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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김각균

대상국 |  캄보디아 

장 소  |  International University

일 시  |  2008년~

내 용  |  구강미생물학·면역학 강의

■ 봉사활동과의 인연

“저는 캄보디아 대표 캘럼(Callum durward)입니다. 

저희 대학에 오시겠습니까?”

2008년 가을, 안식년을 몇 달 앞둔 김각균 교수는 필

리핀으로 향했다. 동남아 여러 국가들의 치의학 교육평

가의 장으로 잘 알려진 SEAADE (동남아시아 치과교

육협회 South East Asian Association for Dental 

Education)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대표로 참석

하기 위함이었었다. 이미 황금 같은 안식년을 맞아 스웨덴 말뫼대학에서의 연

구를 염두에 두고 있던 김각균 교수에게 SEAADE는 동시에 개최되는 IADR(

국제치과연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Research)과 함께 

동남아시아 치의학계 석학들을 만나 글로벌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겨울 김각균 교수는 스웨덴이 아닌,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SEAADE에서 캄보디아 I.U.(International University)의 캘럼 학장

을 만난 때문이었다. 뉴질랜드인이면서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했던 캘럼 학장의 

인상은 김각균 교수에게 너무 강하게 남았다. 그리고 곧 이어진 두 사람의 만남

은 김각균 교수의 진로를 바꿔놓았다.

“캘럼 학장은 캄보디아 치의학계 발전을 위해 봉사와 지식나눔을 실천하고 있

었습니다. 그가 모국도 아닌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는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

격이었죠.”

■ 현지생활에 적응 및 주요봉사활동

캘럼학장의 친절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김각균 교수도 첫번째 봉사활동을 시

작했다. 그가 맡은 분야는 캄보디아 I.U.(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학

생들에게 구강미생물학과 면역학 강의를 진행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것.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매일 거듭되는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숙

소는 불편했고 교통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그렇지만 음식은 입에 맞았다.

“더운 날씨 탓인지 캄보디아 음식은 새콤달콤합니다. 생활 방식 역시 저희와 

많이 달랐지만 금세 적응이 되더군요. 현지 주민들의 정성이 느껴졌기 때문

일 것입니다.”

다행히 캄보디아 국민들은 영어에 친숙해 의사소통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 김

각균 교수는 곧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

게 되었고 2009년부터 해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를 알아보고 반

힐링필드가 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 I.U.에서 진행되는 PBL 모습
� I.U.에서 김각균 교수의 강의를 

통역하고 있는 학생
� Puthisastra 대학 강의(같은 

통역학생)
� I.U. 부속병원과 학교의 Motobike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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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워하는 캄보디아인들도 많아졌다. 김각균 교수의 수염도 2012년 바쁜 봉사

활동 중에 처음 기르게 된 것인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마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잘 알려지게 되었다.

김각균 교수는 벌써 5년째 캄보디아 I.U.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다. 매년 겨울 

방학이 되면 그는 캄보디아로 떠난다. 3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에는 치과대학이 

국립대학과 I.U. 두 곳뿐이었지만 현재는 두 곳이 더 늘어 총 4개 대학에서 치

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

족한 숫자이다. 김각균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치과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

재 I.U.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학생들이 앞으로 캄보디

아의 치과의료인력 양성에 보탬이 되리라 믿고 있다. 아울려 통역을 하며 강의

에 도움을 주는 학생에게 직접 등록금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

“현재 I.U.에서만 강의를 했는데, 아마 내년 겨울에 방문할 때에는 졸업 후 과정

인  OMFS(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서도 일부 강의를 맡게 될 것 같

습니다. 현지에 머무르는 동안 여건이 닿는다면 더 많은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강의를 맡아 진행하다 보니 현지 어려운 사정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김각균 

김교수는 2009년 그렇게 처음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후, 매년 겨울방학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보통 1달 이상 체류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방문이 벌써 5번째 방문이다. 

교수.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한 것이 안타깝다고. 교육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 추세이지만 그에 비해 교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

보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인력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김각균 교수는 지난 겨울방학에도 동료 교수와 함께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그 또한 무산되었다. 동참하기로 한 동료 교수가 갑작스레 다른 업

무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김각균 교수는 봉사활동의지

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더 늘었어요. 봉사활동은 물론 캄보디아 치의학계 현실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전달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캄보디아 봉사활동 덕분에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김각균 교수의 얼굴은 무

척 밝아 보였다. 그가 세운 ‘착한 계획’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하루속히 실천되

길 기대해본다.  

장애아동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하는 캘럼 학장

� 뉴질랜드 교수의 I.U. 특강 
� 2009년의 숙소
� 기독교 단체의 초청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I.U. 학생들  
� 미국치과의료봉사단의 캘럼 

학장 사무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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