적 자율성-개업의 자율성-조직적 자율성-조직적 통제-제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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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분포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환자, 

보험회사 등의 견제세력의 감독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 견제세력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은 Johnson20)과 Larson이 정립하 다. 그들은 전문직, 정부, 시장 사이의 관계

를 서로 의존적이지만 상호 견제하려는 세력 간 충돌로 분석하 다. 미국의 의료

전문직처럼 한쪽이 너무 우월하면, 이로 인하여 견제세력의 반작용을 이끌어낸다. 

이에 Donald Light는 국가마다 견제세력 간의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들

은 전문가의식을 발휘하여 타협과 충돌 속에서도 의료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

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

1.3..3. 전문직 단체의 조직적 혁신을 통한 자율성 확보

 Pierre Bourdieu는 '과학의 사회적 사용'21)에서 한 전문분야가 어떻게 집단내 

통합을 꾀하고 정체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 전문분야 내에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학문적 발

전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의 분포가 달라지며, 집단 내 권력의 소유층이 

생기게 된다. 전문직 단체의 경우, 자격기준 심사나 교육기간, 자원배분, 정책결정

에 있어 결정권을 지니는 내부 권력층과 학술임원들이 생기는데 이들에게도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전문분야 내부의 경쟁이 권위나 경력 같은 사

회적 힘이 동원될 수 없도록 자율적이고 완전경쟁에 가까워져야 판단기준은 순수

하게 과학적이 되어 발전할 수 있다. 또 한 전문직종의 집단적 발전은 정보유통과 

의사소통체계를 조직하여 회원들을 공동의 목표에 통합하고, 전문직종에 대한 자

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학문적 자원과 윤리의식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치의학의 장’도 사회
.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치의학문과 교육체계, 

치과의사단체’를 가지면서 발전해왔다. 이를 필자는 ‘치의학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치의학계의 자율성’은 사회.역사 등의 외부적 압력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논리와 내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20) Johnson T.J. Profession and Power, New York, The Macmillan Press, 1972

21) 삐에르 부르디외, 과학장의 특수성과 이성이 진보를 위한 사회적 조건, 1975, 번역 

조홍식, 과학의 사회적 사용, 창작과 비평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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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치의학계의 자율성 확보 노력은 한국치과의사들이 전문직 위상을 제고

해온 과정 속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1.3.4. 미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

 해방 이후 한국 치과의사집단의 전문화 모형은 미국치과의사 집단이 전문직

업성을 획득한 과정을 통해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도 미국의사집단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Berlant22), Larso

n23), Starr24)의 연구에 기초하여 의사들의 지위획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25).

제 1단계는 전문화 단계이다. 미국에서 치의학계의 독자적 체계가 갖춰지기 시

작한 것은 1840년대이다. 최초의 학술잡지인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

발간(1839), 최초의 전국조직인 미국치과의사회(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의 결성(1840), 세계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인 볼티모어 치과대학의 설립

(1840), 윤리강령채택(1859), 치과의사면허발행(1868)26)등, 거의 같은 시기에 전문직

으로서의 치의학체계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시작

되는 ‘의학과 치의학의 분리’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이루

어졌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다27). 미국 최초의 치과대학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의학의 한 전문분야 던 치의학이 분리되는 경로를 알 수 있다. 볼티모어 치과대

학 설립에 앞장섰던 의사 Harris와 Hayden은 의과대학에서 치과의사 양성교육을 

22) Berlant J.L. Profession and Monopoly, A Study of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Berkel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23) Larson M. S. Professionalism, Rise and Fall,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9(4), 1979

24) Starr P.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2

25) 전문화→독점→재생산→권위적 지배

    조병희, 254-256쪽, 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1999
26) 1868년 뉴욕 주에서 처음으로 검열관 제도를 도입하여 면허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현재의 주치과의사시험관위원회(Consumer Department, State 

Board of Dental Examiner)가 되었다.
27) McCluggage RW, A History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p.13, Lakeside 

Press, Chicago, 1959, 조 수, 사회와 치의학, 287쪽, 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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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의대교수들은 치과질환은 약으로 치료하기보다

는 발치나 기계적인 치료를 주로 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 다. 결국 치과가 의

과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독립적인 전문 

직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 2단계는 독점의 단계이다. 독점을 위해서는 치의학 교육 체계를 개선하여 

치과의료를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치과교육은 

보철중심의 임상적인 치과시술에만 치중하고 과학적인 문제를 형식적으로 다루었

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일기 시작하 다. 많은 사설 치과대학들이 종합대학

에 편입해 들어갔으며 의학과 더욱 긴 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의 

Abrahm Flexner Report28)의 향을 받아 조직된 미국치과교육위원회(Dental 

Education Council of America, 1909)에서는 3-4년 간의 치의학 정규 교과과정을 

지정하 다29). 이어 발간된 William J. Gies Report30)(1926)는 기초의학교육실시, 

치과대학의 사유화 규제, 대학 차원의 치의학 교육 육성 등의 기준을 만들어 치의

학 교육개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 다. 이러한 노력들로 다수의 부실한 치의학교

가 폐쇄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치의학교들은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으로 격상

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어 높은 수준의 치과진료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무자격자 단속을 통해 치과의사

들에 의한 치과치료의 독점이 확립되었다.

전문직 지위 획득의 제 3단계는 재생산구조의 확립단계이다. 미국치과의사협회

는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AJDS, 1939)'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전

문의 제도를 승인하 다. 이와 더불어 각 전문분야별로 학회가 창립(1910-1950)되

어 많은 양의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기에는 치과에 고속 엔진이 도

입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28) 플렉스너 보고서는 미국의 의학자 플렉스너(Abraham Flexner)가 의학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카아네기 재단의 후원으로 1910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의학교육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29) William F. Vann, Evolution of the Dental School Curriculum-Influences and 

Determinants, Journal of Dental Education, 1914

30) William J. Gies. D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ew 

York, The Carnegie Foundation,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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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단계는 치과의사들은 문화적으로 확립된 권위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1950

년대 이후로 미국치과의사회는 치의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일반대중의 신뢰

를 얻고 환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미국의 수입증대와 교육수준향상(1950-1965)으로 치과의료수요가 증가됨으

로써 치과발전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케네디 정부(1965)는 치과대학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여 미국 내 치과대학이 발전의 전기를 이루게 되었다.

1.3.5. 한국 치과의사 집단의 역사적 출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식 치과의학의 계보는 일본인에 의해서 전래된 독일

계 치과의학과 미국인 선교의사와 치과의사들에 의한 미국치과의학의 두조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양 의술의 도입은 미국선교의사인 ‘알렌’이 내한(1884)하여 이듬해에 고종이 

하사한 국고로 제중원을 설립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선교의사 던 

알렌31)과 로제타홀32)은 외과적 치료의 일부로 치과치료도 겸하 다. 서양 치과의

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1894)전. 후의 일본인 치과의사33)

들과 미국인 치과의사34)들의 출장진료나 개원에 의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정부가 

국가적으로 서양 의술과 의료체계의 도입을 시도35)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방의

료체계 속에 녹아있던 치과의료는 자연스레 도태된다. 

서양 치과의술을 체득한 최초의 조선인 치과인력은 입치업자 다. 조선인 입치

업자는 통감부 설치로 증가한 일본인 치과의사와 입치사들의 조수로 일하면서  

배출(1907)되기 시작했다. 조선인을 위한 치의학 교육기관의 설립은 미국인 선교 

31) H. N. Allen &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For the year Ending April 10th, 1886, Printed by R.Meiklejohn 

& Co., No.26 Water Street, Yokohama, Japan, 1886
32)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96쪽, 동아일보사 간, 김동설 역, 1984

33) 일본치의학은 1893년 노다 오오지(野田應治)가 인천에 치과의원을 개원하면서 소

개되기 시작했다.

34) 미국인 치과의사로는 1897년 Robinson이 서울 정동에서 치과치료를 했다는 기록

이 첫 번째이다.독립신문, 1987년 1월 9일

35) 대한제국정부의 서양의료체계 도입시도로는 제중원 설립, 환경위생사업, 의학교설

립, 의사규칙제정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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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한 대위에 의해 시도(1909)36)되었으나, 일본 통감부의 불허로 좌절되었

다. 

한일합방(1910) 이후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보건정책 하에 근대적 의미의 치과

의료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경무총감부 경무국 위생과에서 검정시험관계업

무와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사항37)(1910)을 취급하 고, 조선치과의사 규칙과 입치

업자 규칙이 공포(1913)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1911)과 세브란스병원(1915)에 치

과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치과관계법령은 조선 내 거류하는 일본인 

치과의사들38)과 입치사들의 리를 보호하는 측면39)이 강했고, 일본과 달리 치과

의사의 진료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료풍토의 혼란을 초래했다.

정규 치의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는 함석태(1915) 다40).  

1920년대에는 조선치과의학회41)(1920)와 조선치과의사회42)(1921)의 창립, 조선

치과의학회지(1925) 창간 등을 통해 일본인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치과의사단체

와 학술집담회의 틀을 갖추게 된다.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설립이

나, 조선 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조선치

과의사시험규칙(1921)이 공포되고,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1922)되었다.

36) 대한매일신보, 의교창립, 1909년 10월 30일자

37) 조선총독부 칙령 제 354호, 1910년 9월

38) 교육기관도 개업시험도 없던 1910년대에 조선인이 치과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치과의학교 유학이나 외국면허취득 뿐이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세브란스 의

과대학 치과학교실의 수련의 제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주연,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 29-32쪽,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1998

39) 일본에서는 1906년 치과의사법 제정으로 입치업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자국내

에서 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입치 업자들이 조선으로 많이 건너왔다. 총독부는 입

치업자들의 업을 조선에서는 합법화함으로써 정규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등장

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과도기적 대행계층이 아니라 식민지형 치과의료업자로 존

재하게 되었다.

40) 조선총독부 면허 제1호, 1915

41)  조선의학회(1911)에 가입해 있던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나기라(柳樂達見)의 주도로 

조선치과의학회(1920)를 창립하 다.

42)  조선치과의사회(1921)는 경성 거주 치과의사들과 지방 대표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조직은 지방마다 결성된 치과의사회를 가입단위로 하여 전선치과의사회(1930)

로 발전하 고, 일본 의사회법이 정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조선연합치과의사회

(1940)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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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교육기관 설립에 있어서 일제는 에비슨의 치의학전문학교 설립인가 신

청(1921)을 묵살하고, 나기라(柳樂達見)의 사립경성치과의학교43)의 설립을 허가

(1922)하 다. 사립경성치과의학교는 한국인 모집정원에서 차등44)을 두었으며, 학

술연구와 수련을 제한함45)으로써, 상당수의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세브란스의전 치

과에서 임상수련46)을 받았다. 이 시기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한성치과의사회(1925)

를 조직해 친목도모와 학술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나, 일제의 강권에 의해 경성치

과의사회로 합병(1941)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치과의료계는 식민지적 한계 속에서나마 전문

인력 배출의 급증, 지배계층 위주의 수요확대, 경쟁적인 학회활동47) 및 연구 등의 

재생산구조를 가지고 발전하다가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시의료체계 속에

서 해방을 맞았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점기 경성치과의학교를 통해 배출된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일제의 치과의사법이나 규칙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은 민족적 차별에 의해 제한 받는 것

이었으며, 입치업자 허가나 검정시험제도48)로 인해 치과진료권을 독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일본인 치과의사 위주의 치과의사단체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전

국적인 단체(1940)로 발전했는데, 한국인 치과의사단체는 일제의 강권에 의해 이 

43) 경성치과의학교는 1922년 4월 1일에 개강하여 2년제의 야간, 3년제의 주간, 4년제

로 바뀌었다. 

44) 경성치과의학교는 한국인 학생 수를 전체의 ⅓로 제한했다 

45) 경성치과의학교의 교장 나기라(柳樂達見)는 설립 목적을 ‘한국인 자제에게 실업교

육을 시행하여 생활의 안정과 구강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 누차 강조했

다. 나기라(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창설기, 대한치의보 30-39호

46) 세브란스 의학교 치과학교실은 쉐프리에 의해 설치(1912)되었고, 25명(-1945) 가량

의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임상수련을 시켰다.

47) 조선치과의학회의 초대회장 나기라(柳樂達見)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치과과장 이

꾸다(生田信保)가 회장이 되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출신을 모아 경성치과의학회

를 창립(1932)하고 경성치과의학회잡지를 발간하는 등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다.

48) 일본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기공사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검정시험 합격을 목

적으로 대부분 무보수나 저렴한 월급으로 근무했다. 시험관 자체가 전부 일본인이

었던 관계로 합격된 사람의 이력을 보면 대부분이 일본인 치과의원에 종사하 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병서, 치과연구, 15-17쪽, 77. 8



- 16 -

단체에 합병되었다. 일제하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민족차별과 식민지형 치과의료제

도에 의해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제한을 받았던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인 치과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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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정립 

초기단계(1945-1950)

2.1. 해방 이후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 출범

  2.2.1. 해방정국의 치의학계 현황

  해방 당시 등록49)된 한국인 치과의사수는 362명이고 일본인 치과의사는 629

명으로 일본인 치과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치과의사들에

게는 일본치과의사회로의 편입이 강요되었고, 치과의사회의 활동은 주로 일본인치

과의사들의 이익을 옹호50)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별로 자치적인 치과의사회를 결성하기 시작

하 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인 치과적산처리 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원과 기

자재를 한국인 치과의사나 기공사들에게 암매하고 한국을 떠났다. 38선이 가로 막

히자51) 이북에서 개업하던 한국인 치과의사도 상당수 월남52)하여, 일본인들의 치

과의원을 접수하 다. 미군정은 일본인 치과의원을 적산으로 취급하여 법령을 선

포하고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일본인 치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

과 싸움이 벌어지고, 소위 적산치과에 적절한 분배론까지 나오게 되어 혼란스러웠

다53). 각 지역별 치과의사회는 첫 사업으로 일본인 치과적산을 인수하기 위해 노

49) 해방 당시 한국(북한 포함)에는 991명의 치과의사가 등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 일

본인은 65%에 해당하는 629명이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35%인 362명이었다. 당시 

한국 총인구는 2천2백만 명이고, 일본인은 80만(군인은 불포함)명이었다. 

     오응서, 치계 제2권 제2호 3월호, 30쪽, 1968

50) 치과에서 제1중요자재로 쓰이는 금배급에 있어서도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는 일본

인의 ⅓-½정도만 배급해주었다

51)  38선 이북으로 소련이 진주(1945.8.22)하고, 이남에 미군이 진주(9.7)하여 미군정이 

선포되었다.

52)  북한 조선중앙연감 1946년 국가보건일꾼증감표에는 구강의사수가 105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

53) 서병서, 치과연구, 15-17쪽, 197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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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나, 대부분 실패하 다54).

둘째, 북한, 만주, 연변 등에서 치과의사들의 상당수가 빈 몸으로 월남하고, 입

치사들과 일본인 치과의사 밑에서 조수를 했던 무면허업자들이 개원의 행새를 하

자,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문제가 대두되었다. 

셋째, 치과재료의 부족이 문제 다. 일제하 경무과 위생계에서 관장하던 금배

급이 중단되고, 국내 생산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미군수용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

했다. 의료수가도 일정치 못하여 환자들은 각 치과의원을 돌아다니며 문의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현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전국조직인 조선치과의사

회의 결성을 위한 준비가 시작55)되었다.

2.2.2.  조선치과의사회 및 각 도 치과의사회 결성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1945.12.9)가 개최되고, 서울을 비롯한 각도 치과의사

회56)가 결성(1946.4)되었다. 한국치과의사집단이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인 

치과의사회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하 민족차별에

서 해방되어 한국 치과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민족적 사명의식 때문이다. 둘째, 

치과계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일제하 전국치과의사

단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57).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의 주요 의제들은 전문직 단체의 요건에 따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치과의술 연구 및 기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치과의사들의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치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58). 셋째, 치무

54) 일본인 치과적산을 80%가량 인수하는데 성공한 지역은 충청북도치과의사회 뿐이

었다. 최효봉, 조선치계, 96쪽, 1946

55) 1945년 9월 5일 재경치과의사 수십 명이 조선치과의사회 및 한성치과의사회 결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 다. 
56) 이 당시 지역 치과의사회가 결성된 곳은 한성(회장 김용진), 경상남도(회장 김창

규), 충청북도(회장 이세근), 전라북도(회장 임택용), 전라남도(회장 노기섭), 충청

남도(회장 임주혁), 경기도(회장 문귀옥), 경상북도(회장 이두 )등이다. 

57) 박명진,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칫과의학사연구회지 No.1, 11쪽,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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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를 마련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고 국민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이다59). 넷째, 치과의사회무의 실질적인 운 방안 모색이다60) 

2.2.미군정에 의한 치과의료체계의 개편(1945.9.8-1948. 8.15)

 미군정(1945.9.8)은61) 공중보건사업을 중요한 정부사업으로 인식하고62), 정부조

직개편에도 이를 비중 있게 반 했다63). 일제의 규제적 위생행정 중심의 공중보건

체계를 전문직인 의료인을 등용한 미국식으로 개편하 다. 미군정기의 치무행정은 

미국의 치무행정체계가 적용됨으로써 의학으로부터 독립적인 역으로 자리잡았

다64). 미국은 각 주 보건국 내에 치무과(1935)를 두고 예방치과전문의들이 구강보

건에 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65).

