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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 치의학 연구 현황 분석 및

용어 연구

이 치 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구강해부학 전공

지도교수 이 승 표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당위성 이외에도 남, 북한 모두

에서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과 분야의 교류나 협력은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북한의 치의

학, 그리고 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통일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정책 및 방안으로 의료 관

련 분야는 연구의 수가 적고 치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더욱 미미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향후 이어질 북한 연구에 토대가 되고 대북

정책 수립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북한 치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대표 내용

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은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와 조선의학에 수록된 논문 중 치

의학 관련된 총 50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들을 전공에

따라 분류하였고, 저자별 빈도 수도 확인하였다. 또한 총 5편의 논문들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논문 전체적 구성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심층



분석된 논문들의 이름은 1)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 2) 치주병

때 입안위생화 치료에 대한 림상적 연구, 3)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

강의학분야에서 2020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 4) 구강건강검

진의 연구범위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치과의료 봉사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등

이다. 이들 논문을 통해 남한 구강건강 실태 자료와의 비교, 언어의 차이

와 변화, 북한의 구강보건 정책 분석, 북한이탈주민 구강 건강 현황, 북

한 보건의료 기본체계 등을 분석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치의학 용

어의 통일에 관한 현실과 향후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학술서라는 제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한 최근 자료를 사용

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하겠다. 앞으로 남북 교

류가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본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더욱 적극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북한, 치의학 연구, 용어, 현황, 분석

학번: 2008-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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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및 역사적 배경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지 갈라졌던 한민족의 재결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의를 가

지고 있다. 비록 다양한 정치, 사회적 상황과 외교 상황에 의해 통일 가

능성과 남북한 간의 통일 추진 노력이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제 한반도

의 통일은 소원이나 꿈이 아닌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정책 또한 위기

의식을 고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위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러 경

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한

모자보건 등의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과 분야의 교류나 협력은 극히 미미한 상황으

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통일의 의미에 대해 국민

들도 정서적 당위성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결론적으로는 통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의 제도와 문화 아래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나 경제제도와 같은 물리적 규범의 통합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민족 정서의 회복이나 문화적 결합의 준비

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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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국가의 통일에 있어 가장 흔하게 드는 예는 독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비추어 보면 통일 이전에 수행해야 할 대비가 얼마나 중요

한 지 알 수 있다.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리적 통일이 우선 된

다면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정치적,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이를 위해서 각 분

야에서의 지원과 교류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에도 불

구하고 현실에서의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

마 독일의 경우에서는 통독 이전 의료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교류가 이루

어져 원만한 통일 과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반

도에서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 연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정책 및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전현준3)에 따르면 분야별 통일 연구 내용은 정책이 39.0%, 사회문

화 26.6%, 경제 16.5% 군사안보 11.7% 및 외교 6.3%로 분류된다고 하였

다. 비록 간행물의 다양함, 중복성, 서지정보 검색 한계 및 일부 출판물

누락 등의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하여 학문적 관심 추세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의료 관련 분야는 복지 분야가 사회문화의 5.6%이고

환경이 2.0%로 둘을 모두 합쳐도 7.6%로 전체 연구의 2.3%에 불과하다.

더구나 치의학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본 연구자가 다양한 검색을 시도하

였음에도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매년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백서

의 경우에서도 치과 관련 사항은 열린치과의사회의 하나원 진료와 치과

의사협회의 개성공단 진료 정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4).

다행히 최근 치의학 분야에서 북한연구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

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

후 이어질 북한 연구에 토대가 되고 대북 정책 수립에 자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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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북한 치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대표 내용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하였으

며 용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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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북한 학술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본 학술지의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는 아래와 같다.

발행사항: 평양, 의학과학출판사, 2011-

형태사항: 책, 25 cm.

간행빈도: 계간.

권년차사항: 소장, 2011년 제1호(루계 29호)부터~

보안구분: 일반.

2016년 제1호(루계 49호)부터 부터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로 잡지명

변경.

등 이다. 현재 분석한 사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 중 치의

학 관련 내용으로 총 442편이다.

나. 조선의학

본 학술지의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는 아래와 같다.

발행사항: 1954년 창간 보건성에서 월간 발행 5호부터 조선의학사 발

행

58년 2호부터 조선의학서적출판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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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부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행

88년부터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의학과학출판사 발행

58년부터 격월간 69년부터 분기간

75년부터 격월간 88년부터 분기간

학술지제호 변천: 82년 6호부터 주체의학으로 발행 98년부터 조선의

학으로 발행 등 이다.

현재 분석한 사항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의 논문 중 치의학 관련

내용으로 총 67편으로 두 학술지를 합쳐 총 50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을 위해서는 연관된 내용의 국내외 문헌을 참조하였으며,

논문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북한 자료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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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논문집 개괄 분석

가. 학술지 내용 분류

학술지의 내용을 전공 과별로 분류하였다. 단일 과가 아닌 여러 과와

관련되는 경우 많게는 3개과까지 중복하여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학술지 내용 전공 과별 분류.

과목 편수 백분율 (%) 과목 편수 백분율 (%)

치과교정 34 6.4 소아치과 12 2.3

구강내과 71 13.3 치과약리 1 0.2

구강미생물 11 2.1 예방치과 21 3.9

치과방사선 3 0.6 구강외과 93 17.4

구강병리 15 2.8 치과재료 28 5.3

치과보존 84 15.8 구강해부 29 5.4

치과보철 55 10.3 치주 64 12

구강생리 2 0.4 구강조직 8 1.5

동의 1 0.2 마취 1 0.2

　 　 　 합계 533 100

결과를 보면 구강외과학, 치과보존학 및 구강내과학과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기초에서는 재료학 및 해부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발

표되었다. 기초와 임상에서는 임상과 관련된 문헌들이 많았으나 소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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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구강생리학과 치과약리학과 관련된 문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

으며 구강생화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

유로는 생물학적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재료가 고가이며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최신 연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5년부터 치과보철학과 치과재

료학, 치과교정학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까지 총 8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

나. 학술지 저자별 분류

저자별로는 509편에 대하여 총 531명의 저자가 분포되었다. 총 저자

수는 981명이었으나 이 중 중복된 450명을 제외하면 총 531명이었다.

이중 주경일은 총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

였고 김용훈과 량룡덕이 1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경일은 치과보존학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였으며 김용훈은

치과교정학, 량룡덕은 치주과학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여 발표자의 전

공을 추측할 수 있었다. 참고로 논문과 관련되는 전공을 한 가지가 아닌

중복 선정하여 총 편수에 비해 관련 전공 편수가 많이 나타났다.

8편 이상을 발표한 저자들의 논문 편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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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술지 내용 저자별 분류.

주경일 14 치과
보존 6 치주 4 구강

내과 2 소아
치과 1 예방

치과 1

김용훈 13 치과
교정 13 　

량룡덕 13 치주 11 구강
외과 2 　

리명길 12 치과
보존 6 치주 4 구강

외과 1 소아
치과 1 　

최순영 10 구강
내과 4 치주 2 예방

치과 2 치과
보존 1 구강

외과 1

리연실 10 치과
보존 4 소아

치과 4 예방
치과 1 치과

보철 1 　

리명은 8 구강
외과 2 치주 2 예방

치과 2 치과
보존 1 구강

내과 1

서현일 8 구강
외과 8 치과

보존 1 마취 1 　

성춘희 8 구강
외과 5 치과

교정 2 구강
해부 1 　

정강호 8 구강
외과 7 구강

해부 1 치과
재료 1 　 　 　 　

다. 학술지 연도별 분류

연도별로는 아래 표와 같다. 조선의학의 경우 일부 논문집이 소실되

었고,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2011년부터 이용 가능하였고 2017

년 2호까지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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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술지 내용 연도별 분류.

연도 조선의학편수 연도 조선의학편수 구강..편수

1988 1 2002 3

1989 1 2003 4

1990 1 2004 4

1991 1 2005 2

1992 1 2006 7

1993 1 2007 4

1994 1 2008 5

1995 1 2009 3

1996 0 2010 7

1997 1 2011 2 44

1998 0 2012 7 55

1999 3 2013 0 61

2000 1 2014 1 47

2001 2 2015 91

2016 83

2017 6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학에 실린 치의학 관련 논문의 수는 매

우 적어 2013년 이후 부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년

에 4회 발간되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치의학 관련 논문이

50%를 넘는 등 매우 활발히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이후

논문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논문 심층 분석

가.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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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조선의학에 실린 논문으로 저자는 김혁, 김태일, 한철이다.

논문의 내용을 보면 10에서 14세 어린이 600예를 대상으로 남, 여 각

각 300예를 대상으로 이삭기 즉 치아우식증 (충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를 분석하였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양치회수, 타액양, 열구 형태,

치태지수 등으로 보았으며 그림 1의 표 3 결과와 같이 성별을 빼고는 모

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 논문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하

였다. 유일하게 인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02년 유진벨재단이 북한 원

산에서 B형 간염 백신 사업을 전개하며 5개 초등학교에서 854명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자료가 있다6). 하지만 제한된 검진

도구를 사용하였고 아래 자료와 같이 치아우식의 존재 여부만을 검사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영구치와 유치의 구분도 없으며, 충전치아와 상실

치아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등 국제적인 검진 기준 자료와 비교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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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 원본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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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용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용된 검진 기준

Oral health screening criteria

Stage 1 = no caries characterized as any yellow, brown or black

lesions visible on any teeth, primary or permanent

Stage 2 = minor caries characterized as small, slightly visible

yellow, brown or black lesions on one or more teeth, primary or

permanent

Stage 3 = severe caries characterized as large, highly visible

yellow, brown or black lesions on one or more teeth, primary or

permanent

2)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인 2003년 남한 아동과의

단순 비교 해보면 8세 아동을 기준으로 영구치우식경험률은 북한이

71.8%, 남한은 43.2%이었고 우식경험치지수는 북한이 1인당 2.07개, 남

한은 영구치 기준으로 1인당 1.03개이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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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연령별 영구치우식경험률.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

사 자료 심층분석 226쪽 (보건복지부, 2012년)

남한은 이후 5세 아동의 우식유병자율이 64.1% (2000년)에서 37.6%

(2010년)로 급속히 떨어졌다.

