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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명훈

대상국 | 필리핀,피지 

장 소  | 두마게티 시 외곽 산골마을 

5곳(필리핀), 난디시 외곽 

산골마을 3곳(피지)

일 시  | 2011년 1월(필리핀), 

2011, 2012, 2013년 1월(필리핀) 

2012년 8월(피지) 각 1주

내 용  | 기본 및 응급 치과진료 시행,

구순구개열 환자 발굴

■ 봉사활동과의 인연

“저는 분당삼성교회 의료 선교회에 합류하면서 해외

봉사활동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이미 30

년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봉사활동

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의료봉사팀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의료

진 구성이 다양했다.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명훈교수

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전문 의료진은 물론 

미용사와 사역 및 보조인력 등도 함께 참여하였던 것.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

검진과 치과진료에 더불어 구호물품의 배분과 마을 곳곳의 보수 및 도색 등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 봉사팀에 합류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난생 처음 떠난 봉사활동인

데 생각했던 것 보다 참여 인원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대가

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흐뭇했죠.”

■ 현지생활에 적응 및 주요봉사활동

필리핀에 비샤야(Visaya)지역 네그로스(Negros)섬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

사랑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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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구도시, 두마게티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산골마을의 생활환

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특히 태어나서 한 번도 치과 진료를 받아 

보지 않은 아이들의 구강 건강과 위생 상태는 단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으로 해

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어렵게 떠난 해외봉사활동이니 만큼 할 수 있

는 데 까지 해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두마게티가 있는 필리핀 네그로스 섬은 보라카이(boracay)가 있는 파나이

(Panay)섬과 세부(Cebu) 섬 사이에 위치합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급 

휴양섬들 사이에 살면서도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의 현실이 안

타까웠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순박한 산골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동심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가끔 현지인들의 낮은 교육도와 이해 부족 때문에 소

통의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았다. 봉사활동 떠나기 전에 미리 들었던 주의사

항이었으나 막상 현지에서 맞닥뜨리지 심정이 복잡했다. 

“어렵게 진료를 통해 치아 보존을 했는데 왜 시원하게 치아를 뽑아내지 않았

� �

�

느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또 현지인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비상 약품들을 나누어주었는데, 그 약들을 복용하여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도

시로 가지고 나가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이를 알게 된 의료봉사팀은 적잖이 

당황했다. 일부 현지인들은 불법 판매를 위해 약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친족

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봉사를 통해 시술을 받은 후, 오히려 합병증이 생겼다고 거

짓 진술을 하며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의료봉사팀의 실망감은 무척 컸다. 

“2011년에 봉사진료를 갔을 때 어린 구순구개열 환자를 발견하여 한국 교인

들이 모금하여 수술을 해주었는데, 익년에 방문했을 때 감사 인사는커녕 나

타나지도 않고 연락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속에

서도 봉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런 분들 보다 몇 배 많은 현지인들이 보여

준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에 데려와 수술한 2012년 환자는 인사를 하

러 왔습니다.”

명훈 교수 외에 다른 의료봉사팀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바로 수년간 

치통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드디어 통증에서 해방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방

문해 주었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이밖에 감사의 표시로 현지 농산물인 얌(

고구마처럼 삶거나 구워먹는 마 종류 열매), 바나나 등을 부끄럽게 내미는 아

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의료봉사의 피로감도 실망감도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해외봉사활동은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 먹었던 명훈교수는 

현재 2011년 이후 매년 1월, 1주일간 계속해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또한 2012년 8월에는 1주일 동안 피지 산골마을로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 마을회관의 도색작업봉사      � 간호사 봉사단원들의 혈압, 당, 소변 기본검사 장면
� 일반인 봉사단원들의 소독, 공급담당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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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계획

필리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순수 그리고 때묻지 않은 산골마을의 

정경은 오래도록 명훈 교수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해외봉사활동은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 먹었던 명훈교수는 현재 2011년 이후 매년 1월, 1주

일간 계속해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또한 2012년 8월에는 1주일 동

안 피지 산골마을로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앞으로도 필리핀 의료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계속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

교적 선교 차원으로 시작한 봉사지만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삶의 중요한 부

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봉사를 떠날 예정이고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현지 주민들

� 피지 어린이의 충치치료
� 필리핀 어린이의 충치치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