 군정법령 제1호로 설치된 위생국(1945.9.24)이 보건후생국(1945.10)으로 개편되

면서 치무과가 신설되었다.  보건후생부(1946)66) 치무국으로 승격하여 치무국 산하 

58) 치과의사검정시험에 관한 건, 치과의사법 제정에 관한 건, 비치과의사 취체에 관한 

건

59) 보건후생당국에 치과부문을 두고 책임자로 치과의사를 두는 건

60) 치과의사 회관 설치와 유급사무원을 회에 배치하는 건
61) 군정(Military government)이란 적국에서 해방된 자국지역에 자치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군부가 점령하여 지배하는 것으로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실시

되었다.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정책, 의사학, 제9권 제2호, 2000

62) 맹광호, 한국의 공중보건 1세기, 130쪽, 의사학 제8권 제2호, 1999

63) 1946년 보건후생부는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미군정 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큰 부

처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우, 의료행정체계의 변천, 의학신문 송년특집, 격

동의 20세기, 의약 100년 발자취, 1992. 12. 27.

64) 당시 보건사회부 고문을 맡았던 정보라는 치무과가 설치된 배경 중 하나로 미군정 

첫 보건부담당자가 치과군의 ‘Dr. Robert Schultz’중령이었음을 꼽고 있다.

65)  미국의 경우 N. D. A(미국치과의사협회 전신) 산하에 예방치과 위원회를 조직

(1900)하고, 예방치과 전문의 제도 및 구강위생사제도(1918)실시했으며, 각주 보건

국내에 치무과(1935)를 설치했다. 최유진, 32-33쪽, 월간 치과보건 제1권 제2호, 

1972

66) 중앙의 보건후생부 조직은 군정법령 제64호(1946. 3. 29)에 의한 것이고, 각 도에 

보건후생부가 설치된 것은 법령 25호(1946. 11. 7)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중앙과 

도 지부간의 협력에 의한 공중보건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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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과, 면허등록과를 두었다67). 한국 역사상 중앙행정조직 안에 치무사업을 

위한 직제가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이것은 한국 치의학계의 개혁적인 발전

이었으며, 국민보건에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치무국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치과의사 책임자와 미군고문관이라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 행정실무에 있어서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에게 자율적인 재량

권이 주어졌으나, 한국 치의학계의 물적, 인적 자원 분배나 법적, 제도적 결정권은 

미군정이 지니고 있었다. 미군정 치무 보고서68)(1945.9-1947.5)에는 치과의사면허 

발급 및 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한지의사제도 도입, 치과의사 관련 법령의 미국식 

개편, 재료 및 금 배분권 확보, 경성치과의학교 국립서울대합병등이 보고되어 있

다69). 이 보고서는 한국 치의학계의 주요 사안들이 미군정의 정책 하에 한국치과

의사 집단의 일부인 미국 유학파와 치무국장, 교수들에 의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체계 음을 보여준다. 특히 치과의사면허 및 등록위원회(1946)의 구성70)은 이들이 

미군정하 한국 치의학계의 제도적 권력층71)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67)  보건후생부 치무국장에 원제신, 구강위생과장에 최의종, 면허등록과장에 김응진

(비치과의사)이 취임하 다. 지방기구로는 각도에 치무계를 두어 중앙과 지방의 

치무행정이 일시적이나마 원활히 운 되었다.  

68)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Subject :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May 

1947
69) ①보건후생부 산하에 치무국을 설치했다. 국장은 한국인이고 고문은 미국인과 한

국인이다. ② 일본의 법령을 미국식 법령으로 개정했다.③ 면허 및 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내의 모든 치과의사들의 자격을 점검했다.④ 재경부로부터 금배급 

권한을 인정받아 치과의사와 병원에 공급했다. ⑤ 치과의사가 매우 적어서 한지치

과의사들에게 5년간 그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제한된 자격과 시험을 치르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다.⑥ 재료와 물자는 군대 잔여분에서 나오고 조선치과재

료주식회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학교에 공급했다. ⑦ 치과대학은 미국식 교육체계

로 전환했다. 치과대의 입학자격은 6-6년의 전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치과대학 교육기간 4년을 늘리는 것은 고려하지 못했다.

70) 일명, 치과의사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안종서(조치위원장), 위원겸 상임서기 원

제신(치무국장), 위원 박명진(경치의전 교장), 위원 정보라(경치의전 교수), 위원 

이유경(경치의전 교수) 위원 문귀옥(조치부위원장), 위원 조호연(경성대학 교수)으

로 구성되었다.

71)치과의사협회, 치과대학, 치무행정체계를 포함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치과의사자격시험과 치의학교육에 관련된 치과의사생산수단과 

한국치과의사집단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치의학적 재생산수단에 대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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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하 치무국의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위생계몽과 무의촌진료가 중심이었다.  

업무집행은 각도보건후생부와 조선치과의사회 및 각 도치과의사회와의 긴 한 연

계 하에 진행되었다72). 치무사업(1947)으로는73) 한지치과의사시험 실시, 국민학생

용 치과위생괘도 배포, 무의촌 진료봉사대 파견74)이 있었다. 치무과의 향후 사업

계획으로 점진적인 공중구강보건교육확대와 치과대학 지원책 마련75)이 잡혀 있다. 

이로써 미군정의 치무행정정책은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사무와 교육, 순

회진료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적인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하

지 않았던 것은 미군정의 공중보건활동목표가 주로 전염병 예방에 있었으며, 식량

부족도 해결하지 못한 남한에서의 의료품지원은 최소한의 필수품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 다. 조선치과의사회는 구강위생 강조주간(1946. 6)을 설정하고, 매년 전국의 치

과의사들이 참가하여 학생들의 구강검사 및 진료, 교육을 담당하고, 방송과 신문

을 통해 구강보건계몽사업을 해왔다76). 이러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자율성은 치

과의료 자원의 분배와 자주적인 치과의료체계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

군정하 치무국 및 관계 지도층과 협조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한 갈

등을 노정하 다. 

72) 원제인, 치의무업무 소감, 40쪽, 조선치계, 1946

73) 원제신, 齒醫事業抄, 4-5쪽, 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 

74) 무의촌진료봉사대파견은 1946년 (44개면, 치료수3,056 발치수 3,130)에 이어 미국인

자문을 통해 특별예산을 배정 받아 서울치대의 협조를 얻어 한 달간 순회진료하

는형식으로 이루어졌다.

75)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Subject: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May, Bureau of dental affair (1945.9-1947.5)

76)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49쪽,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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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국 치의학계 내부의 자원 분배의 문제 

 해방 직후 한국 치의학계의 주요사안들은 치과의사들의 자격요건심사나 치과

의료 자원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었다. 치과의료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분배에는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자원분배상의 갈등을 합리

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상호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치의

학계 내부의 치과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는 구성원의 윤리수준과 전문가 조직의 성

숙정도77)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치과기자재 및 금배급 문제

 치과기자재는 치과의사가 진료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치과재료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면, 치과의사의 임상적 자율성은 심각하게 손상당할 수밖에 없다. 일

77) 전문가 조직의 성숙정도는 Ronald M. Pavalko의 직업-전문직의 연속모델에 근거

해 분석할 수 있다.

   차원            일반직     전문직  

 이론, 기술           없음       있음      

 사회적 가치         낮음       높음  

 훈련기간            단기       장기      

 훈련방식           미분화     세분     

 훈련내용            사물       상징      

 하위문화            경시       중시      

 직업동기           이기적     이타적  

 직업적 자율성       낮음       높음      

 직업에의 헌신도     단기적    장기적   

 공동체 의식         낮음       높음       

 윤리규정            미발달     고도발달 

Ronald M. Pavalko,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p.26 F.E.Peacock 

Publishers. Inc., 1971, 박종연, 앞의 , 2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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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점기 통제경제시대에는 치과의사단체를 통해 치과재료가 배급되었다. 일본인

과 차별 배급되었고 필요 없는 기재도 배급해주는대로 인수해야 했다78). 해방이 

되자 미군수물자로 치과재료가 무상 배급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재료들이 다량 

고가로 배급되기도 했다. 한국치과의사들은 미군수물자의 배급이 잔품처리를 위한 

리주의라고 항의79)하기도 했다. 약품배급에 있어서도 페니실린과 다이아진등이 

의사와 차별 배급되거나 치과의사만 배제되어 약무과에 항의가 잇달았다80). 하지

만 미군들로부터 받은 치과재료들로 인해 일본식 진료술식에서 새로운 진료술식

으로 치과진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외국 치과기재 수입과 국산품 제조를 목적으로 조선치과의료상공조합

(1946) 및 조선치과기재 주식회사가 조직되었다. 국산품 제조로는 DC화학연구소에

서 징크세멘트를 생산했다. 대한치과의사회는 각 지부에 소비조합을 조직(1949)하

으나, 치과기재의 유통질서 확보는 난항81)을 거듭했다.

치과재료 중 조선치과의사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금배급 문제

다. 한성 및 각도 치과의사회 창립총회(1945-1946)에서 금배급건에 대해 균일제를 

일치가결하 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차별적 배급82)을 분노한 한국치과의사들의 심

리를 노정한 것이었다83). 그러나 미군정의 지령은 차등제 다84). 금이 암시장에 

매매되어 입법의회에서 일시 금배급 중지가 결정(1947)되기도 했다85). 조선치과의

78) 서병서, 목재의자에서 오늘까지, 80-81쪽, 치과계, 1977. 10.

79) 조선치과의사회 정기총회기록, 1947. 1948

80) 임택용, 전라북도치과의사회정기총회기록, 1948. 4. 1,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17-521

쪽, 1975. 6.

81) 소비조합을 전 지부(1개지부 제외)에 구성하여 정부 대행기관인 십자당으로부터 

치과재료를 공동 구입하려 했으나, 십자당의 사기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

82) 일제시대 때에는 금배급, 총제품 배급의 등급을 사업세, 개업년수, 환자 수를 기준

으로 결정하기로 하 는데 한일간의 차별이 심했었다

83) 조선치계, 89쪽, 1946

84) 미군정 통역을 맡았던 정보라는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으로 62키로의 금을 배급하

게 되었는데 우선 치전, 대학, 철도병원 기타 공공단체병원에 배급을 하고 그 나

머지를 개업의에게 배급할 것이며, 만약 남는 금이 암시장에 매매된다면 위법이며 

미국인의 멸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치계, 90쪽, 1946

85)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1947. 5. 20), 치계 제2권 제9호 치과계연혁자료, 

59-62쪽, 196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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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원진은 회원들의 금배급 균일제 결의를 수렴하기보다는 미군정의 입장이 

합리적임을 설득하여 총의를 번복시켜야 했다. 결국 조선치과의사회는 후생부에 

‘금 배급은 등급제로, 등급조정은 시도후생국과 치과의사회의 연락 하에 조정할 

것’을 전달했다86). 미군정 시기에는 2회, 남조선 과도정부 때는 1회 금배급이 있었

다. 종합병원 치과에 먼저 배급하고, 치과개업의에게는 소득세 및 개업년한을 고

려해서 A, B, C, D급을 나누고 한지치과의사는 더 소량으로 차등 분배했다. 금배

급문제는 미군정의 방침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조선치과의사회가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대중적인 총의를 번복시키고, 분배에 있어 치과의사집단 내부의 서

열적 차이를 보여주었던 사례라 하겠다. 

2.3.2. 치과의사 면허 재발급과 자격시험문제

 치무국에서는 조선치과의사규정 및 치과의사시험실시규정(1946)을 제정하고 

치과의사면허 및 등록위원회를 편성하 다.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틀을 기본으로 

한지의사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규치과의사 이외에 검정시험을 존속시키

고, 입치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되 한지치과의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무치의촌

에 배치하도록 하 다. 

치과의사면허는 총독부 면허가 미군정 면허로 갱신되었다87). 치과의사자격시험

으로는 한지치과의사시험(1946-1948), 치과의사 검정시험(1946-1964)이 있었다.

그러나 면허발급 및 시행과정에서 입치사면허남발과 한지의사 도시배치등이 

잇달았다. 기존의 치과의사들에게 입치사면허 남발은 수적88)으로도 위협적이었다. 

이에 대한 한성치과의사회의 내부적 건의가 받아드려지지 않자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1947. 5)하여 범법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격요

86)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 조선치계 제10호, 1쪽, 1948 

87) 면허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치과의사면허는 조선총독부 면허에서, 미군정 보건

후생부 면허, 대한민국 사회부장관 면허, 보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면허로 갱신 

교부되었다.  입치 업자 면허도 각도지사명의에서, 조선총독부 면허, 해방 후엔 

한지치과의사면허로, 그후 미군정청후생부,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장관 발행

으로 변천되었다.

88) 입치사 면허 남발사건은 무자격자를 포함한 입치사 100여명의 응시자 전원이 치과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되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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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치과의사집단으로부터 분리하고, 책임자의 비윤리성을 

문책하려는 의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로써 한국 치과의사 집단 내에는 학력수준이 다른 여러 계층의 치과의사가 

존재하게 되었다. 정규교육을 받은 치과의사, 검정시험, 입치사라는 학력수준의 차

이는 치과의사 집단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2.3.3 한국치과의사조직 내부의 시련

 조선치과의사회는 창립 초기부터 조직이 분열89)되어, 몇 개의 소조직이 출현

하게 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립서울대학교 편입, 금배급제, 적산처리90), 입치사 

면허발급, 치과의사시험제도 등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 하는 치과의사 70여명이 

경성치과의사회를 결성(1946. 9)하여 한성치과의사회와 대립하는 분열 상을 보

다. 이 상황은 조선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동일지역에 일 지부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가결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91) 통합과 분열은 반복되었다.

검정출신 치과의사들은 치우회를 창립(1946. 9)하여 일인적산 대금연장을 건의

하 다92). 한지치과의사들도 ‘한국치과의사회’ 제 3회 정기총회(1948. 10)를 열고 

‘지역제한 철폐, 준회원 자격명시 반대, 기자재 균등배급’등을 주장하며 조선치과

의사회 탈퇴를 결의했다가 자체 내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되었다.

89) 해방 이후 한국인 의사들도 건국의사회(1945. 8), 조선의학연구회(1945. 9)를 조직

하고, 조선의사회(1945. 12)로 통합시켜 창립총회를 개최하 다. 조선의사회는 창

립초기부터 내분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조선의학협회(1947)창립을 통

해 전국적인 의사단체로 출범하 다.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70년사, 67쪽, 1979, 대한의학회, 한국현대의학사, 

537-538쪽, 1988

90)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가옥이나 기계를 접수해서 월남한 치과의사들에게 우선 배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 이를 묵인하지 못하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비

리 규명요구에 원제신을 중심으로한 적산접수관련 회원들은 46년 경성치과의사회

로 분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91)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 1947. 5. 20, 치과계연혁자료, 59-62쪽, 치계 제2권 

제9호, 1968. 10.

92) 대한치우회로 확대(1948. 11)되었는데 경성치과의사회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서 검정출신 치과의사 중 일부가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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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선치과의사회 내부가 분열되었던 원인은 전문가 조직의 특성에 

근거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치의학계의 인적, 물적 자본이 미군정에 의해 재분배되는 시기에 조선치

과의사회는 분배 권한의 일부도 위임받지 못하 다. 따라서 조선치과의사회는 회

원들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둘째, 조선치과의사회 내부의 학력수준 및 출신별 차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원분배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갈등을 노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

었다.

셋째, 한국 치과의사집단 내부의 윤리규범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책

임자들의 비리는 조직적 결속력을 심각하게 훼손하 다.

2.4. 자주적인 치과의료 건설의 문제

    8.15해방이 한국민의 자주적인 쟁취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은 전승

국의 분할통치정책에 따라 38선이라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초래했다. 해방 직후 일

제잔재청산과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학생

들의 경우 조선학도대93)를 결성하 는데, 경성치과전문학교 학생들도 성북구 지역

의 치안을 담당하 다94). 경성치과전문학교 학도대원들이 돈암동 경찰서를 탈환해 

일본군들을 무장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총격에 지원하러 왔던 연희전문

학교 학생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군들은 일본인 경찰들에게 무기를 

돌려주고 학생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 다95). 이와 같이 해방 직후 자주

적인 치안확보조차 어려웠던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규정성을 극복할 만

큼 민족적 역량이 성장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96). 한국 치의학계도 일제의 식민지 

93) 조선학도대는 전국, 9개 대학 전문학생들을 총망라하는 조직이었다.

94) 선우 양국, 치과계 33쪽, 75. 7.

95) 선우 양국, 필자 인터뷰, 2002

96)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 19쪽, 돌베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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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국민구강보건정책 수립과 행정체계 마련이 당면과제

다. 치과의료체계는 치과의료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과 사회의 법적 제도적 장치

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방 후 한국치과의료체계의 정비는 미군정과 미군정의 정책 

하에 상층으로 등장한 치과계의 미국유학파와 행정가,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자주적인 치과의료건설에 관한 논의가 크게 두 가

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학생들의 일부가 제기했던 한국치과의료자원 분배의 문제이다.

경성치과전문학교 학생들은 학생회를 결성(1945. 11)하고 ‘일본제국주의 청산과 

민주주의 국가건설, 학원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 전국민 특히 농민을 위한 신치과

의학건설’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학생회장이던 윤철수는 한국치과의사들이 농민계

층의 지도자로 거듭날 것과, 농촌 위생사상보급과 예방의학 지도, 의료기관의 국

화, 올바른 의료법 정비를 통한 신치과의학건설을 주장했다97).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 치과계의 자원배분이나 발전방향에 전혀 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일

회적으로 끝나고 만다.