치아우식증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 처치를 시행하고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해서 5세 아동의 1인당 우식경

험유치수는 5.47개 (2000년)에서 2.99개 (2010년)로 감소하여8) 2016년 현

재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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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연령별 우식경험영구치지수.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228쪽 (보건복지부, 2012년)

표 4 주요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62쪽 (보건복

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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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Total (%)

No Caries 15  95 144 1 255(29.9)

 Minor Caries 21 122 170 2 316(37.0)

 SevereCaries 25 120 138 0 283(33.1)

Mean (SD)
2.16

(0.799)

2.07

(0.796)

1.98

(0.790)

1.67

(0.577)

Total (%) 61(7.1) 337(39.5) 452(52.9) 3(0.4) 853

그림 4. 5세 아동의 유치우식경험자율(df rate) 변화.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73쪽 (보건복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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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살) 검사인원 (례) 이삭기발생률 
(%) 평균이삭기 이발수(개)

10
12
14

200
200
200

27.4
38.6
43.9

1.4±0.76
2.2±1.24
2.8±1.65

3)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 나온 결과를 보면 10세에서 14세를 대상

으로 하여 북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남한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논문이 2007년 발표되었으므로 조사는 2006년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한의 2006년 data와 비교하여 보았다.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한 인구집단 내에서 질병이 새로 발생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의 이삭기발생률은 기간을 특정하지않아 유병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2살의 경우 북한은 38.6%, 남한은 23.5% 였으며 14살

의 경우 북한은 43.9%, 남한은 29.4%로 남한이 훨씬 낮은 유병률을 보

였다. 하지만 치료까지 포함하는 영구치우식경험자율로 본다면 남한이

12살의 경우 61.1%, 14살의 경우 77.5%를 보여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9). 참고로 분석 대상 논문에 나온 표 2를 표 5로 다시 정

리하여 첨부하였다.

표 5 나이에 따르는 이삭기발생률의 변화

표 6 최근 10년간 학령기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DMF rate)변화.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76쪽 (보건복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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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근 10년간 학령기 아동의 영구치우식유병자율(D rate)변화. 국

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77쪽 (보건복지부, 2012년)

4) 치아우식증에 걸린 치아 수는 남한의 경우 치료까지 포함하는 영구치

우식경험치아로 비교해보면 12살의 경우 북한은 2.2개, 남한은 2.2개 였

으며 14살의 경우 북한은 2.8개, 남한은 3.6개10)로 역시 남한이 비슷하거

나 더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5) 영구치우식경험치아의 경우 2000년까지 3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WHO의 목표가 있었으며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거의 모든 OECD 국가

가 달성하였다. 2006년 부근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 12세 아동

은 1개 이하의 영구치우식경험치아 수를 보였다11). 남한 및 북한의 경우

3개 이하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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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근 10년간 학령기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치아 지표의 변화.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79쪽 (보건복지부, 2012년)

그림 5. 학령기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치아 지표의 변화. 국민구강건

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79쪽 (보건복지부, 2012년)

6)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탈북 치과의사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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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로 실제 검사 자체는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하지

만 대상 및 지역은 구강 관리가 잘된 도시의 학생들이었을 것이다. 셋째

로 단순 육안적 검사만으로 치아우식증 이환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도농간 격차가 극심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논문 결과가

북한 전체의 유병률이나 우식경험치아수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

히 농촌의 경우 14세 쯤 되면 치아우식증에 걸린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발치로 이어진 예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 알려져 있어 본 논문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6. 연도별 연령별 영구치우식유병률.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

사 자료 심층분석 227쪽 (보건복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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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연령별 우식영구치수.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229쪽 (보건복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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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주요 OECD 국가별 치주건강상태. 국민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62쪽 (보건복지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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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연구의 직접적 결과는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

으로 치과의사라면 상식적으로 유추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험인자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당연히 치태 지수이었다. 하지만 분

석법에 있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첫째로 종속변수가 치아우식증으

로 설정되었으나 우식이환치아수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는 지 여부이다.

단지 치아우식증에 대한 이환여부만이 적용되었는 지 개수에 따른 종속

변수 변화가 있었는 지에 대한 서술이 되어있지 않다. 둘째로 위험인자

분석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회기분석이라 잘못 표기되었음)을 적용하여

odds ratio (원문에는 OR로만 표기됨)를 구하였으나 베타값 (결수)과 표

준오차를 기입하면서도 필수적인 유의수준 (p value) 혹은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을 1, 여성을 2로 정하였기 때문에 0.6837이라는

OR값은 여성에서 조사했을 경우 남성에 비해 치아우식증이 발견될 가능

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통계학적으로 성차가 치아우식증 발생과 관

련없다는 원문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유의

수준 또는 95% 신뢰구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결과값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양치 횟수 (이닦기 회수)의 경우 기준값이 0회로 정

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OR값이 1.3457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양

치 횟수가 많을수록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러

한 결과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기의 오류로 보이며 동시에 결과값의 신빙성 그리고 신뢰성있

는 연구과정 수행에 대하여 확신성을 가지기 어렵게하는 증거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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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주병때 입안위생화 치료에 대한 림상적 연구12)

조선의학 1999년 2월호에 실렸으며 저자는 곽정백이다. 곽정백은 조

사 논문집에서는 본 논문 한편만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치주병 환자들

을 연구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구강 위생 관련 지도를 시행하고 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점들은 연구내용을 토대로 추측 가능한 몇 사

항과 치의학 용어 분석이다.

1) 용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한글 용어의 사용이다. 본문에서 이

돌, 이닦이, 입가심, 이발, 이뿌리, 이짬 등의 한글 용어와 맹낭이라는 한

자 용어가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 중 이짬과 맹낭이 일반적 추측

이 어려운 용어였다.

2) 이짬의 경우 탈북자의 자문에 의하면 치간공간, 치아사이공간 등과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남한에서도 짬이 여가, 여유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치과 용어에 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논문에서는 더 이상 이짬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발사이라는 용어는 확인할 수 있다. ‘이발사이에 음식물끼우기

의 발생빈도에 대한 연구’ 조선의학 2006년13)에, ‘치주조직과 이발수복물

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하여’는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3년 1호14)에 실

렸으며 모두 치아사이공간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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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치주병때 입안위생화 치료에 대한 림상적 연구 원본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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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짬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 잇새(이사이)라는 단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서 흔하게 쓰이는 것과 같은 사례로 생각되며 학술지에서는 이발사이라

는 단어 사용이 더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3) 맹낭(盲囊)의 경우 치주낭을 의미하며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남한에서도 오래전에는 사용되었었다. 1969년 최신의학 12권 6호에 발표

된 오성용의 自家骨移植에 依한 齒槽骨下 盲囊 處置의 實驗的硏究

(Experimental Studies on the Autogenous Bone Transplantation in the

Treatment of Infrabony Pocket)와 같은 논문에서 맹낭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일본식 한자 용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직도 무척추동물에서 맹장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맹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4) 이 논문에서는 치의학과 관련된 다수의 한글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 논문 자체에서도 치태

(이때), 세척하고(씻어내고), 함수(머금기), 발적 등 충분히 한글화가 가

능한 단어들을 한자 용어 그대로 쓰고 있으며 맹낭과 같은 오래된 한자

용어가 사용되는 등 한글 용어 사용이 체계적이거나 특정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이치연 등16)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

5) 연구 내용에서는 연구군의 경우 치석 제거와 클로로헥사이딘액과 불

화나트륨액 처치를 하였으며 이를 정도에 따라 30일, 20일 혹은 10일에

한번씩 시행하였고 약치분과 박하수로 가정 내에서 위생처치를 매일 하

도록 하였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치석제거 후 요오드액 처치를 하였는 데 기간은 정도

에 따라 3달, 2달 혹은 1달에 한 번씩 하여 연구군에 비해 3배 긴 기간

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정 처치는 청류소금치약과 깨끗한 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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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하였다.

결과로 연구군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대조군

의 경우 증상에 따라 13.2%에서 40.2%의 환자만이 증상 호전을 나타내

었다고 보고하였다.

6) 의아한 것은 첫 번째로 이 연구가 3년 6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하였는

데 연구군과 같이 길게는 한달, 짧게는 10일에 한 번씩 지속적인 치과

방문이 254명에 대하여 가능했을 까 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군과

비교군 대조 내용이 치석제거 인가 아니면 home-made 치약과 공장생산

치약을 비교하고자 했던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산업 현황을 고려

한다면 부족한 치약 공급을 가정내에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한 것

이 아닐까 추측되었다.

7) 연구군에서는 약치분을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었는 데 성분을 보면 소

금 100(단위는 나오지 않아 비율로만 추측함)을 기준으로 중조 50, 오배

자 10, 세신 5, 박하수 적당량으로 되어있고 박하수는 박하유 10방울, 중

조 1, 율무팅크 10방울, 증류수 5000 으로 보고하였다. 약치분은 구태여

공장에서 만들지 않아도 가정에서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데 중조

(重曹, sodium bicarbonate)는 탄산수소나트륨 즉, 베이킹소다로 음식첨

가물이자 소화제로도 쓰이며 천연 세제 및 치약의 성분으로 기성품에도

사용되는 물질이다17). 오배자(五倍子, gallnut)는 오배자면충이 오배자나

무 잎에 기생하여 만들어 지는 것으로 탄닌 성분이 있어 수렴효과를 기

대할수 있고 소화기관 장애나 구내염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세신(細辛)은 세신족두리풀의 뿌리를 건조시킨 약재로 가는 모양으로 매

운 맛이 있다. 해열제, 진통제, 진해제로 사용되며 구내염이 있을 때 가

루를 내어 뿌리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치통 완화제로 민간요법에

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19). 박하유(薄荷油, peppermint oil)는 박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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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에서 나오는 것으로 향료로 널리 쓰이며 껌, 사탕의 원료이며 특히 치

과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0). 율무 역시 민간요법으로 치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이와 같이 성분만 본다면 전통의학, 민간요법으로 구강 위생에 효과

적이며, 농촌에서 채취하거나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성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구태여 공산품을 구입하지 않고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치분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준 배경을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치약의 가격은 3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도 공산품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

았으나 이 논문이 작성된 1999년 즈음하여 치약 가격이 인상되고 장마

당에서의 구입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대조군에는 청류소금치약을 사용한 점이다. 이

치약은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품이다. 평양화장품공장은 1957년에 세워

져 화장품, 두발 제품, 구강 위생 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 치약은 대표적 생산품으로 여겨진다21). 이 후 2000년대에 평양

화장품공장이 현대화 재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김정은도 방

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이전에는 치약 생산량이 제한적이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 번째, 치주병 환자 치료에 치약보다는 치과에서의 적극적 치료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3년 6개월이라는 기간과

결과값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공산품 치약이 아니라 약

치분을 쓰더라도 적극적 치과 치료가 수반된다면 치주병 개선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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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9)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논문이 작성된 배경을 추측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탈북 치과의사의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

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학술적 교류마저 불가능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간접적 분석이나마 부족한 정보를 채워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강의학분야에서 2020년까

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23)

1) 본 논문은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3년 2호에 종설 및 자료 부분에

실린 논문이다. 저자는 길창남, 박상혁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2003년 International Dental Journal에 실린 ‘Global

goals for oral health 2020’에 기초하고 있다24). 이 논문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치과연맹 (FDI World Dental

Federation (FDI)), 국제치과연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 등 3개 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 2020년까지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하여 도달해야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내용

을 소개하고 있다. 서지 내용과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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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강의학분야에서 2020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 원본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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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003) 53, 285-288

Martin Hobdell (Leader of FDI Joint Working Group, Houston,

USA,)

Poul Erik Petersen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Switzerland)

John Clarks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Alexandria, USA)

Newell Johnson (FDI Science Commission, Ferney-Voltaire, France)

2) 이 종설은 심지어 토의 부분마저 원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background의 번역 내용을 수록하였다. 다만 저자의 의견이 담긴 것으

로는 김정일 어록과 말미의 한 단락이 있다.

