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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9 ~ Aug 17, 2014 Hospital Referal Maubisse of Timor-Leste
Results : 수술(Operation) 23명, 치료(Treatment) 3명
Sponsor : KB Financial Group(KB금융그룹)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KARC)

동티모르 모비시시 국립병원에서의 수술봉사를 마치고 수술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치~~찰칵...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필훈(우측 흰가운)이사장과 봉사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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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정필훈 교수는 2014년 8월 9일에서 17일까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봉사팀(이하 봉사팀)과 함께 구순구개열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동티모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봉사 이후 현지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한 두 번째 방문이었다.

정필훈 교수를 단장으로 한 총 9명의 봉사단원은 가톨릭대 표성운, 이원교수를 비롯, 전원배, 이지선, 정명지, 홍지혜, 정광훈, 정승우로서 인천공항을 출발해 

총 13시간의 비행 끝에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 도착하여 수도에서 4시간 떨어져 있으며 물이 나오지 않아 생수로 고양이 세수를 할 정도의 해발 1,400m에 

위치한 모비시라는 산속 오지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와 물 부족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동티모르는 교통, 통신 및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로 이번 봉사팀의 방문은 이런 가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언청이로 불리며 소외되었던 어린이들에게는 꿈 같은 

희소식이었다. 

모비시 병원에서의 수술로 구순구개열 환자 23명은 건강하고 밝은 얼굴과 환한 미소를 선물 받았다. 안면기형이 있어 15세가 될 때까지 학교를 가지 못했던 

소년은 수술을 받아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며 기뻐하였으며, 지난 2월에 입술 수술을 하였던 환자는 입천장도 수술하여 무척 좋아하였다. 안면부에 

종양이 있었지만 평소에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던 교민도 봉사팀의 방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연신 고마워 하였다.

한국치의들 동티모르에 또다시 희망선사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봉사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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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과 함께한 봉사팀

1  수술받은 환자들이 링겔을 맞으면서 병실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수술받은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정필훈 이사장
3 직접 수술한 환아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표성운 교수
4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이원 교수
5  직접 수술해 준 환아 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는 
 전원배 선생

6 이별이 아쉬워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홍지혜 간호사
7 환아가족들과 함께한 나날을 아쉬워 하는 정광훈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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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민, 언론 등 한마음 응원
현지 TV, 라디오 방송에서 홍보해주고, 교민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포스터 및 현수막으로 홍보를 해주어 환자들이 동티모르 곳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병원은 붐비기 시작하였다. 

현지에서 선교 사업중인 김진수 목사 부부는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해 발벗고 뛰어주었고 교통비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 김기남)의 방문 및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온 아이들을 모두 수술해주고 싶었으나 전신마취 장비가 하나밖에 없어 일부 환자는 국소 마취 하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꿋꿋하게 잘 참아내 주어 봉사팀을 감동시켰다. 정필훈 교수는 “국소 마취 수술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조차 조금의 움직임 없이 잘 참고 

협조해줬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참을성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그리고 이 때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에 더욱 잘 참고 버틴 것 같았다”며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현지 교포 및 대사관 측은 “평소 의료 환경이 열악해 병원 가기가 힘들었는데 한국 봉사팀의 방문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웠다. 동티모르를 찾아와 주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줘 봉사팀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동티모르 보건부 차관은 봉사팀에 선물을 전달하는 관심을 보였다. 봉사팀은 “동티모르 보건부와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나서서 더 많은 환자들을 찾아 접수된 명단을 전달해 주면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여 수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1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와 함께한 정필훈 이사장
2 동티모르 보건부 직원과 함께한 봉사팀원들
3  동티모르 모비시 국립병원 관계자 여러분과 아쉬운 이별을..
4  모비시 국립병원의 수술실 담당의사 및 간호사와 함께한  
 봉사팀

5 동티모르 공항에 마중을 나온 김진수 선교사 부부와 함께
6  정필훈 이사장이 김진수 선교사 부부에게 부채 선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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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팀을 도와 주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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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동티모르 무료수술봉사 현장

인천공항 출발

드디어 첫 번째 수술 시작

수술과정도 참관하고...

이렇게 변했어요...