   둘째는 해방 이후 한국 치과계 지도층의 일부가 제시했던 미국 치의학의 모방

을 통한 한국치과계의 발전론이다. 이들이 추진한 발전 방향은 미국의 치의학을 

빠르게 모방하여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청산98)해야 하

지만, 미국 치의학의 모방시기는 한국 치과계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선진국의 치의학문의 모방을 통한 발전과 출판, 연구, 제조업 등

의 국내기관 창설99)등은 한국 치과계 건설의 기본과제 다. 선진국의 치의학문을 

모방했을 때의 장점은 선진국이 겪었던 개발 단계상의 오류를 경험하지 않고도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받아들여 자국의 치의학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다. 특히 일본인 적산으로 남은 경성치과전문학교를 접수하여 운 하는 것은 한국 

치의학계의 일차적인 과제 다. 한국인 치과의사인력의 양성과 전문적 역량을 성

장시키는 것은 한국 치과계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의 기초를 닦는 일100)이었다. 

97) 윤철수, 新齒科醫學 건설을 위한 투쟁(상), 52-53쪽, 조선치계, 1946

98) 박명진, 대변자의 역할을 완수하라, 28-29쪽, 조선치계, 1946

99) 박명진, 구한 발전을 축함, 8-9쪽, 조선치과의보 제1권 제1호, 1947.9 

100) 해방 무렵 몇 명 안되는 한국인 교직자들은 치의학도 교육에 전념하는 것만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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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치전의 접수와 국립서울대합병 문제는 시기적으로 한국 치의학계의 민족적 

자주성 확립의 문제와 결부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5. 경성치전의 접수와 국립서울대합병

 해방 후 일본의 적산으로 남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미군정에 의해 접

수101)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 유학파 정보라 다102). 

곧 경성치과대학이사회가 조직되었고, 경성치과대학이라는 교명으로 개교103)(1945. 

11) 하 다. 경성치과대학은 개교 당시부터 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104).  

미군정청의 문교부는 경성제국대학을 모체로 하여 관립 및 공립 고등교육기관

을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를 창설하기 위한 안건(국대안)을 발표(1946. 6)하

다. 미군정청은 단계적인 종합 안을 발표(1946. 7)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해의 당

사자인 교수와 학생은 물론이고 정치적 좌우익 세력까지도 개입하여 격렬한 반대

운동(국대안 파동)을 전개하 다105).

란기의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며, 우리 나라가 완전 자주 독립하

는데 있어서 작은 알의 씨앗과 같은 역할이라 믿음이 있었다. 이춘근, 32쪽, 치

과계, 1975. 7

101)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은 제 17회 졸업식

(1945.9.30)까지 치른 후, 미군치과군의관 Schultz대령, Mathew소령, Vance대위와 

대좌하여 미군정에 학교를 인계하고 출국하 다.

10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미군정 접수 주선은 한국인 동창들의 매도 비난을 감수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라는 세브란스병원 치과 근무와 미국유학을 통해 일제하 

미국선교 치과의사들의 치과대학을 설립 노력과 미국 치의학의 발전정도를 잘 알

고 있었으므로  미국식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라, 한국 치의학교육의 역사, 635-640쪽, 미래 세계의 대학, 연세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03) 경성치과대학의 이사장에 문귀옥, 교장에 박명진, 부속병원장에 이유경이 취임하

고, 학장서리는 Henry Mathews 소령이었다.

104) ‘유락선생에게 학교운 권을 인수받았지만 재정도 바닥났고-(중략)-고작 2-3명 

정도인 교수진과 교육자재등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 학교를 단독 운 한다는 것은 

학교의 존폐위기를 그대로 묵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이유경, 26-27쪽, 치

과계 78. 8.

105) USAFIK, G-2, Weekly Summary.  Vol.2, pp. 718-71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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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계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회(1946. 6)를 중심으로 국대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대안 찬성 측은 경성치과대학의 재정적 곤란을 해결하고, 미군

정의 자원을 이용해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동창회 측은 민족사립으로의 

존속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적 대안이 없자 국대안 찬성 측은 문교부 장관에게 

병합을 제안하여 허락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회의 반

대성명(1946.8.11)이 있었고, 한성치과의사회의 내부에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군

정법령 제 102호에 따라 경성치과대학은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출범

(1946.8. 22) 하 고 초대총장으로는 미국인이 임명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의 3개 

대학106)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시작(1946.12)하 고, 문교부가 휴교처분을 내리자 국

대안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107). 국대안 문제는 총장과 이사회가 한국

인으로 구성되고, 행정당국의 간섭이 배제되며,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조치가 취해

지면서 조정되었다(1947. 2)108).

치의학계의 국대안 파동도 동창회 측과 치과대학 학생과 일부 교수의 반대에

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치과대학 학생 몇몇이 좌익계109)로 지목되어 퇴교당하므로

써 마무리지어졌다110). 미군정의 보고서에는 경성치과대학의 국대안 파동이 좌익

은 아니지만, 미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합

병시켰으며, 교육연한을 6년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

다111).     

경성치과대학교의 국립 서울대학교 합병으로 한국 치의학 교육은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 실업교육의 차원이었던 전문부에서 학부제도로 바뀌었다. 

106) 서울대학교 문리과, 법과, 상과 학생들은 미국인 대학 총장 교체와 학원문제에 경

찰간섭 중지를 촉구하며 집단 동맹휴학을 시작하 다

107) USAFIK, HUSAFIK, 627-632, 1988

108) 오욱환, 최정실, 미군 점령시대의 한국 교육, 262쪽, 지식산업사, 1993
109) ‘당시 사립대학으로서는 운 이 대단히 곤란했었는데 국립대에 편입된다는 것은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좌익계열에서 이 안을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된다.’ 이춘근, 30-33쪽, 치과계 78.8 

110) 오응서, 12쪽, 치계 1권 3호, 1967

111)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Subject: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May, Bureau of dental affair (1945.9-1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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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교 단과대학체계, 이것은 차후 미국 치과대학의 대학원제도와 선택, 필수 

등의 과목선정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 남녀공학이 되어 여학생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국식 종합대학에 편입됨으로써 치의학 교육에도 

미국의 교과과정과 제도가 지향되고, 미군원조계획의 혜택을 받기 쉬운 위치에 놓

이게 되었다. 

2.6. 조선치과의학회 창립과 조선치계의 발간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조선치과의학회(1947. 5)를 창립하고 매년 총회 및 학술

강연회를 개최112)했다. 서구에서 유입된 치의학 지식을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적

용시키고, 진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 치과의사들의 학술활동 속에

서 가능해졌다. 전문직에 있어서 학술의 발전과 보급은,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제고시켜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적 서비스가 환원될 수 있게 해준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와도 접한 관계를 가지

며, 그 평가나 혁신 역시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조

선치과의학회의 창립 당시 연제 발표는 학계의 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지

방대표들을 학술위원으로 선출해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 다. 

한편 치의학계 간행물로는 조선치계(1946)113)가 발간되었다. 조선치계는 제4호

(1947)부터 조선치과의사회의 원조에 의해 무상 배포하다가, 제10호(1948)부터 조

선치과의사회의 기관지로 발간되었다. 제13호(1949)부터는 제호를 ‘구강과 회보’로 

바꾸어 제15호까지 발간하 다. 조선치과의사회의 기관지 발간114)은 회운 에 있

112) 조선치과의학회 학술강연회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회 실시되었다.

113) 조선치계의 발행소는 조선치계사이며, 운 비는 천일치재공사 대표 이덕현 , 삼경

치과상회 대표 황 기가 조달했고, 취재와 편집은 최효봉이 담당하 다.

114) 조선치과의사회가 기관지로 인수한 조선치계(1948,제10호)는 구강과회보(1949,제3

호), 대한치과의사회보(1955,제6호), 대한치의보(1958-1965,제23호), 대한치협신문

(1966,창간호), 대한치협회보(1966,제4호), 치과월보(1966-1975, 제97호), 치의신보

(1975, 제98호-현재)로 제호 및 간별 변경을 하며 자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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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7. 대한민국 정부수립기의 치무행정의 축소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1947)되자 기구 간소화방침으로 치무국은 치무과로 격

하됐다. 대한민국 정부(1948)가 수립된 후 보건후생부는 폐지되고 사회부 내 보건

국으로 축소되었고 치무행정직제는 치무계(의정과 소속)로 전락되었다. 치무계는 

치과의사 면허등록등의 행정사무를 주로 하며, 구강위생선전 및 계몽사업은 보건

과로 이관된 직제 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치무과를 부활시키고자 의료관계자들을 총망라한 보건후생

부 독립촉진회(1948. 12)활동에 참여하 다. 보건후생부 독립촉진회에서는 세계 근

대국들(56개국 중 42개국)의 보건부 독립 추세를 역행하는 한국 정부에 보건부독

립을 건의하고 청원운동을 하 다115). 결국 국회에서 보건부독립안이 가결(1949. 

3)됨으로써 보건부가 독립되고, 치무행정은 치무과로 부활 설치되었다. 이후 대통

령령(1950. 4)으로 정부기구 간소화에 의해 다시 치무계로 전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치무행정의 변화는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의 

발전에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의 의료부문에 대한 역할축소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보건후생부의 폐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의료 배분에 관한 국가정책의 부재는 의료의 

공급을 시장의 질서 속에 방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조선치과의사회에서는 치

과공의제도 실시, 무치의촌에 한지치과의사 배치, 치과의료보험제도 확립 등을 건

의함116)으로써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115) 대한치과의사협회, 61쪽,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16) 조선치과의사회 치무과 부활 건의문, 194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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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군정기에 독립되었던 치무행정이 의무행정, 구강보건이 일반보건 속에 

포함되었다. 치무행정이나 구강보건사업은 단지 치과의사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

고, 국민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분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치

무행정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재하 다. 이것은 미국 뿐 아니라 동남아의 많은 

신생독립국들도 구강보건에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예방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료비지출을 줄 던 것과 대조된다. 보건행정부문에 대거 참여한 의사들도  

구강보건의 전문성을 간과하 고, 치과의사들의 행정적 힘도 부족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인 구강질환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작성하여 구강보건사업

을 입안하려 한 곳은 조선구강위생연구소라는 민간단체 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위생학 교실 조교수로 있던 김문조는 조선구강위생연구

소를 설립117)(1948. 5)하여 한국인 구강질환 조사 및 연구118), 구강위생계몽사업119)

을 하 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국가차원의 과학적인 구강질환 통계작업120)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치과의료단체에 미루어져 왔다. 이것은 한국인 치과의

사들이 구강보건향상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행정적, 법적으로 전문직으

로서의 자율성을 관철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17) 구강위생연구소는 보건후생부, 문교부, 노동부, 통위부, 서울치대, 서울의대의 원

조 하에 개설되었다. 조선치계, 3쪽, 1948. 6. 10

118) 조선구강위생연구소 사업 내용으로는 ① 도시, 농어촌, 기타집단별 각년령별 동포

구강보건상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통계작성 ② 학교, 軍陳, 산업노동치과위생확립 

③ 지방병성 치과질환을 조사, 그 원인 및 대책연구 ④충치, 치조농루의 위생학적 

연구 ⑤구강위생품연구가 있다

119) 조선구강위생연구소 계몽부에서는 ① 보건서적발행 ② 화반(구강위생 화제작) 

학교, 군진, 공장, 광산, 농촌순회상  ③강연반(구강위생의 출장 강연 및 라디오 

방송극)등의 사업을 보건후생부의 보조금도 받아 추진하 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다.

120)  한국인의 구강보건에 대한 역학조사보고는 WHO의뢰에 의해 서울대학교 치과대

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실시(1966)했다. 치계, 30-36쪽, 1967. 9



- 33 -

 2.8. 의치일원화와 구강과 운동(1948.8.15-1950)

 대한정부수립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회121)는 치의학문과 진료의 역확보와 

치과의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의치일원화운동과 ‘구강과’로의 명칭변경운동을 벌

렸다. 전문가 단체의 경우, 초기 정립 단계에서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 직업집단 

내의 자기반성, 직업명의 변경,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는 법률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122). 의치일원화운동과 구강과로의 명칭변경운동도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전

문가단체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 했던 운동이었다.  

 2.8.1. 의치일원화 운동

  의치일원화는 의사, 치과의사의 이원제도를 일원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일원화가 되었을 때 치과는 내과나 외과처럼 일반의학의 한 전문과목으로 편입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구별 없이 교육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

다. 치과전문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별도의 수련을 거쳐 자격을 얻게 되며 의사법

규도 단일화된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당시 독일 등의 유럽에서 실시하던 구강학

(Stomatology)교육체계123)이다. 구강학 교육체계는 미국의 Alfre J.Asgis(1920)를 중

심으로, 치의학이 의학의 한 전문분야(구강학)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미국구강학회를 창립하고 ’구강학 운동‘을 벌인 데서 유래되

었다124). 구강학 옹호자들은 총체적 의학교육을 받은 구강의사들만이 치과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공중구강보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25). 

일제 강점기의 한국 치의학계에도 의치일원화 운동(1942-1945)이 벌어진 바 있

121) 조선치과의사회는 1949년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하 다.

122) A. Abbott, The System of Professions, pp. 1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23) 구강학 교육체계가 정립된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체

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러시아, 북한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stomatological principle'에 의해 의학대학을 마친 후 대학원 과정으로 2년간의 

치과교육을 받고 있다. 

124) Alfre J. Asgis, The rise and growth of the stomatological movement in 

America; historical sketch, Journal of Dental Research, pp.785, 1932, 41

125) 조 수, 근대 서양치의학의 성립과 발전, 303쪽, 사회와 치의학, 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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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의 의치일원화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치과계는 

의치일원화에 찬반을 두고 두 파로 갈라져 있었다. 찬성하는 측은 치의학을 의학

체계에 편입시켜 치과치료의 제한성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일반의

사만큼 높여보자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라는 명칭도 없애고 의사로 통일

하자고 주장했다. 조선에서는 치과의학전문학교 조선연합동창회의 이름으로 선언

문이 발표(1942. 10)되면서 공식화되었다126). 그 내용은 치과의사에게 1-2년의 의학

교육을 시켜 일반의사자격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전쟁으로 부

족해진 의료인력을 보충하려는 일본군부의 방침이 반 된 점도 있었다. 경성치과

전문학교 나기라(柳樂達見)교장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의치일원화운동을 전개하

다. 학교와 달리 일본인 개업의들은 대부분 의치일원화를 반대했다. 반대측의 

입장은 기존의 관행(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 전문 역을 공고화하려는 입장

이었다127). 결국 일본치과의사회에서 절대다수로 의치일원화가 부결되었다128). 조

선에서도 의치일원화를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의치일원화 안의 출처가 된 

동경에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파견했었다. 한동찬은 일본 개업의들의 반대분위기를 

파악하고 돌아와 적극 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의치 일원화운동은 좌절되고 말았

다.

해방 이후 조선치과의사회에서는 의치일원 촉성위원회(1947.6)를 결성하고 취지

문을 발표하자, 각도치과의사회가 의치일원화추진을 가결했다. 이어 간담회를 개

최하여 의사측 일부의 찬성을 얻자, 서명을 받아 법제처장(1948)에게 제출하여 의

료법제정시 반 해 주도록 요청했다129). 이렇게 해방 이후 한국 치과의사들이 자

발적으로 의치일원화를 추진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미국을 통해 도입된 의.치이원제도 속에서도 당시의 한국 치과의

사들은 구강질환에 대한 임상적 자율성을 의사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126) 최효봉, 이병태, 만주지치계를 통해 본 요람시대의 우리 나라 치과 역사의 현장 

재조명(16), 37쪽, 48쪽, 치과연구 제22권 제5호, 1987

127) 조 수, 앞의 , 292쪽, 1994

128) 치과연구, 25쪽, 79. 1.

129)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52-54쪽,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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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러한 규제는 법규에 의해 강화되었다. ‘의치일원촉진회 취지문’130)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기초의학 및 일반의학 과목들을 교육받음에도 치과의사법규에 의해 

구강질환에 대한 완전진료행위를 제지당함으로써 치과의학의 발전이 어렵다고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와의 갈등은 의사법규제정, 약배급, 치과

의료 역설정 등에서 계속되었다. 치과의사의 사망진단서 발부131)나 정맥주사 투

여132), 악골치료, 약처방에 대해 당시의 보건후생부장133)이나 의약과에서 보여준 

제한과 차별에 대한 항의가 의치일원화로 모인 것이다134).

둘째, 해방 당시 한국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일반의사들보다 낮았기 때

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치과의사는 의사라기보다는 입치사와 같이 인식135)되고 있

었으며, 수적으로도 적은 상황136)이어서 별다른 사회적인 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치과의사들의 의치일원화운동은 의학계로부터 치의

학분야의 임상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의사들과 교육과정을 단일화함으로써 치과의

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반의사측과 당국

의 협조와 동의가 없고, 치과계 일각에도 이 운동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

람들도 적지 않아 1949년을 고비로 점차 약화되었다. 해방 이후의 의치일원화 운

동도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의치이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자발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구강질환과 전신건강과의 

접한 관련성에 의해 의학계와 치의학계의 협력이 필요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의

치이원제도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치의학계가 지니고 있었던 임상적 한계를 개원의들이 단결하여 학문적

으로, 법적으로 개선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 한국 치의학계에서 의치일원화 운동반대론의 향력이 점차 커진 이유

130) 조선치계 4호, 1947. 6. 15
131) 김용진, 10쪽, 치계 제1권 제3호, 1967

132) 한동찬, 22쪽, 치과계 1977. 11.

133) 당시 보건후생부장을 맡았던 이용설은 외과의사 출신이었다

134)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임시총회, 1948. 7. 11, 대한치과의사협회지, 705-708쪽, 제13

권 제8호, 1975. 8. 

