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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치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세요!”
첨단 장비와 풍부한 경험, <에코치과>

살다보면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있다. 대부분의 경

우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방문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미용 목적으로 치과를 찾는 사람들

이 늘고 있다.

풀러턴과 아테시아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에코

치과>의 이성훈 원장(사진)에 따르면 과거에는 건강

상의 이유로 치아교정을 했다면, 최근에는 미용상의 

이유로 치아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이 원장은“미용을 위한 다양한 치아교정 방법이 

개발되면서 미용 목적의 치과 치료를 받는사람들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아교정이라 하면 어

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

니다. 요즘에는 건강한 이, 가지런한 이, 하얀 치아를 원

하는 성인들도 치아교정에 적극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한 단순호치(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가 

현대의 관점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치아교정을 단순히 미용 시술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치아교정은 치아를 올

바른 위치에 배열하여 얼굴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준

다는 미용적 측면 외에도 저작 기능 회복, 턱관절 통증 

예방 등을 위한 치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훗날 부정교합을 일으킬 소

지도 미리 예측해 원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특

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문의를 찾아 문의해 보

는 것이 좋다. 미리 대비하면 부족한 영구치를 위한 공

간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육 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골격적인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손가

락 빨기, 혀 내밀기 등의 나쁜 습관까지 바로 잡을 수 있

다. 더구나 아이들의 경우 어른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짧

고 재발 가능성도 적다. 성장이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미용과 치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치아교정.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의료장비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의로부

터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치과>는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는 X-Ray와 검

진을 무료로 제공하며, 페이먼트 플랜도 제공하고 있어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도 없다. 각종 보험의 적용도 받

을 수 있다.

월-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

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료한다.

◈ 문의

▶ 풀러턴: (714) 879-0142

       221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 아테시아: (562) 924-3334

       17344 Pioneer Blvd., Artesia, CA 90701

 

굿핸즈재단, 
무료세금보고 
우수기관 선정

세금보고 무료봉사에 나서고 있는 굿핸즈재

단(대표 제임스 조)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렌지카운티 내 31개 세금보고단

체 가운데 4년 연속 무료세금보고 우수 기관

에 선정된 것은 굿핸즈재단이 처음이다. 

또 이 재단의 자원봉사자인 웬디 신, 조앤 박 

자원봉사자는 개인 최우수 자원봉사자로 선

정됐다. 

이 재단은 2014년도 세금보고부터 4년간 

자원봉사자 217명이 7,536시간을 할애해 총 

2,335명에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했

다. 처리해 준 세금환급액 규모는 274만9,731

달러에 달한다. 

제임스 조 대표는“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자

가 됐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스테프들과 자

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4년간 봉사에 

나설 수 있었다.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재단은 세금보고 시즌 종료 후 공인세무

사 자격을 갖춘 재단 스테프와 봉사자들이 나

서는 세무/세법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KCS부에나파

크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전 KCS어바인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 문의: (714) 44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