이 단락에는 2013년이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 60돐이 되는 해라는 언

급이 있다. 이는 북한이 예방의학적 방침 정책이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25).

3) 로동신문 역시 2013년 2월 전반적 무상치료제 60주년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적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는 1960년 이 후 보

건시설과 보건요원이 준비된 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80년대까지

유지되어오던 이 제도는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함께 와해된 것이나 다

름없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장마당을 통한 재료의 구입이 진료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종설에서 번역 부분을 제외한 극히 일부의 저자 의견 내용마저 정

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이 종설은 간접적이나마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세계 흐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WHO

는 보건 관련 대표적 비정치적 세계 기구이다. 현재 통일부에서 시행하

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실행 주체로 북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몇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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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방을 포함하는 북한의 실정과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지만 만약 자체적 구강 보건 향상 목표를 세운다면 참고 자료

로 충분히 이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로 이러한 내용들을 비록 만들어진 뒤 10년이 지났으나 학술지에

발표하여 치의학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간접

적인 정보가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치의학계가 시행하고 있는 외

부 세계와의 차단 혹은 교류에 대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

들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히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탈

북 치과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학술지 출판이 대내용, 대외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치과의사들 중 얼마나 이 학술지를 구독할 수 있는 지

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 예로 ‘To reduce the prevalence of disfiguring dental fluorosis by

X% as measured by culturally sensitive measures an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luoride content of food, water and inappropriate

supplementation.’을 ‘감도가 예민한 인공측정수단으로 보기 흉한 불소중

독증을 검출하고 음식물과 음료수, 불적합한 영양보충제에 특별히 관심

을 돌려 불소중독증의 유병률을 줄이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제대로 된

번역은 ‘각 국가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방법으로 특히 음식, 식수 그리고

부적당한 영양보충제에 함유된 불소함유량을 조사하여 보기 흉한 불소

반상치 유병률을 X %까지 낮추는 것’이다. 즉 지역별, 식습관 문화적 특

이성에 따른 불소섭취량의 차이를 확인하여 불소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일부 오역하고 거칠게 번역 기술하여 번역문만 읽는

다면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동일 항목의 다른 내용에서는 ‘To

increase early detection by X% for both hereditary and acqired

anomalies’을 ‘유전성 및 후천성이상들의 조기검출률을 높이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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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여 후천성이상 환자에서 환자가 빠지고 후천성이상으로만 표기한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의 의역을 시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6번째 항목인 ‘Health care information systems’

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렇듯 일부 문제는 있으나 번역자가 원문을 충분

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북한 치의학 분야의 국제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1년 4호 종설 및 자료 부분

에 실린 ‘최신 치주병의 분류와 그에 대한 리해’라는 논문26)에서도 1989

년 세계임상치주병학회에서 채택한 치주병 분류를 소개하고 있다. 20여

년이 지난 내용이어서 시류에 늦은 감은 있으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치

주병을 치료하는 림상의사들의 병진단과 치료계획작성에서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작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으며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2년 1

호 가장 첫 사설의 제목은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의료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자’ 였으며 내용은 병원 시설 개선 및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경

쟁력 강화와 무상치료제도 향상 등이었다. 또한 이는 김정은을 ‘결사옹

위’하는 것과도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

술 발전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를 표방하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변

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무상주의 강화와 의료봉사

사업 추진 등의 주장 또한 일반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

보와도 연결지어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문의 내용 그리고 특히 사설과 같은 내용은 새로운 정권의

등장과도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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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강건강검진의 연구범위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27)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3년 2호에 종설 및 자료 부분에 실린 논문

이다. 저자는 김용준으로 ‘구강검진에서 q-검정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

‘구강건강검진전의 일치성시험기준에 대한 연구’ 등 구강, 안과, 이비인후

과 학술지에 검진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발표하였다28,29).

1) 2012년 ‘구강검진에서 q-검정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

지 구강검진에 대한 연구 논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무상치료와 예

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의학 체계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을 구강 3대 질병으로 규정하고 집단 조

사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학적 관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예방치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하였다.

2) 안타깝게도 2012년과 2013년 일련의 논문 작성 이 후 구강건강검진에

관한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일련의 논문에

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치아우식증 단계의 구분, DMFT index의 사용 등

을 통하여 사용 및 호환이 가능한 data 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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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강건강검진의 연구범위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원본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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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록 논문을 통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구축

되어있다면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북한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

강건강증진 사업 내용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북

한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검진 data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기준을 확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 사업 효율성을 증가시켜

야 할 것이다.

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치과의료 봉

사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30)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6년 4호에 서문이다. 저자는 황광무로 다

른 논문은 저술하지 않았고 2017년 1호 종설 및 자료에 ‘치과학의 발전

에서 주목되고있는 생체심미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개제한바 있다31).

저자는 본문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방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치과예방치료기관들을 주민 거주지에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한다.

2) 치과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3)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진 기법을 도입한다.

4) 치료기술의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특히 소아치과, 보철과 및 재료

부분 강화한다. 이 중에서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철과에 역점을

둔다.

5)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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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치과의료 봉사를 발전시

킬데 대한 방침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원본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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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 개발을 통해 치과의료 종사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지식 및 술

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언급한 사항들은 기존 북한의 헌법에 명시

된 보건의료 기본체계인 ①전반적 무상치료제, ②예방의학제도, ③의사담

당구역제도의 내용 이외에도 실제 주민들을 위한 치료 수준의 향상을 지

적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치과보철에 대한 강조를 하였는 데 이는 북한

의 심각한 치아 상실 및 낮은 수복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하여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진료에 관한 통계를 보면 2003년부

터 2008년까지 하나원 본원 및 분원에서 총 5,788건 중 신경치료가 721

건(12.5%), 보존치료가 791건(13.7%), 외과치료가1,130(19.5%), 치주치료

가 644건(11.2%), 보철치료가 2,289(39.2%), 기타치료가 210건(3.6%)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32).

①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가 56.9%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새터민의 구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

② 보철치료가 39.2%에 이르는 것은 새터민의 치아상실율이 심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③ 하나원 입소자의 97-98%가 치과질환자이다.

위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 주민의 구강 건강 상태는 붕괴

직전으로 추측된다. 2016년 탈북한 치과의사는 북한 주민의 구강 건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만나본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치석이 많이 껴있으며 스

케일링을 일생에 단 한 번도 안한 사람이 대다수이다. 또한 여성보다 남

성의 치아 상태가 심각하였는 데 특히, 북한 남성들의 흡연율이 높기 때

문에 치경선에 치석, 담뱃진이 많이 껴있다. 보철사 등의 이유로 가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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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 주위 치석 생성률이 높다.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은 치경부 마모가

많이 발생하며 남성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제일대구치의 경우 많은 사람이 상실하였다. 여러 이유로 손상

이 일어났을 때 보존적 치료 보다는 대부분 발치를 할 수 밖에 없고 후

속 보철 치료를 거의 받을 수 없다. 빈부 격차에 따라 치아 상태 차이가

크다. 북한에서도 일부 부유층들은 치아 관리가 잘 되어있다. 잘 사는 북

한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보존적 치료와

수복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

유치 뿌리는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아이들은 관리를 제

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의 치아 관리 이해도가 낮아 유치 뿌리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간접적 증거로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은 치아우식증 혹은

치수 손상 시 보존적 치료보다는 방치되거나 악화 시 발치하고 있다. 또

한 발치 후 보철 역시 다수 치아 상실 후 가철성 보철물로 수복 치료를

받으나 잔존 치아 역시 손상을 입어 계속 발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

고 있다.

북한의 현 보건행정조직은 중앙에 보건성이 있고 각도와 직할시에 보

건국이 있고 시, 군에 보건과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1차 진료기관: 리 단위 진료소

2) 2차 진료기관: 시, 군 단위 인민병원

3) 3차 진료기관: 도, 직할시 단위 중앙병원 및 의대병원

4) 4차 진료기관: 평양 제 1, 2병원, 적십자병원, 김만유병원 등의 단

계로 구분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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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환자는 완치가 될 때까지 상급 의료

기관으로 의뢰된다. 이 때 환자들은 교환병력서와 의사의뢰서를 가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간다.

치과 질환의 경우 4차 진료기관으로는 평양 류경구강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평양산원과 유선종양연구소, 김만유병원, 고려의학과학원을 비롯

하여 널리 알려진 전문병원들이 자리잡은 문수지구(평양시 대동강구역)

에 건설되었다. 류경구강병원은 최신 의료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과수복물도 자체 제작하고 있다. 구강내시경을 비롯한

다양한 방사선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교정 및

임플란트 치료와 같은 최신 술식도 무상을 원칙으로 제공된다고 홍보하

고 있다34).

하지만 이에 대한 탈북 치과의사의 증언은 차이가 있다. 그는 류경구

강병원과 최신 치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청진에서 교정의 1인자라고 알려진 의사가 있어서 시술 과정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본 교정과정과 너무 달랐다. 사소한 부분까

지 너무 달랐다. 일례로 교정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 북한에서는 들어보

지도 못했다. 남한과 북한 의료기술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되니 방사선기기를 가동할 수도 없다. 기초부

터 안 되어 있는데 류경구강병원 한 곳에만 최첨단 방사선기기를 마련해

놓고 허황되게 북한 전체의 현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계전부 사람이 방문하면 그때만 전기가 들어온다. 전압도 일정

치 않으니 당연히 압축공기기계(air compresso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다. 여러 종류의 치료에서 방사선자료를 보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보면 북한에서도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한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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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개선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최신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남한을 포함하는 외국 치과계와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치

의학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될 것으로 판단

된다.

3. 논문 전체적 구성 특징

가. 참고 문헌

1) 본문에 인용 번호가 없다.

2) 참고 문헌이 본문 내용에서 가지는 연관성 확인이 어렵다.