135) 한동찬, 22쪽, 치과계 1977. 11.
136) 1949년 당시 치과의사수는 400여명으로 의사수 4,375명의 1/10정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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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의사의 지위가 열세에 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

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치과를 일반의학의 한 분야에 포함시킴으로서 지위

향상을 하겠다는 발상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의학으로의 유입

은 치의학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므로, 미국과 같이 치의학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

려 일반의학과 동등한 지위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137)이 제기되

었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의치이원화 제도에 대해 한국 치과의사들

의 자발적으로 독일식의 의치일원화 운동을 벌렸던 것은 무위로 끝나게 된다. 이

후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한국 치의학계는 일찍이 치의학의 독자적 자치권을 

획득한 미국 치의학계와 더욱 접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치과학(Dentistry)체계

를 강화하게 된다. 

2.8.2. 구강과 명칭 개정운동

 구강과 명칭 개정운동은 치과란 진료과목을 구강과로 개칭하자는 운동이었다. 

치과의사의 역은 치아를 포함한 구강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30개 내외의 

치아만을 지칭하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치과를 구강과로 고쳐야겠다

는 것이었다. 즉 치과의 진료범위가 구강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치과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려는 노력의 하나 다고 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를 ‘구강과’로 개명하는 치과진료과명 개칭운동

(1949. 5)을 추진하기로 결정138)하 다.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토의

(1949. 10)139)하 다. 중앙보사위원회에 치과의사가 2명 참가하 으나 일반의사들

은 구강과 개칭운동을 의과에 대한 역침범으로 알고 반대하며, 치과의사들과의 

합의 없이 법제처로 넘겨버렸다. 당시 보건부 장관140)은 법제처, 국회문교사회위원

137)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명진 학장도 의치일원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38) 1947년 5월 20일 조선치과의사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김문조로부터 진료과명을 

‘구강과’로 하자는 제안 이유 설명이 끝나자 의치일원이 되면 명칭도 그 때 개정

하자고 보류되었었다. 치과계연혁자료, 59-62쪽, 치계 제2권 제9호, 1968. 10

139)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8-21쪽, 19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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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등에 측면운동을 해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치과에서 ‘齒’자를 없앤다면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 다. 이에 굴하지 않은 치과

의사들은 의사출신인 장관의 공정한 태도를 촉구했다141). 이 구강과 명칭개정운동

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요로에 치과의사의 뜻과 주장을 알리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국회에 제출한 이 안이 회기불연속으로 폐기됨과 아울러 실

패하 다.

이와 같이 치과에서 구강과로의 명칭 개정운동도 실패로 끝났지만, 치의학의 

학문적 역이 치아부속기관이 아닌 구강전체임을 보다 명확히 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은 의사들의 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치과의사들의 전문적 역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구강과로의 명칭개정은 한국 치의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140) 당시 보건부 장관은 구 숙(소아과의사, 유한양행사장), 차관은 이신수(여의대 교

수겸 병원장) 다.

141) 구강외과학보, 1949.12.1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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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 치과의사들의 독점 및

재생산구조 확립(1950-1977)

3.1. 한국전쟁의 환난과 복구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한 치과의사들은 피난치과의사회(1951. 7)를 조

직하 고, 부산치과의사회에 합류(1952. 3)하 다. 국민의료법과(1951. 9) 동법시행

세칙(1951. 12)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회도 법정단체 (1952. 3)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확보142)하게 되었다. 조선치과의학회도 사

단법인 대한치과의학회가 되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학회는 별도

의 조직이었지만, 상호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하 다. 전란 중에도 두차례

(1952,1953)143)의 대한치과의사회 총회 및 학술강연회144)가 열렸다. 치과의사 국가

고시제도145) 실시(1952)되고, 의료인 면허세면제안이 통과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

대학은 전시 연합대학(1951. 7-1953. 7)체제로 학사일정을 진행한 후 서울로 복귀

했다.

WHO조사단(1952. 8)에 보고된 6.25중의 치과의사 피해상황은 서울 개업의 214

명 중 이재율이 80%이며, 행방불명 또는 사망자는 1백명 가량이었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6.25참전과 더불어 대규모 무상원조를 

142) 1952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한의사도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43) 피난으로 대한치과의사회가 부산치과의사회로 일시 축소되어, 52년도 대한치과의

학회의 총회 및 학술강연회는 별도로 진행되었으나, 53년도에는 협회와 학회가 공

동으로 진행하 다. 
144) 학술강연회에서는 강연 후 각육군병원과 미군병원, 경찰병원을 견학하고, 각종 데

먼스트레이션을 실시하 다. 서울치과대학 초독회(1952년)를 대한치과의사회와 공

동 주최하여 개업의들이 참가할 기회를 만들었다.

145)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1952년도 제1회부터 1963년도 제13회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직접 시행하 으며, 1963년도 제14회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

립보건원장이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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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 다146). 1950년대 한미경제관계는 경제의 운 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대

단히 컸다147). 보건의료 부분도 한국전쟁 중 기반시설이 거의 파괴되고, 원조를 통

해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 치의학계도 미국의 원조에 의해 치과대학 시

설이 복구되고, 교수들의 해외유학148)이 지원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유닛

췌어149)를 비롯 Olympus현미경, 핸드피스, 그리고 교육자재150)등을 원조 받아 본

격적으로 교육을 재기할 수 있었다151). 

휴전협정이 조인(1953. 7)되자, 서울로 복귀한 대한치과의사회는 회운 을 정상

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비효율적인 저개발국 경제가 갖는 

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152). 의료기관 수입도 저조해서 회비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153). 전기 사정도 안 좋아 특선 가설이 가장 큰 문제 으나, 협회

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나갔다154). 전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치과의학회지가 창

간(1954)되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에서 ‘치학’(1954)지를 발행하기 시작

했다. 대한치과의사회 기관지로 ‘대한치과의사회보(1955)’, ‘대한치의보(1958)’가 재

발간되고, 몇몇 지부에서도 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치과재료로는 보건부를 통

한 유상물자구입(1954)과 미국수입품을 사용했다. 국산 유니트 체어가 고려기계제

146) 조동성, 한미경제관계 100년의 재조명, 209-226쪽, 한국과 미국, 박 사, 1983

147) 한국전쟁 이후 경제는 연평균 4%로 성장하 으나 수출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로 

머물 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는 한국경제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지용, 227-250쪽, 한국과 미국, 박 사, 1983

148) 서울대학교는 ICA Project란 이름으로 Minnesota대학과 협력계획을 체결

(1954.9-1962)하고 의대, 공대, 농대의 재건에 활용했는데, 치대는 제외되어 부분

적인 지원을 받았다.

149) 美民事원조처(O. E. C)에 취임한 치과고문 Kothy대령이 1955년 약 7만 달러 상당

의 치과치료의자를 알선해 주었다. 
150) 1954년 KCAC(전란재건부흥단)의 치과고문관으로 미국 Orther대령이 처음으로 

내한하여 일본주둔 미군병원에서 사용하던 Morita 치과기구를 수리하여 20대 기

증해주었다.

151) 이유경, 치과계, 26-27쪽, 1978. 8

152) 1953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경제는 연평균 4%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 다. 높은 

인플레, 마이너스 실질금리, 고평가된 환율, 교역적자, 재정적자등이 지속되었다. 

Paul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d in the Republic of Korea, 

pp.43-48,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153)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Ⅰ.Ⅱ), 446-447쪽, 아람인쇄, 1987

154) 치과의사 출신 제헌국회의원 윤재욱이 특선가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문홍조, 25쪽, 치과계 제5권 제11호, 197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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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소에서 생산(1955)되었다. 1956년 이후 한국경제는 전쟁 직전의 경제수준으로 회

복되었다. 반면 자국의 제정적자가 심각해진 미국은 대한원조를 대거 삭감(1958)했

으며 이를 차관으로 전환했다155).

 

3.2. 군진치의학의 대두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 제고 과정에서 군진치의학의 역할은 미국에

서도 선진적인 수준과 시설을 보유한 군치무를 직접 유입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 냉전구도에서 남북한의 보건의료는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를 과시

할 수 있는 분야 고156), 미국의 군사고문활동(1945)과 더불어 의무분야의 고문

단157)도 편성되었다. 육군치무업무는 치과군의관이 임관(1946)되면서 시작되어 치

무계(1949)가 창설되고 치무과(1952)로 승격되었다158) 

한국전쟁은 민족적 대비극159)이었고, 고령자와 기관의 요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도 군에 입대하여,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복무160)하 다161). 한국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작전통제권 장악에 의해 미군이 계속 주둔

하게 되었다162). 한국군의 조직이 미국군의 조직으로 편성되면서 미국의학에 직접

적으로, 또한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한국군의관을 미국 육군병원에 파견하여 훈

155)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 149쪽, 돌베개, 1998

156) C. F. Sams. Medic : The Mission of an American Military Doctor in Occupied 

Japan and Wartorn Korea. M. E. Sharpe. pp.203-208, 1998
157) 미육군치무병과장 겸 의무차감인 Thomas L. Smith소장의 4년임기(1946-1950)가 

만료됨에 따라 Walter D. Love(1950-1954)가 부임했다. 

158) 김기혁, 21쪽, 치계 제1권 제1호, 1967. 6

159)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전쟁 피해자 총 수는 131만 명에 이르고, 그 중 4만 7천명

이 사망하 다. 인적, 물적 피해와 더불어 한국 전통의 사회규범과 민족공동체의

식의 손상도 막대하 다. 이재신, 한국전쟁의 숨은 뜻, 184-185쪽, 사상, 1990. 봄

호

160) 국방부(1956. 7)는 군의무요원의 보충 및 교체를 위하여 만40세 미만의 의사, 치

과의사 약사와 53년 3월 의치약대를 졸업한 자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치과의사회에서는 치대졸업자 전원을 군의관으로 소집하도록 국방부와 타협했다.

16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29쪽, 1980

162)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강의, 148쪽, 돌베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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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시키게 됨으로써 미국의학의 직수입의 계기가 되어, 한국의학의 수준이 급상

승하게 되어 미흡하게나마 전문의 제도의 도입의 토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

다163). 한국 치과군의관들도 미군병원에서 실무교육(On-the-Job Training)수련164)

과, 미국유학에 파견되었다.

군진치과학이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 위상 확립에 끼친 향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강외과 역의 발전이다. 한국 전쟁 당시 악안면부상자가 많았는데, 대

구 제1육군병원에서 치과의사들로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악안면성형학

회165)(1962)는 한국 성형분야의 효시가 되었으며166), 악안면성형은 치아 및 악골의 

기능회복에 정통한 치과의사의 역임을 분명히 하 다167).

둘째, 실무교육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진료수준을 향상시켰다. 한국전쟁 이전 

치과의사들은 거의 약처방을 하지 않았었는데, 실무교육을 통해 항생제처방 및 혈

관주사168)등의 처방법 및 수량계산법까지도 배울 수 있었다169). 이것은 한국전쟁 

이전 치과의사의 혈관주사, 악안면 수술, 항생제 처방등을 규제하려했던 일반의사

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치과의사들도 구강질환에 대한 완전한 치료에 한

층 접근하게 되었다.

셋째, 미국유학, 38학회 등을 통한 미국 치의학문과 기자재의 보급으로 치과의

술의 발전이 있었다. 한국군의관들의 보수교육(1954)은 군진치과학회와 군진치과의

사회가 주축이 되어 벌여왔다. 군진 도미교육(1952-1966)은 총 60여명의 치과의사

가 이수하 다170). 38선 치과학회171)는 학술강연과 기자재 전시를 통해 서울치대 

163) 정희섭, 군의관재교육문제, 6쪽, 대한의학협회지, 제3권 제2호, 1960

164) OJT는 주한미군 의무시설에서 6개월간의 임상실무교육을 위주로 했다. 교육과목

은 구강외과, 치과보철과, 일반치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마취과, 안과, 내과, 신경정신과, 방사선과, 병리과 다. 정희섭, 군의관재

교육문제, 6쪽, 대한의학협회지, 제3권 제2호, 1960

165) 정순경, 10쪽, 치계 제1권 제3호, 1967
166) 한국 전쟁 중 미군 군의관과 언챙이 수술을 한 것으로 소개된 성형외과학은 1966

년 성형외과학회로 발족하 다.

     전세일, 예병일, 한국 외과학의 지난 100년, 154쪽, 의사학 제8권 제2호, 1999

167) 민병일, 25쪽, 치과계, 1977. 11

168) 이혁, 28쪽, 치과계 1977. 11.

169) 지광원, 28쪽, 치과계 197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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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치과계에 최신 의술 및 기자재를 보급했고172), 에어터빈 등도 빠르게 소개

했다173).

넷째, 치과의사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일반화시켰다. 이전의 치과의사들

은 경성치과전문학교의 교실원 제도나 세브란스 병원 치과 등의 수련의 제도에 

따라 수련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의무감실에서는 전문군의관 

양성제도(1955)를 수립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시작하 다. 그럼에도 전문군

의관이 부족하자 Kim's Plan(1959)174)이 실시되어 국내 종합병원에서도 치과의사 

수련이 일반화되었다175). 

다섯째, 대한치과의사회는 미군의관들을 자문176)으로 임명하고, 이들과의 활발

한 교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

다177). 한국 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군인 엘리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세속적

인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서구 지향적인 풍토가 생겨나게 되었다178).  

한국 치과의사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권위가 확보된 미국 치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 치과의사들이 한

국 치의계의 생산 및 재생산 구조를 세분화시켜, 일반의사들과는 독립적으로 발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70)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38쪽, 1999  
171) 38선 치과학회(38th Parallel Dental Society, 1959년)는 주한미육해공군 치과군의

관들의 모임이다.

172) 강준설, 28쪽, 치과계, 1977. 11

173) 치과회보, 47쪽, 제5권 제3호, 1963. 6,7

174) Kim's Plan이란 국방부가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졸업생을 국내 종합병원에 위촉

하여 전문군의관으로 양성하여 군에 소집하는 교육제도로써, 김정렬 국방장관 재

임때 시행하 다고 하여 Kim's Plan이라 부른다.

175) 군진의 치과전문의 수련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지

만, 1962년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에 대한 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전문치과 시

행에 대한 세부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176) 미군의관 자문 임명과 감사패 증정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77) 김용진, 10쪽, 치계 제1권 제3호, 1967
178) 신일철,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 420-421쪽, 한반도 분단의 재인식,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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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치과의사들의 독점성 확보 

3.3.1.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

 50년대의 의료계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부정의료업자들의 의료행위

다. 일제시대부터 치과의원 및 양. 한방의원, 약국에서 근무하던 무자격자들의 

업행위가 지속되었다. 치과의사면허를 빌려서 업179)하는 이들은 정규 치과의

사들과 진료비 경쟁을 벌리고 있었다180). 부정의료업자 단속은 행정부서와 각 의

료단체가 합동으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회는 입치사에게 면허를 준다는 방침에 반대결의안을 가결하고 

성명서(1959)를 채택했다. 국민의료법 공포(1951)와 동시에 입치사는 법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 으나, 보사부에서는 한지치과의사의 면허를 교대하여 줄 계획181)

을 갖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회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입치 업자의 업행위

의 부당성과 보사부의 위법적인 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보사부는 입치

업자 면허교부원을 각하(1960. 1)하 다182). 

50년대 한국 치의학계의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입치사 한지치과의사면허교부 

반대운동은 치과의사들의 의권과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50

년대의 극빈과 혼란 속에서 일부 치과의사의 면허대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행

동이었고, 대한치과의사회는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부정의료행위 근절하고자 했

다. 이와 함께 한지치과의사면허교부 저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뿌리내린 식민지

형 치과의료인력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 독점권을 법적으로 

179) 당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원 중에 직접 개업을 하는 치과의원 수는 50%를 

넘지 못했다. 대개 야간개업장소는 면허대여 고, 면허대여자중 펫셀면허(김일성

정권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도 많았다. 김경수편, 78쪽, 치과연구, 1999. 5

180) 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부, 신춘좌담회, 61-73쪽, 치의계, 제4권 제1호, 1960 

181) 당시 보건사회부 의정국 의무과 치무계장직을 담당하던 치과의사 김기우는 한지

의사 면허교부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회 권고사직 의결 후 해임되었다.

182) 대한의학협회에서도 1955년 한지의사를 의사로 승격시키려는 의료법개정안에 대

한 반대운동을 벌려 성공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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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3.2. 치의학 교육기간 연장

 대한치과의사회(1955. 4)에서는 서울치대 교육 연한 4년을 의대와 같이 6년으

로 연장할 것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 다. 그것은 미국의 치의학교육체계183)와 의

대의 교육연한의 향을 받은 것이다. 

