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장
검사와 진단
검사할때마다입안의상태를확인해야한다

조기에병을발견하고치료하면고통과심각
한질환을미리막을수있다.진료소에서환
자를볼때입안의건강상태가어떠한지확
인해보도록한다.

현재무슨문제가있는지,또는최근에이상
이있었는지물어본다.

항상무엇이든지기록해놓으면필요할때활
용할수있다.

1. 치아는 건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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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의상태를검진할때
이세가지질문을스스로
해본다.

치아는건강한가?

잇몸은건강한가?

짓무른곳은없나?

4. 어두운
색의치아

1. 새로나는치아

2. 검은점

3. 흔들리는
치아

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
잇몸을어떻게관리하는지
설명해준다(64쪽).

충치일수있다. 크기가
작으면때운다(45쪽).

흔들리는 치아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또다른치아에영향을미치
지않게한다(52쪽).

어두운색의치아는죽은치아이다.
치아뿌리의감염은뼈로이행될수있다(45쪽).
또잇몸에고름주머니를만든다(72쪽).



2. 잇몸이 건강한가?

50쪽을보고건강한잇몸과아픈잇몸그림을비교해본다.건강하지
못한 잇몸은 빨갛고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난다.
잇몸에종기가나면고름주머니가있다는
증거이다. 고름주머니는치아때문이기도
하고잇몸질환이원인이되기도한다.치아와
주변잇몸을주의깊게살펴본다.
건강한치아주변에난종기는잇몸에염증이
생긴것을나타낸다.치아주변을잘긁어낸다
(8장).썩은치아주변잇몸에난종기는치아
때문에생긴고름주머니이다(87쪽).
잇몸종기가터져서고름이빠져나오면치아주변의잇몸이짓무른다.

3. 짓무른 상처가 있는가?
입술이나볼안쪽의매끄러운피부에짓무른상처가있는지본다.혀

아래쪽이나양쪽가장자리도살핀다.

검사후에는발견한사항을설명해준다.어떤질환이진행되고있다면
악화되지않도록주의할일을설명해준다.건강하면칭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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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의종기

1. 잇몸의짓무른상처는
감염된 치아 때문에
생긴다(87쪽).

2.입술이나볼안쪽의짓무른
상처(궤양)는바이러스
감염으로생길수있다(98쪽).

3. 입술이나혀의짓무른
상처(궤양)는암일수도
있다(119쪽).

지식을공유한다.사람들에게설명해주고미리예방할수
있게하고더나아가그것을처치할수있는법까지도알려준다.



검사할 장소

밝은곳에서불빛을사용하여검사한다.사람의입안은어둡기때문에
치아와잇몸을보려면불빛이필요하다.

자연광을 사용한다. 실외에서 검사하거나 창가에서 검사한다.
자연광만있어도입안을충분히잘볼수있다.밖이어둡다면전등을켜
거나 다른 사람이 전등을 들고 서 있게 한다. 입안 거울로 불빛을
반사시켜치아나잇몸을관찰한다.

의자가낮으면환자의턱을위로들어올려서들여다본다.의자에
책을쌓고환자를앉혀도된다.

필요한 기구
세가지면충분하다.

1. 나무설압자는볼,입술, 혀를젖히는데
사용한다.

2. 작은거울은치아와잇몸을더자세히볼수
있다.

3. 뾰족한탐침기로충치와잇몸아래의치석을
긁어낸다.

많은사람을검사한다면여러쌍의기구를
준비해야한다.하지만깨끗이세척해서쓴다.

더러운 기구를 사용하면 병균을 옮기게 된다.

검사를 마친 뒤에는 기구를 비눗물로
세척하고살균용액에담궈둔다(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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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등받이를가진의자를사용한다.
두개의막대기를의자에고정시킨다.줄모양의천을두
막대기에묶는다.머리를지탱할정도로튼튼하면서도
머리를뒤로기댈수있도록헐렁하게묶는다.



정확한 진단

환자가찾아와질병을호소하면먼저진단을한다.그렇게하기위해
전문지식이필요하다.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1.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묻는다

환자에게어떤느낌인지말하게하고환자가
가진문제가무엇인지생각한다.그리고질문을
통해서더자세히알아보도록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통증이나,붓기,출혈
또는느낌을묻는다.