3) 대개 1980-2000년까지로 오래된 문헌들이 인용되었다.

4) 러시아 논문의 인용이 상당히 많으며 오래된 일본 논문 인용도 다

수였다.

5) 공통적으로 문헌의 대표 저자 이름은 나오나 논문의 제목은 나오

지 않았다. 또한 많은 참고 문헌 논문집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

고 간혹 페이지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다.

6) 참고 문헌의 수는 3-5편 정도로 매우 적었다.

7) 결론적으로 참고 문헌이 참고라는 실제 기능 수행보다는 형식적으

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나. 그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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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는 문헌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진이 실린 경우는 전무하다.

2) 간혹 그림이 실리기는 하지만 펜으로 그려진 드로잉 수준이며 채색이

된 경우는 없다.

3) 따라서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구조물 표현을 문장으로만 서술하여 이

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다. 용어

1)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한글화가 된 경우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뜻의 유추가 가능하였다.

2) 한글화에 관해서는 이발 (치아), 이삭기 (치아우식증) 등 대표적 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자에 따라 한글 용

어와 한자 용어를 혼용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려웠다.

3) 한 논문 제목에서도 한글과 한자의 혼용이 있었으며 예로는 ‘자석보

철이 치태 및 이돌침착과 치주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에서 치태

(이때), 이돌(치석)의 사용, ‘발수 및 이뿌리관치료후에 생긴 신경장애를

치료한 증례’에서 발수, 이뿌리관의 사용, ‘침선내시경에 의한 악하선타석

증의 진단 및 타석적출술에 대한 림상적연구’에서 침선, 악하선, 타석의

사용 등에서 혼용의 사례를 볼 수 있다.

4) 같은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다르게 표기된 예도 있었다. 2013년 말

조철룡이 작성한 ‘화상성급성치근막염을 별모양신경절 봉쇄료법으로 치

료한 증례’와 2006년 김세강, 길자평, 백현기 조철룡 등이 작성한 ‘치주병

때 성상신경절차단법이 이발주위조직의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비교해보면 같은 stellate ganglion block을 별모양신경절 봉쇄와

성상신경절차단 둘로 나타낸 예를 찾을 수 있다. 연도 별로 보면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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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용어로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예에서 보면 턱얼굴부라는 표현

은 2010년, 2012년 석남주에 의해 사용되었고 악안면부라는 표현은 2014

년 변성남에 의해 사용되었다.

5) 악안면부를 사용한 변성남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논문 제목을

보면 2011년 ‘하악각비대를 구강내외경로 결합법으로 수술한 증례’, 2013

년 ‘몇가지 악안면륜곽측정지표들에 대한 계측참고값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 2014년 ‘구강악안면부혈관종을 블레오미친으로 치료한 경험’과

2014년 ‘안면신경절단성마비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연구’ 등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한글 용어 사용이 많았지만 저자의 선호도에 따라 한자

용어도 사용되었다.

라. 서론

1) 서론을 특별히 나누지는 않았고 매우 짧게 연구 목적만을 기술하였

다.

2) 조선의학을 기준으로 2005년까지 서론을 ‘우리는’으로 시작하였으나

2006년 논문부터는 ‘위대한 장군님 (대개 김정일을 지칭)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으로 시작되었다.

3) 이는 2011년 김정일 사망 이 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

고 우리는’으로 바뀌었다.

4) 또한 2007년 이 후 다수의 논문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훈시 내용>’의 단락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마.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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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짧게 결론 정도가 번역되어 대개 2-3 줄인 한 문장으로 표현되

었으며 문법적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2) 제목 역시 번역된 단어의 나열에 그치며 문법적 오류를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

4. 치의학 용어 연구

남북한 간 치의학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2000년 허진영과 이의웅의

논문44) 이 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 후 2016년 이치연 등이 북한

치의학 논문 내용에 기반하여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16).

하지만 의학분야를 비롯한 다른 전문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하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현실이다.

이전 연구를 보면 허진영과 이의웅은 남북한이 모두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 순 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외래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 차이로 용어표기가

달라진 경우,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용어가 달라진 경우, 북한

치의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용어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44).

김인숙 등45)은 남북한 간 간호학 용어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한자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순 우리말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외래어로 된 남북한 간호학 용어의 비교, 남북한

맞춤법 표기가 다른 용어 비교,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달라진 용어

비교, 북한 간호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용어 비교 등으로 허진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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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웅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구분법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치의학

용어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시기에 따라 순우리말을 적극

사용하던 시기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던 시기가 나뉘고 새로운 재료나

기술은 외래어를 도입,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차이가 전문 용어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치연 등은 북한의 한글화 정책, 변천사, 북한 의학논문에서 용어

변화 등을 분석 보고하였다. 다른 논문과 같이 다양한 예를 통해 용어의

변화상을 고찰하였으며, 허진영과 이의웅의 발표 이 후 15년 동안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북한 최근 논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한글화 용어 역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뜻의 유추가 가능하였다. 한글화에 관해서는 한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자에 따라 한글 용어와 한자 용어를

혼용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같은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다르게 표기된 예도 있어 전체적으로 한글 용어 사용이 많았지만

저자의 선호도에 따라 한자 용어도 사용되었다.

이와 관해서 2016년 탈북한 치과의사는 북한에서 치의학 한자 용어

사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교과서에는 한자로 쓰고 괄호

안에 우리말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치과의사들도 한자 용어가

편하다. 우리말로 풀어쓰는 경우 길어져서 불편하다고 느낀다. 치아의

경우 한 예로, 작은어금이, 큰어금이라고도 말하고 소구치, 대구치라고도

말하는 등 혼용하고 있으며, 송곳니라고도 말하고 견치라고 말한다.

앞니는 문치, 절치라고 말한다. 다른 얼굴의 해부학적 용어에 대해서도

한자어를 매우 많이 쓰지만 한글과 섞어 쓰기도 한다. 남한의 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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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한의 ‘악공’은 북한의 ‘턱공’이다. 반면

소수 예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 충치라는 말은 북한에서 전혀 쓰지

않는다. 남한에서 처음 들었다. 이삭기만 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빨’이라고 말한다. 교과서에는 ‘이발’이라고 써있지만 말할 때는

“이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치아’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는다. 북한

의사들은 번호로 이야기 한다. 상악 6번, 하악 6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일부 용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남한의 안와하공은 북한에서 안과하공이라고 쓴다.‘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북한의 대학 교육에서 치의학

용어의 사용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한자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의 상황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남북한의 전체 언어 상황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몇몇

경우에서 ’얼음보숭이‘와 같은 예를 들며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언급하고

탈북민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 학습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질화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학습 문제 역시 용어 문제 보다는 기존

학습 내용과 교육 과정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어학자들은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구조에 다름이 없고,

차이가 있으나 지극히 부분적임을 파악하고 마치 사투리끼리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비유한 바 있다14). 따라서 심각한 이질화는

없으며 한 예는 우리가 북한 TV 뉴스 시청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남북한 언어에서 음운의 차이는 광복 이 후 북한의

어문규범 개정에 따라 두음법칙에서 일어나 이를 빈번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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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립국어원에서는 말다듬기위원회를 만들어 외래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 똑똑전화와 같이

대부분의 외래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결국은 국민의 호응도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치의학 용어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용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게 될 남북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남북한 치의학 용어 통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남한 치의학 용어의 통일이다. 1990대부터 대한의학협회의

주도 하에 치의학 용어의 한글화를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한글에 기반한

신용어에 대한 적극적 사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치과 분야의 경우

임상에서는 한글 용어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치아’와 ‘이’의 사용) 때로는 한자 용어의 사용이 더 보편적이기도 하다.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임상과 기초를 아우르는 학회의 적극적 참여와

검토 그리고 의견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수의 학회에서는

대표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학회 교과서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면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용어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의학 분야 학회들을 관장하는 대한치의학회가

주도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 치의학 용어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정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년전에 만들어진 사전과 논문이나 서적에 기반한

간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는 남한 치의학

용어 전문가, 어학 전문가 그리고 탈북 치과의사가 함께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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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북한측 치의학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 치의학 용어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북한 치의학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역시 한자 및 한글 용어의 사용에서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류가 시작되면 남한의 용어 통일화에 맞추어

북한 역시 용어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남북 상호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이다. 이 협의체에는

치의학 전문가 뿐만 아니라 어학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하며, 남북한

용어의 통일에 대한 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국립국어원에서는

북한말의 현황 파악, 남북한 언어 차이 연구를 상당히 진행하였고

남북한 언어의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경험과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얹는다면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용어의 검증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안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 과정과 남북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완성된 용어를 작성해야 한다. 이 후에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다섯 단계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공통의 치의학

용어 정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한 정부, 학계, 치과의사 단체들의 공동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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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치의학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치의학 용어 사용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기본 자료로는 북한에서 출판되어 남한의

북한자료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논문집인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사용하였다.

개괄 분석 결과 구강외과학, 치과보존학 및 구강내과학과 관련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가장 논문을 많이 쓴 저자는 14편을

발표하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이후 논문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 중 5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이삭기위험인자분석에 대한 연구: 비록 논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 논문을 통해 북한의 치아우식증 유병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남한의 다양한 지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5세 아동의 1인당 우식경험유치수는 2016년 현재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하지만 영구치우식

경험치아의 경우는 남북한 모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를

보였다.

2) 치주병때 입안위생화 치료에 대한 림상적 연구: 다양한 한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약치분을 가정에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성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 작성 당시 배급이

원활하지 않고 장마당에서 가격이 높았던 치약의 대체품을 제시하였다.