서울치대 6년제 개편 추진은 공교롭게도 경북대와 전남대의 치과의학부 폐쇄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경북대와 전남대는 학생들을 모집(1955. 3)하고, 이후 치

과대학으로 승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회의 양교치과의학부의 

폐쇄운동의 근거는 교수부족과 시설 불충분이었다. 당시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

한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있었고, 전반적인 진료수준이 높지 못했다. 하나뿐인 서

울치대조차도 교과목 정비와 교수충원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 다. 이러한 상태에

서 치과대학 교육연한과 질을 높이는 것이, 치과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치의

학의 전문화에 더욱 긴급한 사안이었을 수 있다. 특히 치협 총회에서는 경북대학 

총장이 치과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과대학을 병설한 것을 문제삼아 

단결된 치과의사들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지배적이었다184). 전문

직의 구성원 충원이 전문가 조직의 심도 깊은 고려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치과의사들 중 무치의촌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대학 신설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

장을 지닌 사람은 소수 다185). 결국 양교치과의학부는 폐소(1957. 3)되고 학생들

은 의대나 서울치대에 편입되었다. 치의예과는 치과의학교육연한 개정령 공포

(1959)와 동시에 설립되어, 치대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치협 주도의 6년제 치의학교육제도 마련과 치과의학부 폐쇄는 국민구강보건요

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186) 치과의사들의 질적 향상과 권익보호, 사회적 지위

183) 윤신연,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47쪽,  치계 제2권 제8호, 1968. 9
184) 당시 서치회장이었던 안병식도 치대학부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오응서, 어느날 갑자기, 181-182쪽, 세광음악출판사, 1985

185) 김문조, 37쪽, 치계 제2호 제2권, 1968. 3

186) WHO의 세계치과대학교육 현황 조사(1970-72년)에서 한국은 참가국(79개국)의 

평균 1인당 GNP의 ¼미만인 상태에서, 0.82년 긴 미국식의  치의학 교육제도의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김규택, 치과대학교육, 9-11쪽,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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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양교 치과의학부가 폐쇄된 후 타 치과대학이 설립되기까지 

근 10년이 경과되어야 했다. 그 동안 치과의사 검정고시 제도가 폐지(1964)되고, 

한지치과의사 면허교부가 각하되면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구성은 점차 대학졸업자

로 단일화되었다.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된 후 치과기공사 국가고시(1965)가 시행되

면서 무자격자의 진료도 합리적으로 견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치과의

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독점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독점의 기반 하에서 치협은 경

희대(1966)와 연세대(1967) 치과대학 신설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운동187)을 벌렸다. 

그 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이전의 치과학교실(1915)의 부활188)과 우수한 설비

가 확보되었다는 의미가 강했다189). 60년대말 치협의 치의학 교육기관 신설운동은 

그 동안 치의학 교수요원들의 성장과 학술교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치의학계 역

량강화 측면에서 치의학 교육기관의 수적증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3.4. 한국 치의학 발달에 따른 재생산구조 확보

3.4.1. 임상진료 과목의 분과와 기초 치의학 교실정비

 195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일반 치과의사와 치과대학 교수190)들의 해외유학이 

활발해졌다. 이들은 주된 유학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치과학(Dentistry)교육체

계191)에 의해 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정비하고, 전문의제도를 승인(1939)해 치의학 

권 제1호, 1974. 1

187) 대한치과의사협회 건의사항, 1966. 3. 22, 치과회보 제5권 제2호, 1966. 5 
188)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세브란스의과대학 치과학 교실을 개설(1915)하고 치과과

장을 맡았던 쉐프리로부터 시작해, 50여년간 세브란스 치과로 있으면서 미국식 치

과치료와 임상수련을 통해 인력양성을 계속해왔다. 

189)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미국 미쉬간대학교수 한성수의 건의에 의하여 미쉬간 대

학으로부터 50만불상당의 유닛트 및 췌어의 기증을 받아 우수한 시설을 갖출 것

으로 알려져 있었다. 치계 제1권 제3호, 46쪽, 1967

190) 개인, 서독국비장학금, 한미재단, ICA자금에 의해 상당수의 교수가 유학을 다녀왔

다.

191) 1926년 William J. Gies Report는 미국의 치과대학교육을 의과대학교육과 분리된 

Dentistry체계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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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을 세분화시킨 나라이다. 미국 유학 교수진은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

나 비판을 가지지 못한 채 미국의 치과교육제도와 임상체계를 모방하여 한국 치

과교육 및 진료과목 정비에 매진했다19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기존의 보존과, 구강외과193) 및 보철과 3개과

에서 소아치과(1956)194), 치주과(1957, 제2보존과로 출발), 치과방사선과(1958), 예진

실(1961, 후에 구강진단과로 됨), 교정과(1965)195)등 8개의 진료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임상과목의 분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새로운 재료와 진료술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동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교정분야의 최신교정술 도입(1957196)), 보철과의 전부주조관(1957)197)과 타이코늄 

국부의치 사용198), 치주과의 치석제거 이상의 치주질환치료(1960)199) 등은 선진적

인 수준의 치의학이 한국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직접 시술되고, 교육되는 단계에 

이르 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치의학이 의학과 직접 접목되는 분야를 내부로 포괄해내었다는 것

이다. 구강내과(구강진단과)의 분과로 치의학 분야 내에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에 유

의하여 기본 병리검사 및 보조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200). 구강외과의 

192) 김명국, 26-27쪽, 치과계, 1977. 11.

193) 미국의 구강외과전문의 치과대학교수는 1856년 필라델피아치과대학에 고용되었

다. T. G. Ward $ F. D. S, Specialization in Dentistry, pp50-55, Interanational 

dental journal, 14, 1964

194) 미국에서 소아치과학을 최초로 분리시킨 것은 1914년 Northwestern University, 

Chicago 치과대학에서 고, 최초의 소아치과학의 교수는 1934년에 배출되었다M. 

E. J. Curzon, Specialists in Paediatric Dentistry in the United Kingdom, p26, 

British Dental Journal,166, 1989

195) 미국의 최초의 교정과 교수는 Angle(1894년)이었고, 최초의 교정학교인 Angle 

School of orthodontia(1899년)가 설립되었다. 

     Milton B. Asbell, A brief history of orthodontics, pp. 206-208, Am. J. Ortho.  

Dentofac. Orthhop. September 1990

196) 김일봉, 교정학, 68-71쪽, 치과계, 1975. 11

197) 김 수, 18-25쪽, 치과계, 1978. 9

198) 한국에서 타이코늄 국부의치는 육군 중앙치과기공소에서 최초로 제작되었다. 최

효봉, 치과회보 제5권 제4호, 1963. 12. 31, 치과회보를 통해 본 당시의 흐름(재조

명)(9),71쪽, 치과연구 제27권 제5호, 1990
199) 백승호, 치주학, 48-49쪽, 치과계, 1975. 11.

200) 1966년 미국의 80%이상의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구강내과를 분과하 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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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전쟁 전후로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201) 악안면성형외과와 대구강외

과202)분야를 개척해냈다. 

셋째, X-ray 장치와 고속 에어터빈(airturvine) 등의 과학적 장비가 학교, 학회, 

대한치과의사회를 통해 개원가로 확산203)되면서, 치과진료의 정확성과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X-ray장치는 한일국교정상화(1965)가 이루어진 이후 국산조립품이 시

판되기 시작하면서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다. 고속 에어터빈의 도입(수천회전에서 

수만회전으로 증가)은 진료효율을 증대시켜 치과진료시의 환자의 통증도 경감되었

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치의학계의 임상진료 수준은 일본과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었다204).

이러한 임상진료과목의 분과는 임상치의학의 학문적 정립과 더불어 한국 치의

학계의 임상위주의 발달을 주도하게 되었다. 일제하 기초의학을 전공자는 두명205)

이었고, 50-60년대 해외유학도 임상과목에 편중되었다206). 내한한 미국인 치과군의

관들도 대부분이 임상의 는데,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실무중심의 술식위주로 수용

하 던 것207)이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수입에 따라 전문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편

중됨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달리 국가나 기업, 학교로부터 기

초학 육성을 위한 예산배려가 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치의학문의 균형 있는 발달

이 저해되었다.

국은 초창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모두를 졸업한 사람들(Double Doctor)에 의해 

구강내과가 개척되었으나 한국은 몇 명의 치과대학 교수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승우, 구강내과학, 42-43쪽, 치과계 1975. 11

201) 미국과 서독, 프랑스의 경우 대구강외과분야에 Double Doctor제를 도입하고 있

고, 일본은 치과의사가 구강외과를 담당하고 있다.
202) 대구강외과는 악골절단술이나 재건수술, 암과 기형수술 및 악안면 성형분야를 통

칭한 것이다. 이상길, 28-29쪽, 치과보건, 제1권 제2호, 1972 

203) 1950년대 치과의원 보유 X-ray는 6대에서, 1967년 X-ray 159대, 에어터빈 93대, 

1976년 X-ray 800대, 에어터빈 약1000대로 증가하 다. 

     치과의사수와 시설분포,24쪽, 치과계 77.11.

204) 김귀선,57쪽, 치원 창간호, 1967 
205) 일제강점기 한국인 치과의사 중 기초의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두명이었다.

206) 정동균, 치과약리학, 76-78쪽, 치과계, 1975. 11

207) 임창윤, 구강병리학, 73-75쪽, 치과계 197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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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기초 치의학 분야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교실정비

를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 다. 해부학과 조직학, 구강병리학 전임교수

는 1950년대부터 있었으며, 치과재료학(1961), 치과약리학(1965), 계통해부학(1966), 

구강생리학(1969), 구강생화학(1969)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확보되었다208). 예방치

과학은 강의만 진행되다가(전임강사,1958)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승인(1966)되었다. 

그 외에 치과의사학209)과 구강미생물학210)은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외래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초 치의학 및 구강보건학 교과목 정비와 전임교수 확

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국의 치의학이 발전됨에 따라 기초 치의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와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초 치의학 교과목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의과대학 기초학 교실에 위탁교육 되었으나, 치의학 교육과 연구로 구체화되는데

는 한계가 있었다. 기초 치의학의 생물학과 재료 공학적 토대가 임상치의학에 접

목됨에 따라 치의학의 과학적 핵심 이론이 발전되었다. 기초와 임상 학문간의 유

기적인 연구는 구강질병의 원인과 치유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케 했다. 

이로써 치의학 연구논문이 증가하고 세포병리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한 임상

진단법이 개발되어 한국의 치의학 연구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둘째, 예방치과학 및 치과의사학의 교과목 편성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사회치의

학으로서의 예방, 관리, 법규교육과 더불어 치의학문과 치과의사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국 치의학 교육은 일제 강점기의 도재식 기술전수를 통한 실업교육

에서, 기초의학과 치의학을 병합단계를 거쳐, 기초 및 임상, 사회치의학에 이르는 

종합적인 치의학문 및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단계가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임상진료과목 분과와 기초 치의학 교실 개설은 분과학회의 발

족과 더불어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적 분화와 학문적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20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60년대, 70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1991

209) 의사학 강의는 서울대학교 의사학 교실의 김두종, 이 택 교수에 의해 진행되다

가 1964년부터 치과의사 이한수가 강의하 다.

210) 구강미생물학의 전임교수 발령은 1980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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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분과학회의 발족

 대한치과의학회 산하 7개분과학회가 결성211)(1959)되면서 모방을 통한 신학문 

도입과정을 거쳐 점차 자주적 학술연구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50-60년대 학술

대회나 학회는 참가비를 받았지만, 잘 걷히지 않아 독립적인 운 이 어려웠다21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연구생 제도가 도입(1961)되면서 박사학위가 시작되자213), 

치의학 연구 인력과 학술활동이 대학으로 집중되었다214).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이 개정(1962)됨으로써 대한치과의학회는 해산215)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합류되

었다. 이로써 치과의사회와 학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가 일원화되고, 협회의 

학술이사는 분과학회장 중에서 선출되는 것216)으로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217).  

대한치과의학회가 대한 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로 개편되자 대한치과의학회지218)

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1963)로 제호를 변경하 다. 각 분과학회별로 학술지도 발

간219)되었는데, 그 중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1960)는 세계 최초의 치과의사학회

211) 1959년에는 대한치과기초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구강외과학회, 대한치과방

사선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의 7개학회가 인준되었다.이어    

대한치주과학회(1960), 대한치과의사학회(1960), 대한구강보건학회(1961)가 발족하

고, 대한악안면성형재건학회(1962), 대한군진치과학회(1962)가 인준되었다. 대한

치과기초학회로부터 대한구강해부학회(1962)와 대한구강병리학회(1963)가 분리발

족되었고, 대한치과기재학회(1966), 대한구강내과학회(1972),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1974), 대한구강생물학회(1975), 대한치과이식학회(1976), 대한악기능교합학회

(1980)이 발족되었다.

     이병태 편저,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산책, 150-168쪽, 도서출판 정상, 2001

212) 좌담, 치과한국의 현주소와 입장, 23-38쪽, 치과연구, 1979. 1

213) 고재승, 구강해부학, 32-33쪽, 치과계 1975, 11

214) 연구생제도(1961-1970년)로 석사 158명, 박사 108명이 배출되었으며, 아직 시행규

칙도 마련되지 않은 치과전문의 제도보다 치과의사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학술적 

경력이 되었다.

215) 대한치과의학회 제14회 총회 및 학술대회(1962. 10)에서 이춘근 학회장은 정관개

정에 따라 대한치과의학회가 해산되었음을 선언했다.

216)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1968년 10월 18일)에 의해 분과학회의 학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부회장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다.

217) 좌담, 치과한국의 현주소와 입장, 26쪽, 치과연구 1979년 1월호

218) 대한치과의학회지는 제1-3권(1954,1960,1961)이 발간된 후, 제4권(1963)부터 대한

치과의사협회지로 제호가 바뀌었다.

219) 60년대에 분과별로 발간된 학술지로는 대한치과의사학연구회지(1960), 대한치과보

철학회보(1961), 구강해부학회지(1964), 치과기재학회지(1966),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67)이 있다. 최진환, 한국치과잡지사, 47쪽, 치원 3호,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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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록되고 있다220).

3.5. 치과의사단체의 조직적 자율성 확보과정

 

대한치과의사협회221)(이하 치협)는 치과의사들의 권익 증진과 치의학문의 발전

을 통해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 단체이다. 전문가 단체가 발전할

수록 개별 전문직업인들에 대한 통제는 사회적(법적)통제보다 전문직 내부적 규제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전문직은 폭넓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222).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조직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올바른 운 원칙과 의사소통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223). 특히 전문적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집단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거나, 파벌화224)되면 비합리적인 주

도권 다툼이나 내부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것은 조직내부의 불신을 불러오고 외

부의 힘(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여론)을 끌어들이게 된다. Pierre Bourdieu는 타율

적인 조직일수록 외부의 힘과 제약이 전문직 내부에 향을 미쳐, 전문적인 발전

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사회. 역사적 변화에 의해 전문가조

직의 존립근거를 달리하면서도, 국민구강보건과 치의학 분야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문직 내부의 조직적 자율성은 지도층과 회

원들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운 원칙에 따라 전문직 내의 자원이 분배되고, 운

에 필요한 경비가 자체적으로 조달되며, 전문직업 의식으로 내부의 결속력이 강

화될 때 확보될 수 있다. 전문직의 외적인 자율성은 국가와 국민에 의해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이고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

220) 이병태 편저,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산책, 161쪽, 도서출판 정상, 2001

221) 대한치과의사회는 1959년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개칭하 다.

222) W. J. Goode,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the Emerging Profession: 

Psychology, Sociology, and Medicine, pp.902-91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6, 1960

223) Pierre Bourdieu, 과학의 사회적 사용, 19쪽, 창작과 비평사, 2002

224) 파벌의 조성은 주도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비과학적인 

힘들을 동원할 때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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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협도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까지 몇 가지 과도기적 시행착

오를 겪어야 했다. 내부분쟁으로 인해 치협의 대외적 업무추진이 지연되기도 하

고,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전문적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치협 

은 자율적인 조직체계를 개발하고,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전문가단체로 성장해나

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치협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치과의사들의 자율성 증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5.1. 협회 내 소비조합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재소비조합 설립안(1955)을 상정했다. 협회의 입장은 소

비조합을 운 해서 치과의사들의 기자재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들에게 낮은 수

가로 치과의료혜택을 받게 하며, 협회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225).  소

비조합 운 에 찬성하는 측은 조합을 통해 서독 기자재를 직수입하니 비용도 절

감되고 질도 우수해서 좋다는 입장이었다226).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협회는 치과의

사들의 친목단체이므로 금전적인 것을 취급하거나 재료상과 결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찬반논란 끝에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결되었다. 이 소비조합은 창립

을 기하여 지방의 환 을 받았지만 반수이상을 점하는 서울치과의사들과는 협조

가 잘 되지 않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소비조합에 관한 규정을 회칙에 삽입(1956)시키고, 서울시

치과의사회 전회원을 소비조합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 다. 신규 이전 치과의원 

개설계를 제출할 경우에도 무조건 소비조합에 입회하도록 하 는데, 입회비 징수

문제가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227). 그 결과, 회원 각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

도록 집행부 임의의 강제조항은 보류되었다. 또, 소비조합에 대한 회원출자가 저

조(12%)하여 얻은 사채이자 때문에 운 적자가 누적되자, 소비조합 운 을 끝내게

225) 김용진, 기재소비조합에 대한 소신, 1955. 5. 15

226) 오응서, 어느날 갑자기, 236쪽, 세광음악출판사, 1985

227) 김경수, 59-60쪽, 치과연구 제50권 제3호,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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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되었다228).

협회 내 소비조합 운 이 지닌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설립 초기 집행부

가 임의대로 전회원에게 강제규정을 적용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는 운 의 묘를 

살리지 못해 회원들의 출자금까지도 훼손된 채 적자로 정리한 것이다. 즉 협회 내 

소비조합운 건은 치협 집행부들의 의욕만 앞세운 사업추진이 회원들의 비협조와 

운 미숙으로 실패한 사례이다.