예진부터 하고요~

수술과정도 기록하고

꿈의 수술을 기다리며

수술도 하고 선물도 받고

모비시 국립병원장(좌)과 미팅

숲속의 숙소에서 휴식을

회진하는 이사장

나도 정상인 처럼 아름답게 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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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및 턱 얼굴 영역에 기형, 손상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이동치과진료 봉사시 차량에서 치료가 불가능 환자들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회원이 근무하는 병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진료와 수술을 해주고 있다. KB금융그룹의 2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2015. 04. 

01. 기준) 총21명을 수술 및 수술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치료나 수술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쌍둥이로 태어나 모두 구순구개열을 지니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수술과 부모들의 버림을 받아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홈 청소년들이 치아관리를 못하여 상태가 나쁘거나 부정교합이 심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꿈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 가족과 

지역의 돌봄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난민가족들이 제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기본 치료, 태어날 때부터 증후군(에이퍼트증후군, 크루즌증후군 등)을 가지고 태어난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해 주고 있다.

아직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예약 환자들도 많고 계속해서 3차년도 (2015년)에도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면기형 치과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를 

계획중에 있다.

안면기형 환자 수술 현황표 

No. 성  명 성별 생년 병명(수술내용) No. 성  명 성별 생년 병명(수술내용)

1 정ㅇ우 남 ‘12 구개열 12 황ㅇ연 여 ‘12 에이퍼트증후군

2 김ㅇ우 남 ‘13 구순구개열 13 이ㅇ준 남 ‘09 크루즌증후군

3 문ㅇ문 남 ‘49 임프란트 14 신ㅇ재 남 ‘89 부정교합

4 한ㅇ지 여 ‘83 임플란트 15 이ㅇ상 남 ‘90 구순구개열

5 안ㅇ주 여 ‘96 부정교합 16 신ㅇ진 여 ‘96 부정교합

6 송ㅇ주 여 ‘95 부정교합 17 윤ㅇ필 남 ‘88 구순구개열

7 장ㅇ연 남 ‘56 상악틀니 18 박ㅇ현 남 ‘00 크루즌증후군

8 서ㅇ경 여 ‘87 안모왜소증 19 김ㅇ민 여 ‘98 구순구개열

9 민ㅇ홍 남 ‘09 구순구개열 20 김ㅇ애 여 ‘54 부정교합

10 두ㅇ방 남 ‘74 임플란트 21 (김ㅇ인) 여 ‘94 부정교합

11 전ㅇ명 여 ‘75 임플란트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가명 사용함>

안면기형 청소년 수술 계획/결과(종합)

내용         기간
계획

합계
‘1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결과

저소득 안면기형 
청소년수술

계획 12 1 1 1 1 1 1 1 1 1 1 1 1 0 0

결과 20(1) 1 1 1 4 2 5 2 1 2 1(1)

대상자 선정기준
계획 저소득층 안면기형환자, 안면증후군환자

결과 저소득층/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난민가족 안면기형환자, 안면증후군환자

수술일자 일자 26 28 9
6, 20, 
27, 20

5, 20
10, 3, 8, 
24, 31

19, 27 17 25 1(22)

환자명 성명 20(1) 정ㅇ우 김ㅇ우 한ㅇ지

문ㅇ문
안ㅇ주
송ㅇ주
장ㅇ연

두ㅇ방 
전ㅇ명

서ㅇ경
황ㅇ연
이ㅇ준
신ㅇ재
이ㅇ상

신ㅇ진 
윤ㅇ필

박ㅇ현
김ㅇ민
김ㅇ애

민ㅇ홍
(김ㅇ인)

해외
무료수술봉사

국가 동티모르 동티모르 동티모르 우즈벡

기간 9~17 9~17
2015.8 
연기

(답사)

팀원 9 9

계획 20 20

실적 23 23

2014년도 취약계층 국내 의료지원 사업 현황
후원 _ 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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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동치과진료 봉사를 이번에는 안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고 있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안산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다가 중지되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사장 신명자)에서 위탁경영을  맡아 시작하는 단체이며 이재은 과장과 원지애 간호사가 주 