● 어디가 아픈가? 치아나잇몸,아픈곳을손으로대게한다.
● 언제 아픈가? 항상아픈지,새벽이나밤중에아픈지물어본다.
● 언제부터 아팠나? 언제부터이상이있었는지알아보고어떻게
다루었는지묻는다.

● 최근에 사고가 났는가? 입안의오래된상처로부터뼈속으로감염
이되어얼굴에짓무른곳을만들거나붓게할수있다.

● 다른 병이 있는가? 감기나열이치아를아프게할수있다.
● 몇 살인가? 새로나는영구치에대해생각해본다.

이런질문에대답을듣고또다른가능성에대해생각해보고더많은
질문을한다.이것이과학적인 진단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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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부터 할 수 있는한 모든 것을 얻는다.

1.어디가아픈지묻는다.
2.안색을살피고나이를묻는다.
3.입안을자세히살펴본다.
4.아픈부위를살짝건드려본다.



여성이면, 임신 중인지 묻는다. 임신한여성의잇몸은쉽게감염된다.
잇몸은출혈도잦고이가더쉽게썩는다.하지만항상그런것은아니다.
치아와잇몸에특별한관심을가진다면대부분의치과적문제를방지할
수있다.이미문제를가지고있다면출산까지치료를미루지않는다.임
신한 여성도 치료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태아에게도매우중요하다
(177-179쪽).

2. 안색을 살피고 나이를 묻는다
사람들은특정한나이에특정한질환을갖는다.환자를처음보게되면

나이를묻는다.그리고나서입안을보기전에짓무른부분이나부은부
분을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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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농가진,빈센트감염(96쪽)

청소년
열성수포(98쪽)
치아의고름주머니(87쪽)

성인
치아의고름주머니(87쪽)
뼈의감염(골수염)

유아
볼거리,침샘의감염(113쪽)
치아의고름주머니(87쪽)

청소년
새로운치아의자람(94쪽)
치아의고름주머니(87쪽)

성인
치아의고름주머니(87쪽)
턱뼈골절(107쪽),종양(119쪽)

붓기(원인)

짓무름(원인)



3. 입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환자가말하는것과나이,관찰한사실들을잘기억한다.이제그
문제에관하여자세히살펴본다.

볼이나입술안쪽,혀에짓무른부위(궤양)가있는지잘살펴본다.

4. 아픈 부위를 살짝 건드려 본다
건드려보는것은심각한문제를발견하는좋은방법이다.이렇게하면

어떤처치를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치아가흔들리는지확인하기위해서아픈치아를살며시눌러본다.

치아를손가락사이에넣고앞뒤로흔들어보아움직일때통증이
생기는지알아본다.

두드릴때아픈치아는고름주머니가있는치아일수있다.거즈를
대고잇몸을눌러본다.잠시기다려서출혈이시작되는지본다.치주낭
측정기를 사용하여 잇몸 아랫쪽에 치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살
긁어낸다.다시잇몸에출혈이있는지관찰한다.잇몸에 출혈이 있으면

잇몸 질환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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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살펴본다.
●새치아가자라고있는가?
● 치아가흔들리는가?
● 검은빛깔의(죽은)치아가있는가?

잇몸을살펴본다.
● 붉은빛깔인가?
● 부어오른부위가있는가?
● 출혈이있는가?
● 치아사이에서없어지는잇몸이있는가?

생각해보자.
1.항상아프다.
2.얼굴이부어있다.
3.어금니에큰충치가
있다. 고름주머니가
아닐까?”

“치아를뽑아야되겠어요.
고름주머니가있군요.”

치과거울의뒤쪽
끝으로아픈치아를
포함하여몇개의
치아를두드려본다.



비슷한 문제를 감별하는 방법

똑같은 치아 통증이나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찾아온환자라도각각다양한원인을가지고있다.
치아의통증, 짓무름, 흔들리는치아상태를잘
살피고나서더자세한파악을해야한다.