3.5.2. 연판장 사건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이하 서치)는 연판장 사건(1960. 9)을 해결하기 위해 

부회장에게 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속칭 연판장 사건229)은 회원 200여명이 

불신임 연판장을 돌려 서치회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회비 부족

으로 허덕이던 서치 회장이 서울국민학교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

비조로 교의수당 일부를 전용한 것이 횡령한 것으로 오해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치 집행부에서는 임시총회에서 ‘치과교의 수당금을 본회의 구강보건계몽사업 추

진에 쓸 수 있도록 결의해 줄 것을 제의’했었고, 다수가결로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의가 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이에 불만을 가진 교의들이 연판장에 200

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경에 고소하 다. 고소사건 비화되는데에는 국민학교 

치과의무실에서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치과진료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일부 교의

들과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불허했던 서치와의 의견 차이도 원인이 되었

다230).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화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발족하 고, 정화추진위

원회의 유인물이 부산, 대구 등지에도 발송되면서 파벌231)이 조성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치협집행부에서는 정화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고, 서울시경을 

방문해서 고소건의 선처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을 수습해나갔다.

228) 대한치과의사협회, 92쪽,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229) 오응서, 나는 諸 선생에게 호소한다, 61쪽-65쪽, 치의계 제4권 제2호, 1960

     김경수, 68쪽, 치과연구 제50권 제1호, 2001. 1
230) 김경수, 65쪽, 치과연구 제50권 제3호, 2001. 2 

231) 당시 서치회장은 검정시험 출신이었고,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젊은 교

의들은 치과대학 졸업자들이었다. 이러한 출신별, 세대별 차이도 갈등을 증폭시키

는 원인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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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내 치과시설설치조례통과(1959)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제도적으로 활

성화시킬 수 있는 서치의 괄목할 만한 업적이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서치 집

행부와 사업에 참가한 교의들 간에 실질적인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

적 고발과 내부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치협이 내부적으로 회원들의 이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조절기구나 윤리위원회와 같은 자정장치를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 요소로 작용하 다. 다양한 입장을 지닌 회원들을 치과의사 공동의 집

단적 계획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보유통체계가 마련되고, 운 원칙에 

따른 투명한 사업기풍이 진작되어야 했다. 특히 학교구강보건과 같은 공익적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고취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

여와 운  제안이 가능하도록 지도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연판장 사건은 조직

적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치과의사 공동의 집단적 반성과 학교 교의 활동을 발전

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사건 수습 차원으로 끝나고 말았다.

3.5.3. 외부적 변화에 따른 치과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의 제한

 전문가 단체의 조직적 자율성은 외부의 사회 정치적 변화에 향을 많이 받

을수록, 타율적이 되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게 된다. 1960년대 초반 

4.19와 5.16은 치협 집행부 교체와 최단기의 치무과 부활과 폐지를 초래했다.

치협은 3.15총선 전(1960, 2)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라는 공

문232)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 다233). 4.19혁명이 일어나자, 자유당계열 집행부 

임원들의 사표가 수리(1960. 5)234)되었다. 신임 회장단(1960. 10)235)당선과 함께 회

칙 개정236)이 있었다. 비록 정치적 변화에 의해 치협 집행부도 교체되었으나, 그렇

232) 자유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사회단체에서는 3.15총선에서 자유당의정, 부통령 후보

인 이승만, 이기붕 지지성명을 발표하라’는 공문을 치협에 발송하 다. 

233) ‘대한치과의사동지회 일동’이라는 명의로 자유당 지지성명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는 하 다.

234)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종서는 자유당 중앙위원이며 이기붕 국회의장의 치과

주치의 다.

235) 신임회장 한동찬은 민주당 중앙위원회 간부직함을 갖고 있었고, 서울시 치과의사

회장 김종욱도 민주당계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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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치과의사들의 총의가 향을 받거나 공무치과의들이 대거 교체된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치무행정부분은 사회. 정치적 변화에 따라 존폐를 거듭해야 했다. 치

과의사들의 총의에 의해 1950년대에 부재했던 치무과가 허정 과도정부에서 부활

(1960. 8)되었다. 하지만 과장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정권에 의해 ‘치

무과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신임 치협 집행부는 보사부 치무과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결국 치무과장을 발령(1961. 4)

하여 수미를 펴본 것도 순간적이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치협은 5.16 지지성명서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

장에게 전달하 다. 5.16 후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사회부에 재등록하

여 등록인가(1961. 7. 24)를 받았다237). 그러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행정개혁위원회

의 건의를 받아들여 치무과를 다시 폐지하려 하 다. 치협(1961. 8)은 치무과 존속

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나 치무과는 폐지되었다. 

1960년대 초반 4.19혁명시의 치협 집행부 교체, 5.16쿠테타시의 치협 재등록,  

치무과 부활과 폐지는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크게 손상시켰다. 

이 시기 치협의 타율성은 외부 특히 정치적 문제들이 치협의 조직운 에 직접적

인 향을 끼쳤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238).

특히 의료법 개정(1962. 3)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에 결정적인 향을 

끼쳤다. 새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제, 정기신고제, 전문과목표방제, 의원 및 

병원의 시설기준마련 등의 국가 주도의 전문직 관리와 육성안을 담고 있었다. 이

와 함께 중앙 치과의사회에 모든 치과의사들의 가입과 보수교육이 의무화시켰다. 

이로써 치협은 법적인 정통성 속에서 회원들을 관리할 권한을 지니게 됨으로써 

236) 회측개정안으로 부회장 3명중 1명은 군의관으로 하고, 학회 회장단을 치협총회에

서 선출할 것등이 가결되었다. 신임 회장단의 구성도 부회장에 윤재구(검정출신), 

서 규(군진출신)로 연판장 사건 이후 조직 개선 안을 일부 반 한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9회 정기총회, 1960. 10

237) 5.16군사쿠테타로 대한의학협회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구임원을 주

축으로 다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 하 으나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8월 16일에 보사부 장관이 의협재건준비위원을 위촉하면서 새로이 발족하

게 되었다. 박종연,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에 관한 연구, 101쪽,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1992

238) Pierre Bourdier, 과학의 사회적 사용, 25쪽, 창작과 비평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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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치협도 보건사회부장관의 협조요청

에 응해야 할 의무와 함께, 불응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 명할 수 있게되어 있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협이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인  

권한을 지니나,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타율성239)을 지녀야 함을 법제화한 것이

다. 이에 치협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틀 내에서, 치의학계의 입장을 대변해갔다 

240). 개정된 의료법이 치과의사들의 자율성에 끼친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업허가제는 치과의사들의 개업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치협

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처사라고 지적하 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서

울특별시의 의료개설 TO제241)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하 다242). 

1960년대 한국 치과의사수243)대 인구비율은 선진국의 1/10가량이었으나, 정부는 

치과의사수급이나 의료수가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의료보수규

정에 있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물가안정수준에서 자체인상은 규제했으나, 

치협의 의료보수규정개정 신청에 따른 개정도 가능했다244).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치과 병. 의원 운 에 있어서 재정적, 임상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전문과목표방허가제도에 있어서 치협245)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다.

239)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약하고 시민사회가 일찍 발전한 사회에서는 전문직이 

성공적으로 지위를 구축하여 막강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나 국가의 권력이 강하

고 시민사회의 발전이 늦었던 한국에서는 전문직이 국가에 예속되어 자율성이 취

약하 다.

     Hollingsworth 1986,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230쪽, 명경, 1994

240)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 및 사회연표, 352-354쪽, 대한치과협회사, 1980

241) 의, 치, 한의원 TO제는 의사는 인구2000대1, 치과의사는 8000대1, 한의사는 6000

대 1을 기준으로 하 다.

242) 서울특별시 당국은 치과의원은 종로구와 중구를 제외한 7개구에서 오히려 법정수

에 109명이 미달이라는 조사결과를 밝힘으로써, 서치회원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243) 한국의 인구당 치과의사수는 1955년 22,236:1,  1960년 18,228:1, 1965년 16,291:1, 

1974년 13,000:1로 서서히 증가했다. 1970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2,001:1, 일

본 2,724:1, 국 3,497:1, 스위스 2,052:1, 싱가포르 5,110:1이다. -F. D. I. Report. 

1973

244) 의료보수규정인가신청, 치과회보 제5권 제4호, 1963. 12. 31, 최효봉, 치과회보를 

통해 본 당시의 흐름(재조명)(9), 69쪽, 치과연구 제27권 제5호, 1990
245) 치협은 의협과 같이 전문의 국가시험 및 의료업자 신고 등 사무일체를 보사부로

부터 위임받기로 했었으나 행정상의 법해석 문제로 치과전문의과목표방에 관한 

허가사무는 국립보건원에 위임되었다. 196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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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의 치과의사전문과목표방심의회구성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

방허가 시험(제1회, 1962. 10)이 실시되자 응시자 전원이 불참함으로써 시험이 무

기한 연기되었다. 이에 치과의사전문과목표방심의회 위원들은 사표를 제출함으로

써 국가주도의 전문의제도시행은 치의학계에서는 관철되지 못했다246). 이로써 치

의학계는 전문과목표방심의제에 대해 실시시기와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셋째,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치협의 정관을 개정하 다. 중앙치과의사회의 

가입과 보수교육의무화는 치협의 대한치과의학회의 흡수와 회비징수를 통한 재정

확보247)를 용이하게 해주었다.

3.5.4. 국가의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와 치협의 치재수급노력 

 치과의사들의 진료에 있어 재료와 장비의 수급은 필수적인 것이다. 양질의 기

자재는 진료의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기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치과의사

의 임상적 자율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치과기자재의 유통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가정책에 지대한 향을 받게 된다. 해방 이후 미군수품 치과기재가 전체 국내 

수급 량의 80%가량248)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일협정(1965)으로 일본이 한국의 경

제거래 상대역이 되면서, 일제 치과기재의 점유율249)이 높아졌다. 1970년대 한국교

역이 다원화250)되면서 유럽 치재품 수입도 증가되었다. 국산 치과기재생산도 몇 

246) 한금형, 전문치과의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1994. 

247) 1960년대 초반까지 치협은 회비징수(종신회비 포함)가 부진하여 적자운 을 하고 

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

어 운 회비도 신설(1964)되었다.

248) 1960-80년대 미국은 한국 교역시장의 30-40%를 차지함으로써, 외자와 기술의 공

급원으로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49) 한일 치과의사간의 교류도 재개되어 일본유학도 증가하고, 일본동경도치과의사회 

총회에서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와 자매결연식을 거행(1968. 3)하기도 하 다.

250) 1970년대 한미관계의 중대한 변화요인은 첫째,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및 산업

구조의 변화이고, 둘째, 한국정부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과 자본집약적 중화

학공업진흥으로 정책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셋째, 일본과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대미수출증가속도보다 높아져 1970년 후반 미국의 비중

은 약 30%를 차지했을 뿐이다. 박지용, 제2차대전 이후의 한미경제관계

(1945-1980), 227-250쪽, 한국과 미국,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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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품목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품질 낙후를 이유로 국산 치과기자재 사용은 

저조했다. 치과의사들은 특관세를 지불한 수입 치과기자재를 선호했다. 선진국의 

경우 치의학문의 발달이 기자재의 발명과 산업화를 동반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치의학문의 발달은 발달된 기자재의 도입으로 촉진되기도 했던 것이다251). 당시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고가의 수입 기자재를 사용해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가로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반해 정부는 1950년대 이후 보호무

역정책252)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을 통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려 했다. 그러나 행

정적으로 국산품 치과기재의 검사 기준마련이나 검사기구 설치 등의 대책은 없는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산품 치재산업 종사자, 치협 간의 갈등은 불

가피했고,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에 대한 파동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는 치협에 대한치재공업사장이 제출한 치과재료수입 금지조치진정

에 관하여 문의(1963. 5)했다. 치협 집행부는 이사회 결의로서 국산품은 소정의 절

차를 밟아 합격된 후 임상적 호평을 받을 때까지 금수조치를 보류하도록 회신하

고, 이와 관련하여 전 임원이 퇴임했다253). 그러나 신임 집행부(1963.10)는 이미 보

건사회부의 치과재료금수조치(1964)가 예정되었음을 전해 듣자, 회원여론조사를 통

해 금수반대 결의(876대 2)를 모아 냈다. 이를 근거로 보사부와 재경원을 설득해 

예산을 배정 받고, 지부장회의의 결의를 통해 전국적인 치과재료 배급을 실시했

다. 이에 대한치재공업사장254)은 언론255)을 통해 치협과 보사부업자 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언급했다. 협회 집행부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수습

위원회(자칭)가 치협회장과 서울 지부장들은 명예로운 퇴진을 하라는 요지의 유인

251) 치과 방사선학의 경우, 70년대 PANORAMIC X-RAY UNIT, TOMOGRAPHY, 

CEPHALOMETRIC X-RAY UNIT의 도입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안형규, 86-87쪽, 치과계 80.2

252) 한미 양국간의 교역문제는 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나타

났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대미수출품에 대한 비관세무역장벽을 유지해왔다. 
253) 치과재료금수조치 진정에 대한 회신을 둘러싸고 안종서회장단은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전 임원이 퇴임하 고, 이 문제는 김용진 회장단으로 넘어갔다.

254) 대한치재공업사장 이형주는 당시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255) 약사신문, 1964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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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전국에 돌리고 임시총회를 소집하 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각도치과의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일부 대의원이 모 다가 계엄사의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

었다.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에 의한 위의 파동은 수표수수설로 외부 신문에 기사화

되고, 고소조치가 따름으로서 외부적으로 치과계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높아지는256)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치협

과 치과의사들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치과재료 문제는 한국 치의학계 발

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다. 국산치재사장이 국산품 사용을 

위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과, 치협이 국산품이라도 질이 나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에 해를 끼치므로 금수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국산시멘트 생산자 측에서 질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금수만 

서두르는 것은 옳지 못하며 치의학계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국내 치과업계의 육

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치협이 주장하는 F. D. I규격257)은 몇 품목

밖에 되지 않아 방대한 치과기재의 품목에 대한 분석연구표를 제시할 필요도 있

었다258). 또 국가적인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지원과 공장시설규준의 정화, 의료기자

재의 검사기구마련도 국산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었다. 국내 치과기자재 

생산자들도 유니트 췌어, X선 기계의 조립에서 치과재료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했

다259).

70년대 중반 미국산 치재 수입품은 급격한 감소(5%미만)를 보이고, 치재품 수

입국도 다변화되었다. 치협은 치과기재약품 특별위원회를 두고 수입품의 적정가격

과 통계, 요구량을 조사하고 공동구입을 통해 정부의 치과재료금수조치에 대한 대

책 마련에 힘썼다. 

256) 신의철, 국산씨멘트문제에 대하여, 40-41쪽,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4호, 1965. 9

257)  F. D. I(국제치과연맹)의 치과재료 규정은 1920년대 미국 치과의사협회, 미국국

립연구원(NIH),연방규격국(NBS), 미국육군당국의 협력에 의해 제정된 미국의 치

과재료규정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258) 지광원, 치과기재의 수급대책, 12-13쪽, 치과계 제2권 8호, 1974. 6

259) 박종윤(대성치재주식회사사장), 24-25쪽, 치과계 제3권 제1호, 19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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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개방 압력(1978. 5)에 의해 수입자유화가 단행되었다260). 이에 치과

용 유니트 췌어와 치과용 파노라마 X-ray기계에 대한 수입이 개방되었다. 보사부

(1978.11)는 치과용 기계 사전검사 품목을 확정하고 검사기관을 지정하 다261). 치

협은 치과의료용 기구수입자유화, 치과용 의료기구 관세인하 등을 처리해줄 것을 

건의(1979)했다. 정부에 의해 품질검사 기관이 지정되고 핵심적인 치과기재의 수입

이 완화됨에 따라 치과의사들의 전문적인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국산 치

과기자재 생산업체도 생산품목과 기술개발 수준을 높임으로써, 점차 국내수급율을 

높혀나갔다.  

 3.6. 세계치과의학으로의 발돋움

 3.6.1.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회의(A. P. D. F., 1958)와 제47차 세

계치과연맹회의(FDI, 1959)에 한국대표단을 참석시켜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세

계적인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타국의 치과의사들과의 교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한국의 치과의료문제를 바라보고, 치의학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의 서울 개최(1967. 

4. 24-28)는 한국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첫째, 한국 최초로 치의학계가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치의학

계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262)과 함께 한국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263). 둘째, 정

부의 치의학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주어 치무과가 부활되고, 정부보조금도 지

260) 김인걸 외 편저, 315쪽,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1998

261) 치과용 검사기구로는 유니트, X-ray기, 엔진 등이 확정되었고, 한국기계금속실험

연구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78년도 하반기 의약품 수출입요령을 고시, 제

22호, 1978. 6

262) A. P. D. F회장에 이유경이 당선되어, 한국 치의학계도 국제치의학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263) 이유경, 7쪽, 치계 제2권 제1호,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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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받았다. 셋째, 아세아태평양회의 산하에 치과교육위원회와 치과보건위원회를 

두어264)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 대표의 보고에 의해 아세아 국

가들의 치의학 교육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되었다265).  1,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

럽과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시아 국가들의 치의학 교육체계는 과거 그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의 것과 유사했다266). 식민통치기간의 서구의 치의학문 수용에 있어 

창조성이 부족했으며, 독립 후 대부분 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기초치의

학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수가 적었다. 아세아태평양회의 참가국들은 새로

운 헌장을 제정하고 WHO에 A. P. D. F.가 FDI에 준하는 자문역을 담당할 수 있

도록 건의하고 교류를 강화하기로 결의하 다.