담당자로써 이동치과진료시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다. 많은 다문화가족들의 복지와 문화, 건강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로 

치과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로 안산시 단원구 글로벌다문화센터에 위치해 있고 금번 진료 대상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얼굴기형에 대한 

수술상담부분과 기본 치과진료부분을 지원해 주어 총92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진료현황

회차 제3차 이동진료 방문단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안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4년 10/25, 10/26, 11/2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주차장, 사무실

방문일자 수혜(진료)인원 참여의료진 치료내용

2014. 10. 25 토 42명 정필훈이사장 외 9명 충치(레진)(18), 발치(2), 스켈링(14),  수술상담(1), 기본검진(7)

2014. 10. 26 일 30명 양수남회장 외 7명 충치(레진)(9), 발치(1), 스켈링(12), 수술상담(2), 기본검진(6)

2014. 11. 02 일 20명 김은석이사 외 6명 충치(레진)(13), 발치(0), 스켈링(6), 수술상담(0), 기본검진(1)

총계 92명 정필훈이사장 외 24명 충치(레진)(40), 발치(3), 스켈링(32), 수술상담(3), 기본검진(14)

2014. 10. 25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4. 10. 26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4. 11. 02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이동치과진료 모습들

제3차 이동치과진료 봉사를 안산시 단원구에서

봉사의료진과 환자들, 자원봉사자와 함께 정필훈 이사장의 검진 모습 양수남 회장의 진료 모습

이동진료차량에서 진료하는 이지혜 선생 환자들을 접수하고 있는 정광훈 사무국장 환자를 치료중인 이원교수와 전원배 선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김은석 교수 봉사에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Remember 
20140416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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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적, 환경적인  여건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얼굴기형환자를 찾아 기능을 재건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에서 KB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치과 무료 진료 봉사를 제1차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주민들을 

치료해 주었으며(총4일-영흥도,89명 진료),제2차 봉사지역은 (사단법인)들꽃청소년세상(총3일-서울/안산,103명 진료)이고, 제3차로 봉사를 받은 단체는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총3일-안산,92명 진료)이다. 이번 제4차 이동치과진료봉사는 10년 전부터 빈민운동을 목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용산 나눔의 집(원장 김영균 신부)(총1일-용산,31명 진료)을 방문했다. 용산 나눔의 집은 용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주노동자, 이주 난민, 이주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들에게 노동인권, 의료상담, 한국어, 문화교육, 푸드뱅크지원 등의 인권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에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치과부분을 본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에 봉사의뢰가 와서 총31명의 환자들에게 기본 치과 진료를 해 주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생 2명이 자원 통역 봉사를 해주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주    최 :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후    원 : KB금융그룹

•대상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등(환자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

•진료내용 : 충치, 신경치료,발치(사랑니), 치주치료, 임플란트(상담후결정), 보철 등

•수술내용 : 구순열, 구개열, 얼굴기형, 주걱턱, 무턱, 부정교합

진료현황

회차 제4차 이동진료 방문단체 용산 나눔의집

서울 용산 나눔의집 11/23 용산 나눔의 집 주차장, 사무실

방문일자 수혜(진료)인원 참여의료진 치료내용

2014.11.23 일 31명 김은석이사 외8명 충치(레진)(8),발치(3),스켈링(17), 수술상담(0),기본검진(3)

2014. 11. 23 용산 나눔의집

이동치과진료 모습들

용산 나눔의 집에서 제4차 이동치과진료 봉사를 시행하다

용산 나눔의집 앞에서의 봉사팀 김은석 교수가 진료하는 모습 환자들을 통역하는 자원봉사자들

간이이동체어에서 진료하는 지찬동 원장 이동치과진료차량으로 안내하는 봉사팀 진료 접수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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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대상자
•두개골-안면기형 증후군(크루즌, 에이퍼트 증후군)
•구순구개열(언청이)
•귀 기형을 포함하는 얼굴기형
•중안모 함몰기형
•얼굴비대칭

■  해외 봉사 국가들(14개국)
파키스탄(2), 이집트(2), 중국(3), 캄보디아, 
베트남(2), 요르단, 케냐(2), 인도(2),  
에티오피아, 키르기즈스탄(2), 라오스, 네팔, 
필리핀(2), 동티모르(2) 