3)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강의학분야에서 2020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 종설로 전체적인 내용은 WHO, FDI, IAD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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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들이 모여 작성한 내용을 번역 소개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종설에서 번역 부분을 제외한 극히 일부의 저자 의견 내용마저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세계 흐름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나 다른 북한 치의학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4) 구강건강검진의 연구범위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이 논문

이전에는 구강검진에 대한 연구 논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저자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을 구강 3대 질병으로 규정하고

집단 조사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학적 관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방치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향후 북한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구강건강증진 사업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치과의료 봉사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정당성에 대하여: 저자는 본문에서 김정일이

제시한 방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기본체계인 ①전반적

무상치료제, ②예방의학제도, ③의사담당구역제도에 기반하였고 상실치가

많은 북한 현실이 반영되어 치과보철과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논문의 전체적 구성은 부실한 참고 문헌 인용, 그림 부재, 한자 한글

용어 혼용, 짧은 서론과 영문 초록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의학 용어는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통일안 작성을 시작해야하며,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자체 통일안을 작성하고 용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상호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용어의 검증을 통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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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 ,

박현아

아연-클로르헥시딘막을 입냄새억제제로 쓰기 위한 림상적

연구

최순영,

조남경

[ 종 설

및 자

료]

구강질병에 대한 저주파약물치료에 대하여 김세강

방사선입안점막손상에 대한 저출력레이자치료에 대하여
박철준 ,

리성준

국소진행기두경부종양의 방사선화학료법에 대하여
한영애 ,

김성민

[증례] 하악각비대를 구강내외경로 결합법으로 수술한 증례외 4건

변성남,

최송일,

로우호

2011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삼칠근이 발치창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림상적연구 정명옥

구강과용 Cr-Mn-Ni합금선의 안전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 서문환

5%리도카인겔로 이돌제거때 아픔을 없애기 위한 림상적연

구

김미란 ,

신경희

만성배잘성아프타성입안염의 발생과 자연살상세포사이 관

계를 밝히기 위한 림상적연구

박남철 ,

윤금성

설골의 해부학적위치에 대한 계측학적연구
박남수,

권영심

초산과 염화나트리움배합용액의 틀이세척효과에 대한 연구 오명수

턱확대장치에 쓰이는 용수식탄력선의 특성에 대한 연구 오영환 ,

부록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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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원,

리은혜

이발진단기에 의한 큰 어금이 교합면지각과민증의 진단에

대한 고찰

김희철 ,

주수현

[ 종 설

및 자

료]

구강혈관증에 대하여 리창수

2011년

제 3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용수식턱확장장치로 턱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오영환 ,

조상연,

백철호

니티놀초탄성호선을 구강교정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

연구

최은주,

로광철

급성지치주위염때 원인이발의 조기발치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

심명숙 ,

정강호

보철물제작에서 CAD/CAM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정성국,

김석준

구강내웃턱어금이원심이동장치를 림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

구

장정현,

배재선

치주병때 발치창봉합유무에 따르는 치조골변화에 대한 연

구

량룡덕 ,

박현아

오회산으로 입안점막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영실

치주병때 찌프로폴린겔제의 작용상특성에 대한 림상적고찰
최명진,

김미란

만성재발성아프타성입안염때 입안백혈구탐식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차성일,

리영철 ,

최순옥

악하선타석증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홍정철 ,

안정철 ,

최동재

바다물세척으로 만성상악동염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현남수

교정용브라케트접착제의 제조와 그의 특성에 대한 고찰
허 준 ,

리형근

백조치주염물약으로 염증성치주질병을 치료한 경험 김춘규

[ 종 설

및 자

료]

입안점막에서 약물의 흡수에 대하여 윤금성

2011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렬구이삭기를 전기전도도로 노기에 진단하기 위한 연구
김주성,

신유경

발치창의 봉합유무에 따르는 치조점막의 변화상태에 대한 허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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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CCD카메라를 이용한 보철물의 3차원모형설계에 대한 연구
정성국,

최광현

액체산소에 의한 동결료법으로 입안혈관종을 치료하기 위

한 연구
리창수

아네모닌합성치약으로 염증성 치주질병을 치료 김춘규

하악지시상분할수술에 의한 하악전돌증의 치료경험
김진훈 ,

정경철

최신치주병의 분류와 그에 대한 리해 량룡덕

구강교정용니티놀초탄성호선의 특성과 제조방법에 대하여
최은주,

김용훈

[증례]
치인성상악동염으로 잘못 진단하기 쉬운 상악동점막암의

증례

성춘희 ,

손광일

악하형혀밑저류낭종을 치료한 증례
리남길,

홍철

[ 창 의

고안]
기능교합기

강일혁 ,

김수철

2012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구강과용복합막제를 만들기 위한 실험적연구
고현범,

리은별

치주염때 분리되는 원인균에 대한 세균학적연구
문혜숙 ,

곽명진

칸디다성입안염을 세황엑스로 치료

홍광현,

김윤애 ,

오현실

치주병을 금하포물약으로 치료한 경험 김영숙

염증성치주증을 감초글리찌리진산초음파직류료법으로 치료
최광수,

백승일

급성치수염을 파라포름-벌풀파스타로 치료 리향별

악관절증을 온치료법으로 치료한 경험
로철호 ,

로광철

급성장액성치수염을 반도체 레이자로 치료
장철환 ,

김학성

발치전후 약주기로 발치창 감염률을 낮춘 경험 김창혁

비중격만곡교정술에 익상구개신경절병합마취를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고찰

최광호 ,

안창선,

위원택

[종설] 구강의학분야에서 뼈조직공학의 응용
박룡락 ,

박찬규

근전도에 의한 저작기능평가에 대하여 조금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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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이몸로출증에 대하여
심평성,

권영심

어린이들의 저작능력이 부정교합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조세철 ,

김문삼

세균감염-염증성질병치료에서 아지트로미찐의 리용에 대하

여

박철환 ,

리명건

틀이리장법에 대하여 김석준

2012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치조륭기보존에 주는 페쇄성발치창의 영향에 대한 연구
심순희 ,

량룡덕

생리적근단공위치즉정에 대한 연구
박봄미,

리연실

5%리도카인겔로 치주병치료때 발생하는 아픔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

김미란 ,

강정태

구강과용 Cr-Mn-Ni계합금강선의 몇가지 특성에 대한 기

초적연구

오용남,

박봄미

열가고성수지로 구강과용개인본틀재료를 만들어 쓰기 위한

기초적연구

박인철 ,

리철

권골궁하 익상구개신경절마취때 천자점에 대한 해부학적연

구

리설봉,

최광호

할미꽃알콜추출액으로 염증성치주염을 치료한 경험 김춘규

자석보철이 치태 및 이돌침착과 치주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강영현,

김경철 ,

박철

감염근관1회치료에 반도체레이자를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

고찰

김현화,

조상연,

장철환

[ 종 설

및 자

료]

악안면성형외과에서의 매몰유도 봉합법에 대하여 리송희

측두하악관절장애(TMD)와 이비인후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

하여
강향철

면역학적인 이삭기억제에 대하여 최순영

구강점막질병에서 릉형혀에 대한 새로운 견해
최순영,

허호수

[증례] 이하선유구낭미충증을 진단한 증례 길철룡

급성치주병에 의해 합병된 구개편도주위농양을 치료한 증

례

리석현,

박성길

2012년 [ 연 구 구강교정모의 분석프로그람의 효과성 판정을 위한 연구 고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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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성과와

경험]
김용훈

하치조신경전달마취-페구법의 마취효과에 대한 림상적연구
김수철 ,

정강호

공중합수지가루를 틀이상용수지로 만들어 쓰기 위한 기초

적연구

오용남,

박봄미

웃을 때 지나친 이몸로출의 몇가지 원인인자에 대한 계측

학적연구
심평성

이발과 나이에 따르는 생리적슨단공의 크기에 대한 연구
박봄미,

리연실

악성림파종때 자기골수이식법을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 철 ,

김강진

이하선 및 악하선종물에 대한 림상적연구
허광철 ,

정광철

대구개공을 통한 익구개신경절마취때 천자점에 대한 해부

학적고찰

리봉설 ,

최광호

1%테트라찌클린연고로 치조와건조증을 치료
한영식,

최진명

복숭아씨껍질가루를 리용한 연화상아질의 선택적제거에 대

하여
진철

[ 종 설

및 자

료]

틀이보철에서 경질리장재에 의한 리장법과 그 응용 김석준

[증례] 다발성매복젖과잉이발의 증례

박경덕 ,

리일섭 ,

김길선

다발성매복영구과잉이발의 증례
김길선,

김창건

[ 창 의

고안]
보철용석고진동기

박영수,

박영근

2012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구강검진에서 q-검정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
김용준 ,

홍영남

전부틀이인공이발배렬에서 어금이들의 교두각도를 조절하

여 틀이의 기능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인철 ,

허영배

젖이발렬궁의 형태변화에 대한 림상적연구
리성호 ,

박홍진

이뽑은 후 출혈에 미치는 삼칠의 영향에 대한 림상적연구 김영남

수자식입냄새측정기에 의한 입냄새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박철남

권골삼각을 결정하기 위한 해부학적연구
라금성,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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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이산화티탄-폴리아크릴이몸재료의 유기체내안정성과

항균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한순덕 ,

김룡제

[ 종 설

및 자

료]

전기적 및 시각적이삭기진단기구에 대하여 신유경

틀이보철에서 조직조정법과 그 응용 김석준

입냄새의 외인성원천에 대하여 윤설아

2013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BP신경망에 의한 웃턱앞이발설계에 대한 연구

리성철 ,

오남영,

김진영

전두측두하경로로 해면정맥동주위의 몇가지 구조물들에 도

달하기 위한 미세해부학적연구

리학성,

량철학

몇가지 고분자탄성체의 물리적성질을 밝히기 위한 연구
장경일,

배재선

구강교정용불수강호선의 제조와 리공학적특성에 대한 연구 배헌영

이발아픔을 전기침자극료법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 한광철

만성근단성치주염때 이뿌리관의 치료에 수산화칼시움클로

르헥시딘파스타를 쓰기 위한 연구

주경일,

리명길

구강점막이식술로 발치창을 페쇄하여 치조륭기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

량룡덕 ,

김해

정상치주조직에서 나이에 따르는 부착이몸의 크기변화에

대한 연구

조경호 ,

김해

구강건강검진전의 일치성시험기준에 대한 연구 김용준

개나리나무잎엑스로 아프다성입안염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

적연구

김향옥 ,

김석준

구강용내화모형재료의 특성에 미치는 개별내화인자들의 영

향에 대한 연구

신성만,

배현영

[ 증 설

및 자

료]

치주조직과 이발수복물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최명진,

조경호

어린이입냄새에 대하여 윤설아

2013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골성결합나사형이식체의 유기체친화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강용이,

강일혁

정상이발의 이머리를 측정하기 위한 해부학적연구
오용남,

량승일

다변량해석법으로 구강건조증의 진단지표와 진단기준을 설

정하기 위한 연구

박명호 ,

한학철 ,

김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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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염의 1회치료에 벌풀명반을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연구
장분옥 ,

신혜영

10%과산화뇨소겔을 생활이발표백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엄경숙 ,

김태일

이발결손과 T파이상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연구
김은호 ,

최명실

아스코르빈산나트리움으로 이발수지결합효과를 높이기 위

한 연구
오영

하악골재건에 티탄이식체를 리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최현수

황련해독탕과 사물환으로 구강편평홍색태선을 치료하기 위

한 연구

최송림,

서복희

10%과산화뇨소치분의 이발변색치료효과에 대한 림상적연

구
리형규

이몸퇴축피료효과를 외과적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전경삼

이뿌리관지혈포인트를 치수염치료에 쓰기 위한 연구
리강철 ,

량정희

이뿌리관치료에 EDTA겔을 쓰기 위한 연구 김순애

입주위피부염의 병리학적특징에 대한 연구

류원동,

리광진,

리성남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어린이생활치수절단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및 림상적고찰