3.6.2. 월남 파병

 한국이 월남전에 한국군을 파병(1964. 9)하면서, 치의무 군의관들도 파월되었

다(1965-1973). 비둘기부대, 맹호부대등의 치의무관으로 파월된 한국인 치과의사들

은 월남전의 특성상 악안면전상환자들 치료해야 했다. 제 1이동외과병원, 제 102 

후송병원등의 구강외과분야의 첨단시술267)은 월남에서의 한국치과군의관에 대한 

264) 제5회 아세아 태평양치과회의 본회의 결의사항, 1967년 4월 25일-27일

265) 편집실, 각국의 치계현황, 20-24쪽, 치원 제2호, 1968

     

  국가명     치과대학수    교육연한      모델국가 및 기타

베트남       1개           5년제          프랑스, 미국

싱가폴       1개           5년제          국         

인도네시아   7개           5년제          프랑스, 네델란드

태국         1개           6년제          미국

필리핀       8개           6년제          미국

말레이지아   1개(72년)                     국

일본         13개          6년제           미국, 독일

홍콩          0개                          국

오스트리아    5개          5년제           국

 
266) Patrick A. Ongley, 아시아 국가에서의 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551쪽, 

미래 세계의 대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267) 월남전 동안의 구강외과 입원환자는 다음과 같다. 1965(7명) 1966년(80명), 1967년

(109명), 1968년(110명), 1969년(84명), 1970년(77명), 1971년(55명), 1972년(23명), 

1973년 (1명). 육군본부, 130쪽,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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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높여주었다268). 한국치과의사들도 월남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치과의학

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베트남 전은 국가적으로 값비싼 대가269)를 치르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와 

차관을 제공받아 국가경제발전을 촉진270)시켰다.

 

3.7. 치과보조인력정비와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

 60년대 대한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계의 보조인력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주도

해나갔다271). 의료보조원법(1963)제정에 의해 위생사, 기공사가 법적인 자격을 부

여받게 되었으며, 업무분장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것은 의료계의 분업체계(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보

건진료원 제도에 의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가 위임된 것272)과는 달랐다. 

그 이유로 치과의료의 분배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국가의 무관심으로 한국에서는 치과보조인력이 준의료집단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질 못했다273).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통제하

에 치과보조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무자격자의 치과치료

를 치과기공사제도를 통해 수렴하려 했던 것이다.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은 치과의

268) 민병일, 월남통신, 47-48쪽,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4호, 1965. 9

269) 한국군은 총 4만 7872명이 참가하여, 5천여명의 사상자를 냈다(1964-1973).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에 대한 종속적인 이미지와, 양민학살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의 지원으로 국군을 현대화하고 일부 군수물자의 판매, 한국기업

의 베트남진출과 한국상품의 수출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인걸외 편저, 279쪽,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1998

270) 한명화, 월남전의 경제적 효과, 94-97쪽, 한미 관계의 정치경제, 평민사, 1986

271) 치무과장과 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의료법에 치과 조항 삽입, 의료보조원법에 기공

사, 위생사 포함, 특히 종합병원 내에 치과설치등은 치계에 공헌한 일이었다.

    오응서, 어느 날 갑자기, 205쪽, 세광음악출판사, 1985

272) 박종연, 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 추이에 관한 연구, 130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92

273) 1925년 미국의 학교에 1750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치된 것이나, 뉴질랜드의 학교 

치과간호사 제도 등은 국가의 공중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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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서 2년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었다(1965. 3274)).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의사

의 지도하에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예방진료와 및 위생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제1회 의료보조원국가시험(1965) 합격자들이 대한치과기공

사협회(1965. 7)를 결성하 다. 치과기공사275)들은 치과의사의 지도276)하에 치과의

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인 충전물,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및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중산층과 

안정적인 상층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서비스부문의 좋은 수요자가 되었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관료체계 속에서 치과의사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 전문직으로서

의 규칙, 제도를 발전시켜나갔다.

70년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대상제도(1970), 치과의사 윤리강령(1971), 치과

의료문화상(1977)등을 제정하고, 공직치과의사회(1972)와 정책위원회(1976)를 발족

시켜 전문적 자율성이 완성단계에 이르 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치과의사 윤리강령제정은 치협이 공동의 전문직업의식으로 치과의사들을 

통합 조정해야할 단계에 이르 음을 의미한다. 독립적으로 개원해있는 치과의사들

이 올바른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협조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한국 치의학

의 발달에 따른 이익이 치과의사 전체에게 돌아가게 되자, 치과의사들 사이의 관

계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277). 의료광고278)등 과다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범을 구체화하여 개원가의 질서를 확립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즉 치과의사 윤

리강령제정은 치과의사들의 개업주의와 전문직업의식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이었다. 

또 치협의 협회대상제도나 치과의료문화상제정은 치과의사들의 자부심 고취를 

274)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은 연세의학기술수련원(1965) 대구보건전문대학, 신구전문대

학, 원광보건전문대, 광주보건, 경희치대부속병원(1977) 대전보건(1978)에 신설되었

고, 국가시험은 1971년에 시작되었다.
275) 치과기공사 양성 교육기관은 고려보건(1971), 대구보건(1972), 신구전문(1974), 신

흥전문(1976), 원광보건(1977), 대전보건(1978)에 개설되었다.

276) 기공소지도치과의사 규정은 1975년에 제정되었다.

277) 피터 데이비스, 치과의료체계의 성립, 68쪽, 사회와 치의학, 한울, 1994

278) 1972년 보사부는 의료확대광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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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결속력을 높이는 조직적 자율성의 높은 단계를 보여주었다.

  3.8. 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 강화

의료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제도의 향을 강하게 받는 분야이다. 한

국은 수출을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2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10%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 다. 그러나 60년대에는 물질적 

부가 축적되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계의 곤란에 

직면해있어 병. 의원 중 특히 치과의 이용이 매우 낮았다. 

5.16 군사쿠테타 직후 폐지된 치무과가 부활279)한 것은 제5회 아시아태평양 치

과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한 3년뿐(1967-1970280))이었다. 1967년은 조국현대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 다. 분단상황의 한국은 

군사주의281)와 결합된 근대적 발전주의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면서 발달해나갔

다282). 군사정부는 급성전염병 예방과 가족계획사업 등의 공중보건 사업에는 강력

한 행정적 지원을 했다. 의료관계 법령도 정비되고 기생충, 결핵, 나병 및 전염병 

관리사업, 가족계획 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 무의촌 해소를 위

해 보건소법(1956)을 제정하고 전국적인 보건소망을 구축하고, 확대해나갔다. 그러

나 구강보건 및 치무행정분야는 공중보건사업이나 관계 법령뿐 아니라 보건소 배

치에서도 소외되었다283). 치협이 미군사원조처의 기증에 의해 치과기재를 확보하

279) 1967년 2월 부활된 치무과내에는 치무계와 공중보건계의 2계가 있으며 담당관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방행정기관에는 치무계 정도도 없었다. 

280) 치무과는 치무담당관실(1970)로 격하된 후 의정 2과(1976) 의정 3과(1977)으로 넘

어갔다.

281) 군사주의(Militarism)는 독일, 일본과 같이 후발산업국가들이 선발산업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군부정권에 의해 근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82) 최장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59-81쪽, 한일관계의 재조명, 이면우

편, 세종연구소, 1995
283) 한국의 보건소의 역사는 서울 국립중앙보건소(1946)에서 시작되어, 보건소 15개, 

보건진료소 471개(1953), 보건소 182개소(1962)로 증가하 다.  치과의사가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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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야284), 보사부의 인건비 지출에 의해 22명의 치과의사가 처음으로 보건소

에 배치(1963) 되었다. 유신정권 수립 후 무의면 해소를 위해 전국 1340개 면 지역

에 보건지소를 만들었을 때에도 치과의사는 31개소에만 배치되었을 뿐이다. 공중

보건치과의사제도(1978)285)가 마련될 때까지 농어촌 주민들의 치과의료는 ‘무의촌 

이동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치무행정사업으로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

교육사업, 순회진료차 운 사업 등이 있었다. 불소도포사업은 치과의사 10명을 서

울시내 10개 국민학교에 배치해서 처음으로 시행(1961)되었고, 국민학생 아동 

12,000명(1962)286), 170,000명(1968)287)에게 확대되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미루어졌다288). 구강보건교육은 학교와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학교 교재에 구강보건 교육내용이 삽입(1968)되기도 하 다. 이러한 구강보건사업

은 70년대까지 부분적으로 지속289)되었으나, 예산지원과 행정전담부서가 없어 국

민구강보건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70년대까지 국민구강보건의 후진화를 초래한 구강보건행정의 약화원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의 장기적인 구강보건계획 결여와 비과학적인 운 방법에 있었다290).  

치과의사 수급정책이 부재하고, 치의학계의 과학적인 구강보건사업제안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 무의촌 이동진료는 무치의촌이동진료차291)(1968)가 

대통령의 지시로 하사된 후, 70년대에 들어 국가에 의해 강제292)되기도 하 다.  

것은 22명 (1963), 치의 36명(1965) 보건소 189개, 치의 22명(1968) 보건소 192개

소, 치의 22명(1971) 보건지소 1,340개, 치의 31명(1974)이었다. 

284) 치과회보 제5권 제2호, 21쪽, 1962. 5,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2호, 33쪽, 1965. 7  

285)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배치법안(1978. 9. 22)에 의해 85명의 공중치과보건의

(1979)가 배치되었다.

286) 윤신연, 44쪽, 치계 2권 10호, 1968. 11

287) 구강보건계장 김운경, 19쪽, 치계 제2권 제1호, 1968. 1

288) 치계 제2권 제1호, 47쪽, 1968.1

289) 치과계 82쪽, 76.3.
290) 김주환, 6.9행사에 대한 소고, 17-18쪽,  치계 제1권 제1호, 1967

291) 신진자동차공업(주) 김창원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지방행정책임자

인 도지사가 운 하 다.

292) 1974년에는 처음으로 국비보조금 2천만원가량이 치협에 전달되어, 각지부를 통해 

각진료반에 지급했다. 각반별 진료기간은 10일간이며 진료대상지역은 수해지역, 

낙도 등 의료빈곤지역, 새마을 우수부락, 세민들으로 되어 있고 진료범위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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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의면 이동진료는 전국 무치의면 인구의 0.5%만을 포괄하고, 발치 위주(83%)로 

진행되어293) 효율이 결여된 사업이었다.

둘째, 치무행정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없었다. 지방조직이 전무하고, 담당분야가 

분할되어 있고, 구강보건업무를 치과의사가 담당하지도 못했다294). 

셋째, 보건예산의 빈곤과 치무예산의 비중약화이다. 1960년도 한국의 보건예산

은 전체예산의 0.95% 다. 그 중 치무과 예산은 극히 낮았고, 이것은 북한의 구강

사업비의 1.6% 다295).

이러한 치무행정의 부재296)와 국가주도의 무치의촌 이동진료사업은 치과의사들

에게 치무행정분야에서의 소외감과 국가시책에 대한 타율성을 강요하 다. 치과의

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지 않아 치무행정에 대한 강화책을 입법 조치할 국

회활동도 부족했다. 그러나 치협은 치무과부활운동, 보건소 치과증설운동, 교의제

도(1956) 및 초등학교 치과설치 조례(1959)마련, 6.9제 행사 및 구강보건계몽등을 

통해 국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배가하 다.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치협이 전국의 각 국민학교에 치과를 설치하도록 문교부

에 건의하던 중 치과교의제도(1956-1962297)) 시범사업(1956)298)을 통해 서울특별시 

적은 발치 27,645, 아말감 충전 4,451, SP관2,166, 의치 871로 되어 있다.

293) 박승오, 정확한 구강보건 실태조사 없는 한 능률을 외면한 자기 만족-한국 치과

의료 사회봉사의 문제, 16-18쪽, 치과계 제3권 제2호, 1975. 2. 

294) 서병서, 27-29쪽,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2호, 1965. 7 

295) 1960년 외국의 보건예산은 평년 4-8% 다. 남한의 치무과예산은 160만환에 불과

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구강사업비는  200만 peso , 환비로 1억 , 총예산의 2%의 

막대한 사업비이다. 치무과 재부활 당시 예산은 600만원(1967) 1,000만원(1969)이

었다. 오응서, 치과공중보건, 1961 치무사업, 75쪽, 치의계 5권 1호, 1961

296)  치무행정의 약화는 해방 이후 보건행정부문에 대해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치과

의사들의 참여가 적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 박종문, 사회치과의학을 논함, 40-44

쪽, 조선치과의보 제2권 제2호, 1947

297)  윤태일 서울특별시장 명(1962. 7. 9)에 의해 교의 및 치과교의 해지 통보로 자연 

기능이 정지되었다. 치협이 국민학교 아동의 구강조사 법제화를 관계당국에 건의

(1964)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보건법(1965)이 통과되었다. 치협의 

재건의로 학교보건법이 개정(1967)되어 치과의사가 학교 교의로 정식 참가하게 되

었다

298) 시범사업으로 남산국민학교를 비롯한 몇 학교에 시설을 마련하고 치과의사와 간

호원 1명이 상근제로 근무했다. 한국치과공론 제1권 1호, 11쪽,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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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치과설치 조례를 통과(1959)시켰으나, 예산편성과 문교부 당국자 설득의 

실패로 확대되지 못했다. 치협은 국민학교에 치과보건위원299)이나 치과위생사를 

배치해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 으나, 서울의 경우 시

립 학교건강관리소300)에 10명의 치과교의가 배치된 것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치

협의 제기로 법안까지 마련되었던 국민학교 치과설치 및 교의배정은 문교부 행정

에 속해있어 예산편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시범사업수준에서 도

태되었다.

6.9행사는 치협 창립 시부터 계속되었고, 이닦기 노래 제정(1956), 건치노인선

발, 전 회원이 동참한 무료진료 및 상담(1957), 신문, 방송을 통한 구강보건계몽301) 

‘3.3.3 이닦기 운동’(1972)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정책부재 속의 6.9행사는 

무용302)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구강보건의 날을 없애고 구강보건시상식만을 거행

(1973)하게 되었다. 한편 치협은 설탕 덜먹기 운동(1978)통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

회와 간담회도 하고, 설탕사용제품에 경고문을 삽입토록 보사부에 건의(1979)하기

도 했다.

한국구강보건협회(1967)303)는 구강질환에 대한 통계, 기초자료조사와 함께 구강

보건교육자료를 계발하고 계몽활동을 펴나갔다.

299) 안종서, 대한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 1954. 6. 19,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4권 

제2호, 119-120쪽, 1976. 2. 

300) 학교보건소(1945. 9)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 창설되어, 서울특별시 보건소법

이 통과되자 학교보건관리소(1959)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치과공론 제1권 제3호, 

46-49쪽, 1965. 8

301) 치의계, 대한치과의학회경남지 제4권 2호, 56쪽, 1960

302) 유양석, 61쪽, 치원 창간호, 1967
303) 한국구강보건협회는 대통령의 지시와 보사부의 요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치과

의학계, 의학계, 정부, 실업계, 언론계 등 사회 각층을 포함해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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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자주적 치의학 교육을 위한 노력

 치과대학 교육과 임상수련 개선요구는 서울대학교 인턴.레지던트회를 중심으

로 한 치대부속병원의 전면 휴업 및 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1968)로 나타났다. 이

들은 치의학 교과과정 및 병원 운 의 합리적인 개선304)을 요구했고, 학교당국과 

인레회간의 합의에 의해 중단되었다305).

1970년대 치의학교과과정연구는 그 동안의 미국 치의학 교육제도 답습과 모방

에 대한 반성 속에서 행하여졌다.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위원회(1971)는 선진 치의학 

교육 모방에서 탈피해 자주적인 치의학 교육 창조를 모색하기 위하여 결성되었

다306). 한국 치의학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치의학 교육내용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 한국 전국민의 구강병

치료필요(Dental Health Service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해내

지 못했다는 것이다307). 그 해결 방안으로 첫째, 졸업 후 일반치과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강화 및 교과수준 조정, 둘째, 지역사회의 구강보건문제를 해

결308)할 수 있도록 공중구강보건학분야의 현장실습309)강화, 셋째, 졸업 후 급변하

는 진료환경을 주도하고 타의료직과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강화310)등이다. 70년대 

치의학교육 개혁론이 대두한 것은 치과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주체적인 자각과 

함께 WHO의 교육자 훈련 참가311)와 미국의 의학 및 치의학 교육의 변화도 간접

적으로 향을 끼쳤다. 