■ Subject
•Cranio-facial deformity (Crouzon and Apert syndrome)
•Cleft lip and palate
•Hemifacial microsomia
•Midfacial depression deformity
•Facial asymmetry

■  The Countries We Visited(14 Countries)
Pakistan(2), Egypt(2), China(3), Cambodia,  
Vietnam(2), Jorden, Kenya(2), India(2), Ethiopia, 
Kyrgyzstan(2), Laos, Nepal, Philippines(2),  
Timor-Leste(2)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정필훈 교수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료, 선후배가 모여 배운 바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1998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구순구순열, 턱뼈기형, 머리뼈기형, 각종 
얼굴기형 증후군 환자들에게(국내 544명, 해외 735명) 행복한 사랑의 미소를 간직할 수 있도록 무료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 경비는 각 후원 단체나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술대회와 
얼굴기형에 대한 정보 분석연구, 새로운 수술법 개발 및 전수, 국내외 무료수술 의료봉사 사업,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KARC(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 was established on 31th, October, 1998 by professor Pill-
Hoon Choung, his colleagues and alumni who studied under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want to return their profits 
to society through operating free of charge on patients for cleft lip and palate, jaw and skull deformity, and various syndromes and have 
done for keep their happy smiles on their faces (544 domestic cases and 735 international cases).
It is a non-profitable corporation where the goals are set at providing the patients with all the operation expenses via sponsoring 
individuals and groups and holding gratuitous operation camps at home and abroad.
We are interested in many conferences for research in face deformity every year, gratuitous operation and volunteer medical service for 
patients at home and abroad, volunteer medical service by Korean Dental Surgery Mobile Car. Besides, we work hard to develop and teach 
new surgical techniques.

2002년 6월 파키스탄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수술을 시작으로 2014년 8월 동티모르의 봉사까지 총14개국(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캄보디아, 요르단, 케냐, 
인도, 베트남, 에티오피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네팔, 필리핀, 동티모르) 24회에 걸쳐 13년간 해외 735명, 국내 544명(2014년 12월 기준) 환자들을 수술 
및 치료를 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해외에서는 수술실 여건상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주로 수술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구순구개열 뿐만 아니라 턱, 얼굴, 구개골과 얼굴기형을 동반하는 
증후군(에이퍼트증후군, 크루즌증후군 등)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과 정신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2013년도 부터는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얼굴기형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수술하기 힘들고 사회에 소외되는 국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 및 
수술을 해 주고 있으며 이동 치과진료차량을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진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신청과 후원을 바랍니다.

■ 후원대상자
1. 두개골 기형(예 : 크루즌 증후근)

두개골수술전

수술전 수술후

두개골수술후 얼굴중앙부수술후

▶ ▶

2. 구순구개열

수술전 수술후

4. 중안모 함몰 기형 5. 얼굴 비대칭

수술전 수술후

3. 귀 기형을 포함하는 얼굴기형

수술전 수술후

(얼굴기형환자를 무료로 수술해 드립니다)

■ 주요사업

•국내와 얼굴기형환자 무료상담, 무료수술, 의료봉사사업

•각 단체 후원금 모금 활동 및 의료봉사사업

•턱, 얼굴기형에 대한 학술연구 교류 및 수술법 개발 사업

•이동치과진료차량으로 찾아가는 진료센터운영 사업

•해외무료수술봉사사업(1~2회/년)

•후원회 목적달성을 위한 모금운동 및 사업계획

■ 무료진료 / 수술신청
•서류 : 진료비지원신청서 작성후 제출 (www.goodface.net 에서 다운로드)
•대상 : 저소득층 구순구개열, 안면증후군환자, 지역 이동치과진료환자
•후원 : KB금융그룹, 후원회원
•E-메일 접수 : karc@naver.com

■ 후원방법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9-811730,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의료용품, 문구류는 후원회사무국에서 접수(T/F : 02-740-8725)
• 후원하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시 세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M : 010-6213-4292)

한 국가의 얼굴기형환자들이 계속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단체나 개인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 수술차량의 방문 치료를 원하는 지역이나 관련 단체장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부설기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