신혜영,

장분옥

이발아픔을 극문혈단방료법으로 치료한 경험 리성준

붉나무벌레집궤양가루략으로 입안궤양을 치료한 경험 리영실

[ 종 설

및 자

료]

구강건강검진의 연구범위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김용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구강의학분야에서 2020년까지 도달

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

길창남,

박성혁

교합조정의 원칙과 림상응용에 대하여 김은호

턱뼈견인술(악골신장술)에 대하여 박대윤

하악반측과발육(얼굴비대칭)에 대하여 성춘희

2013년

제 3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16SrRNA유전자염기배렬분석으로 몇가지 구강병원성세균

을 분리하기 위한 연구

김철호 ,

김동률 ,

김유신

불화물함유 이발법랑질부식제의 합리적인 배합비와 몇가지

특성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연구

량시향,

림기호 ,

최순영

구강암때 경부림파절곽청술의 선택에 관한 림상적연구 서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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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윤

CT화상을 얼굴 및 턱뼈의 3차원모형화와 악안명종양의 진

단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방학주,

윤혁철

양로, 내과첨혈에 대한 뜸료법으로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김철훈 ,

한순덕

치주병치료필요도지수레 의한 치주병의 가족내집적성에 대

한 연구
김은호

턱뼈결손부에 대한 유리륵골이식후 변화에 대한 렌트겐학

적연구

정기남,

리윤진

MMA-EA공중합유연성수지를 틀이상재료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

리영철 ,

최영일,

최태활

앞이발 이머리너비가 이발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림상

적고찰

량순권 ,

장강철

점막성형술로 웃을 때 이몸로출을 치료 권영심

하악전진장치제작과 그에 의한 페색성무호흡 증후군치료방

법에 대한 림상적고찰

김혜영,

박명호

치인성상악동염에 대한 수술방법을 개선한 경험

강길남,

김 연 ,

모만철

[ 종 설

및 자

료]

16SrRNA유전자분석에 의한 구강미생물의 분류와 검사에

대하여

리학철 ,

김룡제

구강악안면계통의 근육사슬에 대하여
김룡제,

리학철

[증례] 발수 및 이뿌리관치료후에 생긴 신경장애를 치료한 증례

리명은,

황금실,

리명길

개나리잎물약으로 아프타성입안염을 치료한 증례
김향옥 ,

최혜영

[ 창 의

고안]

잠잘 대 페색성무호흡증후군치료를 위한 하악전진장치의

작용원리 및 구조와 제작에 대하여

김혜영,

박명호

2013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육중독균 A형독소를 교근비대증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림상

적연구

백일룡 ,

권영심

불화물포함 이발법랑질부식제의 림상적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

량시향,

림기호 ,

남병태

건강한 사람의 최대교합력특성에 대한 연구 조금희

아크릴계틀이상용조직조정재의 제조와 몇가지 특성에 대한 리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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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최영일

몇가지 악안명륜곽측정지표들에 대한 계측참고값들을 밝히

기 위한 연구

변성남,

한수향

침선내시견에 의한 악하선타석증의 진단 및 타석적출술에

대한 림상적연구

허광철 ,

강창일

빛중합형치질접착성수지를 이머리수복용접착제로 리용하기

위한 실험림상적고찰

리종영,

리형근

[ 종 설

및 자

료]

구강조직의 줄기세포에 대하여
리학철 ,

김룡제

[증례]
화상성급성치근막염을 별모양신경절 봉쇄료법으로 치료한

증례
조철룡

2014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선천성이발결여환자의 유병률과 그의 특징에 대한 연구
김학철 ,

김광석

수산화칼시움-클로르헥시딘파스타의 만성근단성치주염 근

단부치유효과에 대한 렌트겐학적평가

리명길,

주경일,

리명은

입안습윤제의 최적처방설정을 위한 연구 김위성

만성근단성치주염치료에 수산화칼시움-클로르헥시딘파스타

를 쓰기 위한 연구

주경일,

리명길,

리명은

란소적출과 비타민D3 다량주입에 의한 뼈송소증 동물모형

에서 아래턱뼈의 질량과 Ca, P함량의 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리진혁 ,

리선희

구개편도적출술후 몇가지 유기체반응지표에 대한 림상적고

찰

김창혁 ,

최광호 ,

리일우

구강악안면부혈관종을 블레로미친으로 치료한 경험 변성남

[ 종 설

및 자

료]

웃턱앞이보철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미용적지표들에 대하여
박남수,

권영심

선천성입천정파렬을 동반한 선천성입술 선루를 치료한 증

례
김정옥

2014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부착이몸의 너비와 치주조직건강유지와의 호상관계에 대한

연구

량룡덕 ,

심순희

구강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혈압, 맥박, 호흡수의 변화에 대

한 연구

장의숙 ,

김철우,

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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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지대이발에서 이몸홈과 이몸두께의 중증도별구성에 대

한 연구
박희건

교정치료환자들에게서 념전이발환자병걸린률과 그 구성비

률에 대한 연구

김철우,

장의숙

전부틀이에서 교차교합환자들에게 어금이교두각도를 변화

시켜 정상교합으로 심어주기 위한 연구

리인철 ,

허영배

상악앞이렬의 기하학적비률에 대한 계측학적연구

백용천 ,

김태일,

리정호

유리피부이식편으로 결손된 구강점막을 수복하기 위한 연

구

정경옥 ,

서현일

아프타성입안염을 나고금광국전초우림연고로 치료하기 위

한 연구
리학림

[ 종 설

및 자

료]

He-Ne레이자의 특성과 치주병에 대한 치료효과에 대하여
하성준 ,

곽영호

선천성이발결여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김학철 ,

김광석

스미어층에 대하여 김영희

[증례] 혀암때 경부곽청술을 한 증례 방학주

2014년

제 3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글라스아이오노머세멘트를 역이뿌리관충전법에 리용하기

위한 림상렌트겐학적연구

김윤애 ,

류성렬 ,

홍광현

전악촬영화상으로 임플란트의 매몰깊이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강용이,

최혁수

지치가 몇가지 구강빌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

계학적연구

김광철 ,

박향춘

전자식이뿌리관길이측정기로 이발작업길이를 측정하기 위

한 연구

박정혜 ,

김철호 ,

우윤성

급성이몸염을 비타민 C병학료법으로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

연구

조정호 ,

김원남,

안철진

안면신경절단성마비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연구
리철식,

변성남

[ 종 설

및 자

료]

이발보존치료에서 Nd:YAG레이자의 응용에 대하여
김인희 ,

박남수

2014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조기혀암때 나노사산화삼철 (Fe3O4)에 의한 전초림파절염

색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서현일,

주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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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자기유리피부이식편으로 결손된 구강저점막을 동시 수복할

때 그의 생착에 관계하는 몇가지 인자들에 대한 연구

정경옥 ,

서현일

제3큰어금이의 예방적이뽑기에 대한 림상적연구 김광철

이돌제거때 생기는 아픔을 이몸마취겔로 억제하기 위한 연

구

장금수,

량룡덕

침 및 이발때 pH에 미치는 침완충능조정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

리 혁 ,

길창남

교정치료전후 이뿌리흡수의 변화에 대한 림상적연구
김용훈 ,

남영희

투인블로크장치를 원심교합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안순일,

정형태

뼈렌트겐화상에 대한 프락탈분석으로 인체의 골량미세구조

변화를 밝히기 위한 화상학적연구
장혁철

완전저항비률법으로 이발의 이뿌리관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적연구

박정혜 ,

김철호

폴리페놀알약의 입냄새억제효과에 대한 림상적연구

김은숙 ,

류성호 ,

방정실

이삭기환자에게서 분리한 스트렙토콕쿠스 소브리누스

(Streptococcus sobrinus)의 미생물학적성상에 대한 연구

리성원,

김태원,

조광혁

이삭기원성세균의 산산생억제능에 미치는 스테비아당의 영

향에 대한 연구

리은정,

강춘실,

방성일

빛경화유리아이오노머세멘트를 리장재로 쓰기 위한 림상적

연구

김광천 ,

정명옥

악안면외과질병진단지원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최순영

헬리움-네온(He-Ne)레이자 치료기로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하성준

[ 종 설

및 자

료]

치주병의 진단과 그 발전추세에 대하여
려애숙 ,

리충혁

핵산잡종화기술에 의한 치주병관련세군의 검사에 대하여
리학철 ,

현충실

임플란트주위질병과 그 치료에 대하여
박하건,

박남수

불화물방출재료에 대하여 김룡제

2015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머리렌트겐측정프로그람을 리용한 3차원측정에 대한 연구

정강호 ,

허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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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구강암의 외과적치료에 대한 림상적연구
방창일,

서현일

얼굴주름과 교근비대증을 보툴리누스독소로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송희 ,

권영심

연마대상에 따르는 보철연마용 금강석갈이골의 연마량에

대한 연구

김성해,

김수철 ,

고은철

아래턱어금이직접잘수를 위한 국소마취 전달체계의 마취효

과에 대한 연구

탁미옥 ,

오영

젖어금이 2급와동수복에 적합한 수지 격벽판의 설계에 대

한 연구

유명희 ,

리연실

대황치주염치료약의 치주병원인균들에 대한 항균성과 독성

을 밝히기 위한 실험적연구

김경희 ,

오순영,

강철만

머리겐트겐규격사진겹침법을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에 적

용하기 위한 연구

리경옥 ,

배재선

초산연지법과 가스트로마토그라프법(GC)에 의한 오미자입

냄새제거알약의 입냄새제거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연구

최준철 ,

정혜영,

량성금

[ 종 설

및 자

료]

구강림상에거 레이자의 리용에 대하여
방정실,

문희

한 개 파일에 의한 근관확대 형성법에 대하여 리명길

비치인성이발아픔에 대한 감별에 대하여 주경일

회전전진법에 의한 일측성웃입술파렬의 성형방법에 대하여
김기성,

리도일

구강임플란트설계에서 유한요소법의 응용
최혁수,

오승혁

삼키기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근견해에 대하여
맹유경,

최소연

2015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보투카인과 연부조직충진제로 미간부주름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송희

Duocon임플란트체계를 리용한 이식보철치료에 대한 림상

적연구

리성철 ,

강철만

초음파세척기에 의한 구강임플란트재료의 세척효과에 대한

연구

김영남,

강용이,

주송희

주파수자동추종방식초음파세척기에 의한 의료기구의 세척 최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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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연구
김영남,