304) 1960년대 미국의 전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을 비판하는 학생소요사건이 있어, 의

학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60년대를 전후로 미국의 의학교육은 

Flexnerian Age(Age of Academic Reason)에서 사회를 의식하는 시기(Age of 

Social Awareness)로 옮겨가게 되었다. 김일순, 의학과 치의학 교육, 35-41쪽, 교

과과정연구, 1976

305) 편집부, 5.24 사태를 분석 비판한다, 64-67쪽, 치원 제2호, 1968. 3

306)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과과정위원회, 8쪽, 교과과정연구 제1권, 1976년

307) 김명국, 26-27쪽, 치과계 77.3.  
308) 박인환, 381-384쪽,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4권 제4호, 1976. 4

309) 김종배, 한국 치학교육과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27-34쪽, 교과과정연구, 1976

310) 김명국, 치의학교육의 목적(Ⅰ), 10쪽, 치과과정연구, 1976

311) 선우 양국, 6쪽, 교과과정연구, 서울대학교 교과과정연구회,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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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탈전문화

3.10.1. 전문가 주도에서 견제세력 등장

 70년대까지 한국의 국민들은 사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생활수준312)이 

낮아 의료이용이 저조하 다. 치과의료 분야도 구강병 유병률도 높고, 치과의사도 

소수 으나 치과의원에는 환자가 없는 기현상이 계속되었다313). 한국의 민간주도

치과의료제도314)(private leading dental care delivery system)가 치과의료비용 상

승과 치과의사들의 도시 집중의 주요 원인이었다315). 미국의 치의학 기술과 기자

재로 구강병을 치료함으로써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개업위주의 조직팽창

은 치과의사의 지리적 분포나 전문진료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

다. 이러한 치과의료의 편재화 경향은 치과의료의 효율적 전달을 방해하며, 치과

의료의 사치화 경향마저 촉진하게 되었다. 의료기관과 보건인력의 지역간에 격차

는 70년대 말까지 점점 커져갔다. 전체 의료인 중에서도 치과의사가 가장 도시 집

중 현상이 심했다. 도시집중률(1975)이 치과의사는 91.6%로 의사 86%보다 높았고, 

한국 의료비 지출(1979)316) 중 치과의료에 대한 민간부담율은 90%, 공공부문은 

10%미만이었다317) 이러한 전문직 주도는 궁극적으로 정부나 다른 주요 비용 지불

자들이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감독하는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가장 

강력하고 향력 있는 정부가 견제세력으로 개입318)하여 조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공중치과의료부문(Public Dental Sector)을 확장하기보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

도를 도입하여 민간치과의료부문(Private Dental Sector)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정

312)  1970년 한국 일인당 국민소득은 265달라로 세계각국 평균(치과대학이 1개 이상 

있는 나라) 1,183달라의 ¼정도의 수준이었다. 김규택, 9-11쪽, 대한치과의사협회

지 제12권 제1호, 1974. 1
313) 김주환, 34-37쪽, 치과계 77.6. 

314) 일명 자유방임치과의료제도(traditional liberal system of dental care)라고도 한다.

315) 김종배, 38-40쪽, 치과계 77.6. 

316) 1979년 일반의료부문의 의료비지출은 공공부문이 20%, 민간부분은 80%정도 다.

317) 유광희,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1-43쪽, 치과계 79.11.

318) 정부가 의사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결심하면, 공생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관계로 전

환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은 이미 독일, 미국, 스웨덴, 일본, 뉴질랜드에서 일어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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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치과의료는 치과의사 주도에서 정부 주도의 치과

의료제도(Government leading dental care delivery system)로 의료전달체계가 변

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치과의료 기술을 중핵으로 한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자율적 관계는 정부(의료보험공단), 국민, 치과의사의 3자관계로 전환되었다.

3.10.2.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치과의사들의 자율성에 끼친 향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319)는 것이다. 둘째, 

분단체제 하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의료보험법’(1963)이 공포되었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형태로 법

제화되고320) 국가경제도 어려워 실시되지 못했다. 1970년대 초부터 박정권의 산업

화전략이 남북한간의 산업화경쟁이라는 맥락에서 김일성 정권의 산업화를 압도하

기 시작했다321). 그러나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76)을 통해 의사와 

준의사 수를 늘려 의사 담당 구역제를 강화, 리진료소를 병원화하고 있었다322). 당

시 서울에 온 북한측 사절단의 의료제도에 대한 과시323)도 남한 정부를 자극하

다. 남한 정부는 서둘러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를 모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

게 되었다. 처음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1977. 7. 1)에게만 실시되었다. 

점차 공무원 및 공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1979. 1), 300인 이상 사업장 근

로자(1979. 7)에게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 다.  

319)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중 사회개발부분은 경비절약형 종합의료사

업 실시로 계획되어 있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균점체제 확립, 예

방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의 강화, 의료시설의 낭비제거, 의료인력의 교육제도 개선, 

국공립병원 운 개선이다. 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 1967년 신년사, 5쪽, 치계 제2

권 제1호, 1967

320) 문옥륜외, 한국의료보험발전사, 86-109쪽, 한국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1997

321) 최장집,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59-81쪽, 한일관계의 재조명, 이면우

편, 세종연구소, 1995
322) 당시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는 아이를 업고 있는 남한의 여성이 치료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종찬, 20세기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사회사

적 이해, 140-141쪽, 의사학 제8권 제2호, 1999

323) 이병태, 재미있는 치의학역사산책, 264쪽, 도서출판 정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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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험 실시가 치과의사들의 자율성에 끼친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공단이 치과의사들의 진료의 내용과 행위 등을 평가함으로써, 

치과의사들의 임상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 다. 이로써 치과의사들은 

자율과 권위를 지닌 전문직에서 표준화된 진료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는 전문

직으로 역할 변환을 요구받았다. 

둘째, 국가와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비삭감과 저수가 정책으로 치과의사들의 재

정적 자율성이 손상되었다. 국가와 비용지불자 주도의 최소 비용정책은 치과의사

의 진료시 사용 기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보험공단의 관리비용만 높일 위험

이 있다. 

셋째, 개업의 자율성만이 보장된 치과의사들 중 일부는 비보험324)진료부분에 

재정투자와 기술혁신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넷째, 정부주도의 치과대학 증설이 계속됨에 따라, 치협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통제를 강화해야 했다. 1970년대 중반 치과대학은 5

개소 다. 정부는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치과의료공급을 늘리기 위해 5개소의 

치과대학 신설을 더 인가하 다325). 치협은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에 좋은 교수진과 시설을 갖춰져야 하므로 치과의사수급정책 수립시 전

문가 단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326).

다섯째,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증대하 고, 치과의사

들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었다327). 제3자 지불방식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구매력

을 증가시켜 의료남용의 소지가 있고, 치과의사들도 자체 윤리제정을 통해 조직적 

통제를 강화해야 했다.  

324) 치과진료에서는 보철과 미용을 위한 교정, 성형, 예방등의 분야를 의료보험 및 

보호 적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박정희 대통령 지시 사항. 1977. 1. 7
325) 치과대학 신설연도는 서울대(1946), 경희대(1966), 연세대(1967) 경북대, 조선대

(1973),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1978), 단국대(1979)이다.

326) 대한치과의사협회, 1979. 1. 22. 건의문, 142쪽,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327) 박종연, 앞의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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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치협의 자율적 통제수준의 향상

                

1970년대 후반 치협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통제 수준을 

향상시켜야 했다. 치과의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고, 견제세력의 역할도 증

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건정책 및 치과의료 정책에 전문가로서의 향력 발

휘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수립이 필요해졌다328). 정책위

원회(1976)가 치협의 주요 정책 개발과 구강보건사업의 장기적인 추진 및 업무 개

선을 위해 발족되었다. 이어 치협은 친목단체가 아닌 정책단체로 탈바꿈 할 것329)

을 선언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전문가적 자율성을 실현시키고자 하 다. 이를 

위해서는 치협내 전문적인 연구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더불어 치과의사

들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했다.

첫째, 치과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이다. 선진각국의 인력

수급현황 및 교과과정, 교육시설 등 제반문제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장기인

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시책에 반 시키고자 하 다. 

둘째, 의료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자체 정화활동이다. 전문가적 진

료지침을 마련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여, 치과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차별하거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셋째, 한국 실정에 맞는 치과기자재규격을 제정하여 양질의 기자재가 생산되고 

판매되도록 계도하며, 관세 및 세율조정의 대정부 활동을 통해 진료장비의 현대화

를 꾀했다. 

넷째,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의 불친절한 언행 및 권위적

인 자세를 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면허대여행위 등의 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하

여 치과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다섯째, 치과의사윤리위원회 및 의료사고대책위원회 등의 조직을 정비하여 전

문직업의식에 의한 연대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고립성을 탈피하고, 올바른 치과의

328) 김종열, 23-27쪽, 치과계 80.3.

329) 지헌택 치협 회장의 기자회견, 198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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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이 치협은 정책생산을 통한 대정부 활동 및 치과의사들의 권익단체로

서의 자율적 통제수준을 높여갔다. 그러나 정부 및 국민을 대한 치협의 사회적 기

능 못지 않게 치의학계 내부의 전문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술지원이나 회원보

수교육, 세계 치의학계와의 교류 등도 강화해야 했다. 한국 치의학계의 자주적인 

생산(교육기관) 및 재생산(학술 및 치과의료기관)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육성방안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했다. 치협 산하 학술위원회330)는 한국을 대표할 

순수 종합학술지 발간과 대한치과의학회의 재창립, 분과학회의 육성방안등의 문제

를 제기했으나 힘을 얻지 못했다. 과거 대한치과의학회가 치협 산하로 흡수될 때

(1962년)와 치의학문의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은 달라졌지만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째, 협회와 학회의 관계수립이다. 치협이 한국의 치과의료의 공급을 담당하

는 치과의사들의 중앙회라면, 학회는 치의학문의 연구와 육성을 담당하는 연구단

체이다. 치의학문의 특성상 학계가 치의학문의 과학화에 주력한다면, 개원의들은 

치의학문의 사회적 응용에 주력한다. 치협은 이러한 치의학문 생산과 응용, 학계

와 개원의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지원을 위한 매개자(Mediator)역할에 충실해야 한

다. 치협의 학회지원, 학회의 치협운 에 대한 협조 속에서만 치의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치과진료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치의학적 자본 분배에 대한 치의학계의 합의 도출과 자체 운 원칙마련

의 문제이다. 치의학의 제도적 권력은 시대별로 면허제도, 학위제도, 전문의 제도 

등의 전문적 경력에 대한 인준 제도인데,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매우 복

잡한 역학관계와 논란을 빚게 된다. 초창기 치의학계에서는 학술적 기능과 관료적 

기능의 혼돈, 세속적 권력의 전문적 업무평가에 대한 개입, 법적 고발과 언론 공

방 등으로 조직적 분열과 치의학계의 발전이 유보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

330) 1980년 치협 산하 학술위원회는 17개 분과학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는 학회육성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회들의 연대와 학회의 자립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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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기능과 구조를 차별화하고, 분배담당자들도 같은 평가

기준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일단 합의한 운 원칙에 대한 자율적 통제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치협은 사회역사적 변화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임상적
.
 재정적

,
 조

직적 자율성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으며, 견제세력의 강화에 따라 치과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모색 속에서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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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론

1. 한국 치과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부터 출현하여 경성치과의학교 졸

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수적 증가를 통해 자체 단체를 결성(1925), 학술활동을 벌

으나,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전국조직에 합병(1941)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치과

의사들은 일제의 조선의사규칙(1913) 및 제도에 근거하여 면허를 획득하 으나, 민

족차별과 치과진료에서의 독점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2. 미군정시기에는 치무행정이 독립(1945)하 고,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전국조

직이 출현(1945)하 으며, 조선치계(1946)를 발간하 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국립서울대에 합병(1946)되고, 조선치과의학회(1947)가 조직됨으로써 한국인 치과

의사집단의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 다. 그러나 치의학적 자

원의 분배면에서 전문직으로의 결속력은 약한 상태 다.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

해서 미국 치의학을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치의학계를 이끌었으

며, 자주적 치과의료건설론은 힘을 얻지 못했다.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에 치무행정은 약화되었다. 치과의사들은 의학과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위하여 의치일원화 운동(1947)을, 치의학문 및 진료

역의 독자성을 확보를 위하여 구강과 명칭 개정운동(1948)을 벌 으나 관련법 

개정에는 실패하 다. 

4.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에 의해 치과대학의 교육기자재가 확보되고, 군

진치의학이 대두되었다. 군진 치의학은 미국 치의학을 직접 도입하는 통로가 되었

으며 구강외과 및 보철 분야의 발달이 촉진되고, 수련의 제도가 일반화(1955)되어 

국내 종합병원으로 확대(Kim's plan, 1959)되었다. 미8군 38선 치과학회(1959)는 미

국의 최신 의술과 기자재를 보급하 고, 치과대학교수들의 해외유학 증가는 한국 

치의학 교육의 발전과 전문적 분과체계의 바탕이 되었다. 

5. 1950년 후반 대한치과의학회 산하 분과학회가 발족(1959)하 고, 임상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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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한국 치의학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치과대학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

장(1959)되었으며, 입치사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이 성과를 거둠(1960)으로써 전문

직으로서의 진료의 독점권을 확보하고, 한국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학술활동이 활

발해졌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윤

리강령이 제정되고, 전문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시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치과재료수입금지조치는 한국 치과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 공급을 일

부 제한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임상적 자율성을 손상하기도 하 으나 치과재료

의 국산화 및 질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7. 한국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행정부문에 대한 전문성 관철을 위해 정부와 국

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노력해왔다. 정부는 일반보건행정에서 치무행정을 소외시켰

으나, 이것은 역으로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의식을 강화시켜 치무과 부활 및 치과

의료제도개선, 구강보건계몽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

해나갔다.

8. 1960-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치과의료수요

가 증대하고, 치과보조인력교육체계가 마련되고, 치과의료분배 문제가 사회화되었

다. 1977년 의료보험의 실시로 한국치과의사들의 임상적, 재정적 자율성은 정부의 

보건정책과 보험공단의 진료행위규제, 환자들의 소비자주의에 의해 견제되기에 이

르 다.

이상과 같은 진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국치과의사들은 전문직으로의 

위상확립과 발전을 위해 자율적 통제의 수준을 치과 진료 수준에서 조직적 수준, 

대사회적인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과의사단체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적 지배 역을 넓힘과 동시에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치과의사윤리 실천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치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를 보호 육성하며, 정부의 치과의료관련 정책수

립에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이 분배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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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ism in Korean 

dental society in the era of Korean modernization 

                                                        Lee, Jue Yeon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Keun Kwon D.D.S, M.P.H., Ph.D) 

  The current study was done to review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dentists after the colonization of Korea from the 

aspect of professional core concept, organized autonomy. Especially, the focus 

was placed in the effect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 on Korean 

dentists and dental services according to changes in history era. The primary 

data used in the current study were overall historical records in the field of 

dental medicine including organized activities of Korean dentists, education 

system and academic system, and related dental laws. Alth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fessionalism in Korean dentists was similar to that in American 

dentists, Korean dentists went through a different growth stage based on 

Korean history and independence of dentistry. The following are the 4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The first purpose was to review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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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colonization of Korea from the aspect of autonomy, which is the core 

characteristic of professionalism. The attention was paid especially on the 

effects of modernization process in Korea on Korean dentists and Korean 

dental medicine.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s, material and systematic aspects of American dental society on 

Korean dental medicine. The third was to review the efforts placed by dental 

medicine on the development of dental society and dental trea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related with the field of general medicine. The 

fourth was to review the roles of Korean dentists play in securing professional 

autonomy wile faced with the awareness on professionalism amongst th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or people while faced with 

professionalism.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1. Although Korean dentists first emerged in 1915 during the colonial rule 

under Japan and held academic activities by forming an autonomous 

organization(1925) centering around graduates of Khung-sung dental school, it 

was forcefully merged with the Japanese Dental Association(1941). Korean 

dentists obtained a licence based on the promulgation of Chosun Dentists Law 

(1913) and system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were restricted on their 

growth by not being able to secure independence amongst racial discrimination 

and dental treatment. 

2. Dental administration gained independence(1945) during the era of American 

military ruling, a dental association emerged(1945), The Journal of Korean 

Dentists(Chosun Chigae, 1946) was published, Khung-sung dental school 

merged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1946), and Korean Dental Association 

(1947) was formed to secure the basis for the growth of Korean dentists as 

professional occupation. However, the union of dentists were not strong as 

professionals in the aspect of the distribution of dental resources. Th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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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aving to go through a phase copying American dental medicine was 

leading dentistry for the development of dentists in Korea, and no support 

was given to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dentistry in Korea. 

3. Dental administration became weakened during the era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Although dentists held a campaign(1947) to unite 

medicine and dentistry for the improvement of boosting social status and a 

campaign(1948) to change the name of "dental surgery" to "stomatological 

surgery", they failed to change the related laws.   

4. American aid helped to secure Korean dental colleges in securing education 

tools and equipment after the Korean War, and military dental medicine rose. 

Military dental medicine became a direct route of importing American dental 

medicin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oral surgery and prosthetic dentistry, 

and popularized the dental intern and resident system(1955) even to general 

hospitals in Korea(Kim's plan, 1959). The American 8th Military 38th Parallel 

Dental Society(1959) distributed latest dental techniques and tools and increased 

study abroad by dentists provide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dentistry 

in Korea and establishment of speciality areas.   

5. Divisional academies of special areas in dentistry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1950's(1959) and clinical division of dentistry was establishe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medicine in Korea. The term of dental 

colleges was extended to 6 years(1959). The success of the campaign against 

the renewal of licence of dentualist(1960) resulted in securing dentists to gain 

treatment monopoly as speciality and autonomous academic activities became 

active. 

6.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developed the code of dental ethics during 

the process of securing autonomy as an organization and established an award 

system for raising the awareness on professionalism.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prohibiting imports of dental materials damaged clini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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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ecame the steppingston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version dental 

materials and consideration of raising quality. 

7. Korean dentists had continuously placed their efforts to promote dental 

health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in people.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 excluding dental administration from general health administration, 

this exclusion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amongst dentists so Korean dentists 

gained trust of people through voluntary efforts for the revival of dental 

administration, improvement of dental medicine system, and campaign of oral 

health, on the other hand.

8. The demand for dental medicine increased during 1960-70 due to the 

increased industrialization and service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system of 

teaching dental assistants was established, and the distribution of dentistry and 

medicine became a social issue.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1977, Korean dentists were faced to having to check their clinical 

and financial autonomy with government health policies, restriction of 

treatment by government health polic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patient consumerism.

From these results, the level of autonomic control should be increased to 

the organization level and Korea-wide level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orean dentists as a profession according to this ever changing 

d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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