오승혁

구강과용압배사의 이머리수복효과에 대한 연구
한은별,

서영창

반달형치관측이동술에 의한 발치창페쇄가 치조륭기보존에

주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림상적연구

량룡덕 ,

조성철

젖어금이에서 치아염소산나트리움에 의한 생활치수절단법

에 대한 림상적연구

정정순 ,

리연실

천연활성종합광물질-요드포름을 젖이발이뿌리관충전제로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오은숙 ,

리연실

차조기정유의 간접치수복탁효과에 의한 림상적연구

방명애 ,

주경일,

리명길

젖이깊은이삭기증의 생활치수절단료법에 글루타르알데히드

를 리용하기 위한 연구

심명숙 ,

김현희

파절이발고정쇠를 파절이발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연

구
김란아

이뿌리관용초음파날로 이뿌리관내에서 파절된 기구편을 제

거하기 위한 연구
리광성

아래턱제3큰어금이와 제2큰어금이이삭기의 호상관계에 대

한 연구
박종훈

국부렌트겐촬영에 렌트겐촬영보조장치를 리용하기 위한 연

구

리영희 ,

리영애

치경해설과 모형실기방법에 의한 치태제거률에 대한 연구

리금희 ,

방정실,

박성필

치주병예방 및 치료에서 치태염색제의 리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김금화,

강철만,

김금실

별은수의 구강세균에 대한 항균성과 입냄새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미경

천연입안향수의 입냄새제거효과에 대한 림상적연구
리서경,

장분옥

은시호추출물이 실험적으로 형성한 틀이생물막모형에 미치

는 몇가지 영향에 대한 연구

리일섭 ,

김길선

구강용 나노산화아연/PMMA복합수지가루의 제조와 특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리지성,

최철균 ,

리정호

젖어금이의 부위별 이삭기발병상태에 대한 연구
유명희 ,

리연실

구강백반증의 상피증식정도에 따르는 림파구침윤에 대한 김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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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학적연구 림명학

혀편평상피암의 경부림파절전이에 대한 림상병리학적연구
조철준 ,

배순영

앞이발결손때 수지상가철의치를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량순권 ,

장강철

경부농양을 합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은섭 ,

오성환 ,

서인교

수지못을 이뿌리관충전제로 쓰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혜련

[ 종 설

및 자

료]

구강임플란트치료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오승혁 ,

최혁수

생물공학에 의한 교정학적인 이발이동의 최근추세
김학철 ,

한순덕

이뿌리관점약에 대하여 리명은

현미경을 리용한 치근단절제의 좋은점
주경일,

리명길

2015년

제 3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연부조직확장술에서 최량화된 수술방법모의를 실현하기 위

한 연구

황철민,

림현단

과산화뇨소를 생활이발표백에 리용하기 위한 실험 및 림상

적연구

엄경숙 ,

김설경

폴리프로필렌수지못을 이뿌리관충전제로 리용하기 위한 연

구

신유경,

리혜련,

방운추

벌풀명반을 이뿌리관소독약으로 쓰기 위한 연구

장분옥 ,

신유경,

김태일

간접치수복탁제의 이김액으로 차조기정유를 쓰기 위한 약

리학적연구

방명애 ,

주경일,

리명길

구강림상에 약산성전해수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

한만철 ,

림혜경,

김향옥

가지뿌리줄기엑스를 아프타성구내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허명희 ,

김경실,

최혜영

구강내편평상피암때 몇가지 림상소견과 병리소견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

조철준 ,

리광순 ,

리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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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활성종합광물질-요드포름을 젖이발이뿌리관충전제로

쓰기 위한 림상적연구

오은숙 ,

리연실

황오산을 치주병치료에 쓰기 위한 림상적연구 김혁철

류조산경과에 따르는 이몸찰과도말표본검사에 대한 림상실

험적연구

심순희 ,

최순영

뼈성김증동물모형의 이발주위조직에서의 변화에 대한 실험

적연구

리진혁 ,

리선희 ,

강석철

부착이몸의 너비와 치주조직건강유지와의 호상관계를 밝히

기 위한 림상적연구

량룡덕 ,

심순희

각이한 위치의 구강교정용미세임플란트에 의한 웃턱송곳이

원심이동에 대한 실험적연구

김유라,

오유철

10%벌풀명반을 1회 이뿌리관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장분옥 ,

김금숙

하악골성형을 위한 계측학적연구
변성남,

정강호

상박내측축형피부편을 얼굴피부결손에 리용하기 위한 몇가

지 지표들에 대한 해부학적연구
한수향

클로르헥시딘젤라틴막제로 치주병을 치료한 경험
김경실,

강철만

가온성구타페르카주입기를 이뿌리관충전에 리용한 경험
김금화,

김금실

[ 종 설

및 자

료]

사기보철물에 대하여 윤철

원충이 치주병의 발생과 진전에 미치는 영향 장수

[증례]
이발뽑기 및 이뿌리관치료후에 생긴 신경장애증상을 치료

한 증례

리명은,

리경석

2015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하악과상돌기에로의 귀뒤도달법에 대한 해부학적연구
손경아,

성춘희

악하선도관에 대한 해부학적연구
진휘봉,

전명일

닭알껍질로 만든 수산화칼시움겔을 이발보존치료에 리용하

기 위한 연구
림성혁

락화생껍질엑스의 입안세균억제작용에 대한 실험적연구
장유경,

주경일

이삭기예방용젖꼭지의 합리적인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
한학철 ,

박명호

은시호추출물을 틀이세척에 쓰기 위한 연구
리일섭 ,

김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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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풀-조뱅이혼합용액을 발치창혈괴촉진 및 보존피복용액으

로 쓰기 위한 림상적연구

한정환 ,

김순철 ,

리혜영

크레오소트캄파를 이발진통소염제로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김혜경,

김창성

치주병과 관련되는 분기부에서의 해부학적인자들에 대한

연구

조성철 ,

량룡덕

솔라닌겔제로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동성훈 ,

김은경

키토클로르겔을 치주병림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박은경,

공재호

제3큰어금이이나기장애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한용호 ,

리은주,

오동혁

뽈형갈구리에 의한 가철부분보철방법에 대한 연구
오유철 ,

김은호

구강수복물조기접촉점검사재료의 몇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
김장성,

최효순

산화아연-탄님림시합착재의 재료학적특성에 대한 연구
정성철 ,

오용남

규석의 변태와 광화재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
신성만,

김은경

백류석결정강화유리가루를 금속-사기보철재료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
윤철

구강내화모형재료를 림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리금철 ,

신성만

이산화티탄(TiO2)피복금속재료의 유기체내안정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지영민,

전명일

부가형규소고무정밀본뜨기재료의 사용조건에 대한 연구
구윤혁 ,

김광룡

[ 종 설

및 자

료]

어린이이삭기증의 예방에 대하여 리연실

5급와동수복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룡제,

현경희

이발자기이식술의 발전추세
김학철 ,

한순덕

[자료] 상아질의 형성과 생물학적특성 리성호

2016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이발교정치료와 병합한 손상쪽하악관절두절제술에 대한 연

구

성춘희 ,

장병철 ,

리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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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불화나트리움-불산겔을 이삭기예방에 리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김소연,

림기호

나노은치약을 이몸염예방 및 치료에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최명화,

리 철 ,

김소연

제1큰어금이이삭기의 발병동태에 대한 연구 김명금

파스타형이뿌리관소독제를 이뿌리관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신 혁 ,

김철호 ,

림기호

도미펜입가심약의 입안위생개선효과에 대한 림상적연구
양철남,

방정실

락화생껍질엑스를 입냄새제거제로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장유경,

주경일

침선의 선양낭포암에 대한 조직학적연구

박현화,

심순희 ,

신경희

알베혼합액을 감염이뿌리관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위원미,

김은경

금속사기이발용사기재료의 세기와 굳기에 대한 연구
김일수,

리철

수열법에 의한 치과용경석고제조에 대한 연구
최선일,

리정호

만성근단성치주염을 수산화칼시움클로르헥시딘 파스타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

리명길,

주경일,

박봄미

치성낭종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

한용호 ,

리은주,

오동혁

크레오소트캄파의 억균 및 급성독성에 대한 연구
김창성,

오남일

하악골골절을 3차원티탄미세부목으로 치료하기 위한 림상

적연구
리영건

얼굴대칭진단지원프로그람 <조화1.0>을 하악반측과발육의

진단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리성진,

성춘희

[ 종 설

및 자

료]

교정치료에서 이발이동을 촉진시키는 방법들 김용훈

치주염때 활성산소와 항산화방어기구에 대하여
남병태,

오승철

금속경계턱설정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허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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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매간질을 리용한 치주염치료약의 개발 최순영

2016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개별적이발구획에서의 이새실기의 치태제거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

김주명 ,

황용철

이발본뜨기와 관련되는 어금이의 걸림턱깊이에 대한 연구 홍순남

벌풀막제를 재발성아프타성입안염의 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림지향,

신유경,

최순영

벌풀막제의 점막재새촉진작용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

신유경,

최순영,

림지향

이발보존치료에 충전과니스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박성희 ,

최효순

히알루론산겔의 유기체적합성에 대한 실험적연구
문설송 ,

정강호

초음파가 이뿌리관의 세균수변화에 미치는 영향

리명은,

리경석,

강춘실

혀의 편평상피암과 백반증에 대한 실험병리학적연구

조철준 ,

오남일,

조성일

아드레날린이 입안내방사선쪼임후 혀점막상피기저세포수와

혀유두미뢰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남동인,

오현실

금강아연화오이게놀파스타를 간접복탁제로 리용하기 위한

림상적고찰
리철

젖어금이의 림상적이머리의 형태학적크기측정에 대한 고찰 장순영

검진에 기초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림상적

고찰
김수

[ 종 설

및 자

료]

치내감염증에서 엔테로콕쿠스 페칼리스균에 대하여
김철호 ,

신혁

전안면골절에 대하여
리남길,

조진섭

틀이침착물에 대하여
김길선,

리일섭

가철부분보철의 교합에 대하여
김은호 ,

로명성

치과보철부야에서 리용되는 CAD/CAM체계에 대하여 윤철

치과교정치료에서 발치평가지표
황철준 ,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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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뿌리관치료에서 이뿌리관소독(이뿌리관점약)의 필요성 주경일

[증례] 지치를 뽑은 후 갑자기 생긴 볼점막하농양을 치료한 증례
최혜순 ,

박경신

만성침선염으로 잘못 진단하였던 지치이상증례
서인교,

안윤선

2016년

제 3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보철용나사형이식체의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력학적 연구

김윤애 ,

우영기,

리순영

두경부의 연부조직결손에 대한 수술에 확장전위피부편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
림현단

증거에 기초한 악안면외과의료지원체계를 개발도입하기 위

한 연구

장광현,

성춘희 ,

허영도

입안향수의 몇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
박철민,

최순영

이새실기의 적용회수에 따르는 부위별이발면세균성이때점

수에 대한 연구

김주명 ,

황용철

어른교정치료때 치주조직상태에 따르는 교정력을 주기 위

한 림상적연구

김광철 ,

김용훈

알로에즙을 치주염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금희 ,

한만철

재조합사람상피증식인자를 박피창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윤은별,

림현단

혀에서 백반증과 편평상피암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병리형

태학적연구

리홍철 ,

류준성

연화상아질에 미치는 항생제의 감수성에 대한 연구
김정민,

지금철

형성한 지대이발을 콤퓨터지원체계로 검사하기 위한 연구
윤 철 ,

김광석

치과임플란트이식체의 표면처리에 대한 기초적연구

오승혁 ,

김철민,

최혁수

삼산화무기염응집물의 몇가지 특성에 대한 연구
리서경,

김미경

병원성세균에 대한 초음파세척의 살균 및 억제효과
김영남,

강용이

당뇨병환자들의 발치후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박성철 ,

안정아,

방성일

[ 종 설

및 자
흡연과 치주병

리 철 ,

량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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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이삭기증의 면역학적예방에 대하여
리학철 ,

현충실

산식증과 이닦기에 대하여
리명은,

김선금

비이삭기성이목부결손증에 대하여
박성혁 ,

김흥철

이뿌리관치료에서 규소칼시움세멘트의 리용
장영성,

박성희

보철물의 합착에 대하여
서영창 ,

리수림

2016년

제 4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나도금광국문지름고약으로 입안점막과 얼굴피부상처를 치

료하기 위한 연구

리학림,

장광명

유기체내에서 히알루론산충진제의 지속효과에 대한 연구
문설송 ,

정강호

귀뒤절개선을 통한 하악골과상돌기수술에 대한 림상적연구
성춘희 ,

장병철

치과임플란트의 이식체설계에 대한 기초적연구

최혁수,

김예진,

오승혁

틀이를 끼운 후 우아래턱뼈이틀돌기에서의 변화에 대한 실

험적연구

조룡철 ,

박영길

치주병환자들의 치태내에서 치과원층의 기생동태에 대한

연구

량룡덕 ,

장수

턱뼈의 발육에 미치는 선천성이발결여증의 영향에 대한 연

구

김청림,

김학철

교정치료에서 이뿌리흡수에 미치는 이뿌리외형에 대한 연

구

황정학,

김용훈

입주위피부염의 병리조직학적변화에 대한 연구
리수정,

류원종

동종탈회이발을 이식재료로 쓰기 위한 실험적연구
김희영,

김윤

히알루론산액을 창상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실험 및 림상적

연구

박철민,

정강호

골격틀이설계지원체계로 보철물의 유지안정성을 높이기 위

한 림상적연구

로명성,

김은호

직관모호유연모임의 류사성척도에 의한 입안점막질병진단

에 관한 연구

리은주,

김걸

수돌혈약침과 침치료배합으로 구후시신경염을 치료하기 위

한 연구

최원철 ,

안영란

턱공의 해부학적위치에 대한 연구 한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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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은주,

오동혁

수자식화상분석에 의한 혀이끼량측정 및 혀닦기위생지도에

대한 연구

리광성,

김금실

[ 종 설

및 자

료]

악골골절내시경수술에 대하여 리남길

피부편이식기술의 발전추세 변성남

치내치료에서 차아염소산나트리움의 리용
정정순 ,

리혜숙

치수재생료법과 혈관재생유도술의 최근 발전추세에 대하여 황명순

[증례]
설근변연부암을 하악골절제술 및 경부곽청술로 치료한 증

례

장병철 ,

서현일

2017년

제 1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10% 테트라시클린세척수를 치주병치료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지현옥 ,

최경희

테트라시클린과 크로르헥시딘의 혼합약을 감염이뿌리관치

료에 리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백윤정,

오영

니켈-티탄화일의 회전때 피로효과에 대한 실험적연구
박남수,

전설향

수산화칼시움을 이뿌리끝폐쇄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백금순 ,

김순애

천연활성종합광물질-요드포름을 근단성치주염의 치료에 쓰

기 위한 림상적연구

장순영,

리연실

니켈-티탄화일을 리용한 이뿌리관형성 및 이뿌리관 충전에

대한 림상적연구
전설향

횡구개궁에 의한 고정원강화효과에 대한 연구
정봉심,

김용훈

2% 리도카인도포마취겔을 젖이치수폴리프 치료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

김향미,

김철우

휴대용이새실의 치간삼각부치태제거효과에 대한 림상적연

구

리금희 ,

박남수

만기잔존이발의 나이 및 부위별 발생비률에 대한 고찰
김철우,

김광환

이새솔의 치간삼각부치태제거효과에 대한 림상적연구
엄학민,

박남수

수산화칼시움-차조기정유파스타를 이뿌리관충전용봉쇄재로

쓰기 위한 연구

주경일,

김응선

산화아연-차조기정유파스타를 이뿌리관충전용봉쇄재로 적

용하기 위한 연구

리명길,

주경일

치과용이몸압배실의 기초적특성에 대한 연구 한금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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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순

웃턱제1큰어금이의 원심이동에 미치는 제2큰어금이의 영향

에 관한 연구

안순일,

리상윤

이몸마취겔로 치주병치료때 발생하는 아픔을 억제하기 위

한 연구

량룡덕 ,

김은경

동종탈회이발을 이식재료로 쓰기 위한 병리조직학적연구
김희영,

김기철

상악동저부에서부터 치조돌기까지의 길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

한용호 ,

리은주

신약과 침치료를 배합하여 아프타성입안염을 치료하기 위

한 연구

한순덕 ,

김철훈

입주위피부염의 병형별 병리조직학적특징에 대한 연구
리수정,

류원종

하치조신경마취 및 볼신경전달마취방법에 대한 연구
리남길,

서현일

틀이기초상교합면접촉측정기를 틀이제작에 리용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김경진,

박영태

혀체부편평상피암때 림상병리학적인자들과 은페성병부림파

절 전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현일,

장병철

입안질병에서 원충검출에 대한 연구
김금성,

리명건

발치후 지혈에 0.9% 식염수를 적용하기 위한 림상적고찰
유성의,

박성철

대나무엑스용액이 틀이침착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

한 실험적고찰

리일섭 ,

김길선

[ 종 설

및 자

료]

치과학의 발전에서 주목되고있는 생체심미학에 대하여
황광무 ,

김태일

부정교합과 발음장애에 대하여
김락호 ,

배재선

교정치료때 일어나는 이뿌리흡수에 관계하는 위험인자들
황정학,

김용훈

큰 어금이이뿌리해부학적형태와 분기부병변과의 련관성에

대하여

진주현,

김금실

선천성웃입술 및 구개파렬환자들의 유전자특징에 대하여
김혜심,

권영심

감염된 치수로부터 분리한 혐기성균의 항생제감수성에 대

한 분석
오남일

교정학적이발이동때 싸이토카인과 혈관내피증식인자의 유

도

김용훈 ,

최용길

재생성치내치료에 대한 기초적연구에 대하여 최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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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서 이발DNA를 리용한 개인식별기술의 리용동향

에 대하여

최윤성,

리진혁

[증례] 지치의 이상발육에 의한 편도주위농양을 치료한 증례
김영옥 ,

안은경

2017년

제 2호

[ 연 구

성과와

경험]

나노은-수산화칼시움복합가루를 주사식이뿌리관 충전재로

만들기 위한 연구

김성진,

윤명원

만성치주염과 몇가지 유전자다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오선향,

전대영

반달모양치관측이동술에 의한 발치창페쇄가 치조륭기보존

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량룡덕 ,

심순희

질석지혈가루를 발치창출혈에 쓰기 위한 림상적연구
장강철 ,

한만철

나도금광국전초우림액으로 어린이헤르페스성입안염을 치료

하기 위한 림상적연구

리철남,

정성철

탄산칼시움을 직접치수복탁제로 쓰기 위한 기초적연구
박봄미,

주경일

빛경화복합수지의 기계적특성에 미치는 무기복합충진재가

루의 영향에 대한 연구

리남수,

최철균

빛경화형틀이리장재의 몇가지 리공학적특성에 대한 연구
현충혁 ,

최철균

횡구개궁에 의한 부정교합의 치료효과성에 대한 연구
정봉심,

김용훈

평면이 달린 입천정유지궁의 교정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김은경,

최희웅

긴장성머리아픔을 측두근랭각법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
강향철 ,

김태일

측두하악관절련축을 궁궁이전기약물도입과 먼적외선병합료

법으로 치료하기 위한 연구

윤 덕 ,

리학철

교정치과용열가소성투명수지의 제작과 림상적용에 대한 연

구

김유라,

배재선

[ 종 설

및 자

료]

머리외상치료에 대하여
유병철 ,

김혜성

수산화칼시움점약제가 산화아연오이게놀이뿌리관봉쇄제의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리금영,

리명철

입안에서의 면역기전에 대하여
김정민,

정국철

이삭기검지액의 리용과 발전추세에 대하여
윤선영,

리명은

외상성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 리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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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충진제치료에 대하여 정강호

교합기록용랍과 알루미니움박지의 리용에 대하여 표성림

치주병과 입안아메바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서 혁 ,

최명진

어린이들의 폐색성수면시무호흡증과 입안관리에 의한 치료
한순덕 ,

리현

흡연이 입안질병과 저작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학철 ,

한순덕

이뿌리관소독약선택에 대하여 리명길

[증례]
1회치료로 급성근단성화농성치주염의 림상증상을 개선한

경험

리명길,

박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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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of North Korea dental research status

and terminology

Chi-Youn Lee D.D.S., M.S.D.

Department of Oral Anatom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 rofessor, Seung-Pyo Lee, D.D.S., M.S.D., Ph.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not only

our historical right, but also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aspects.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for unification.

There are few studies regarding dentistry in unification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olicy.

Subjects were referred from North Korea dental journal ‘Dentistry,

ophthalmology and ENT’ and total number of academic article was

509.

Author reported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tuation

of oral hygiene status, difference and change of dental terminology,

analysis of North Korea oral hygiene policy, oral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 and basic structure of North Korea health

system. Also author proposed policy regarding unification of dent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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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small number of articles were

used. However, only these references are available resources on this

time. In the near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ould be better than now and more advanced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Key words: North Korea, dental research, terminology, status, analysis

Student number: 2008-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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