치아와잇몸에관한이미알고있는지식과새로발견한사실을
종합한다.정확한병명은알지못해도진단을내릴수있다.
일반적으로진단을내리는일은쉽다.하지만때때로확신하지못하는

경우가있는데이럴때는숙련된치과의료인에게조언을구하는것이
좋다.절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하면 안 된다. 병의 원인을
알고 처치할 물품이 있을 경우만 치료한다.
진단을하는데다음의도표를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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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먹거나마실때만아프다.
           충치가있다. 치아를두드릴
           때아프지는않다.

           충전물의일부가떨어져나갔거나
           금이가서떨어지려고한다.
           먹거나마실때이가아프다.

           음식을씹을때이가아프다.
           두드릴때아플수있다.충치는
         없고치아는건강해보인다.

           항상아프다. 잠자리에들때도   
           아프다. 두드릴때아프고약간   
           흔들리는것이느껴진다.

           숨쉴때도차가운공기가들어오 
           면아프다. 최근에치아에충격을
           입었다.

                     입을제대로벌릴수없다.지속  
           되는통증과입뒤쪽으로부터나 
           쁜맛을느낀다.

           치아를두드릴때몇개의윗니가
           아프다. 감기기운이있고입으로
           만숨을쉴수있다.

충치            86

기존충전물
하방의충치      86

치아사이에
있는치석        125

고름주머니      87

금이가거나
부러진치아      90

새로운치아가
자라남          94

상악동감염      89
(축농증)

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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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최근에치통을겪었고그치아를
           두드릴때아프다.

           18세정도의젊은환자로입을벌
           리기가힘들다.

           얼굴이나턱을맞았다.뼈를만질
           때통증을느낀다.위아래의치 
           아가씹을때잘맞지않는다.

           턱아래쪽이부었다.배가고프 
           거나음식냄새를맡을때더심 
           해진다.

           붓기가오래지속된다.          
           더나아지는것같지않다.           

뼈의골절        102

얼굴이
부어오름

치아의
고름주머니      87

침샘의감염      113

종양           119

새로운치아가
자라남          94

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음식이나치석이치아에붙어있 
           다. 주위의잇몸이늘어져있고  
           부어있다.

           전에는치아가많이아팠지만지
           금은그렇게많이아프지않다.  
           충치가있고주변의잇몸에짓무
           른상처가있다.

           얼마전치아가충격을받았다.

                                        
           흔들리는치아가움직일때주변  
             의뼈와치아도같이움직인다.
             

           
           이를씹을때처럼맞닿게하라고
           지시하면다른치아들이닿기전
           에하나가먼저닿는다.               

치아의
흔들림

잇몸질환으로
뿌리주위막의
감염

잇몸아래치아
뿌리의파절 113

치아뿌리주위
뼈의골절또는
빈센트감염으로
인한뼈속의
감염

치아의고름
주머니로인한 93
뼈의감염 87

95

“잇몸아래뼈의골절”

102

106

96
115

치아가제위치에
서벗어나서로 93
심하게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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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잇몸이붉고부어있다.칫솔질을  
           하면피가난다.

           치아사이의잇몸이작은종양과
           같이짓무르고부어있다.

           치아사이의잇몸이죽어서퇴축 
           하여더이상뾰족하지않다.치  
           아주변의고름과피때문에나쁜
           냄새가난다                   

           잇몸색이밝은붉은색이고짓물
           러있다. 하지만치아사이는여  
           전히뾰족하다.                

빈센트감염
(더심각한 96
잇몸의감염)

감염된
잇몸으로
인한입안
의병변

초기
잇몸질환 87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으로인한
잇몸의열성수포 98

잇몸아래로이물
질이끼어있다. 127

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볼, 입술의안쪽, 혀의아래쪽에
           붉은색으로둘러싸인노란색병
           변으로음식이닿을때아프다.

           틀니주변에만지면아프고     
           짓무른상처가있다.
           
           
           하얀천같은것이입천장이나
           혀의끝부분에붙어있다.아기  
           가젖을빨지못한다

           상태가좋지못한치아의주변  
           잇몸에짓무른상처
             
             입의모서리와입술이말라     
           금이가고병변이있다.

           작고아픈수포가생겼다가터지
           고딱지가진다.                           

다른곳의
작은
궤양으로
부터
전이된
짓무른
입안

구강궤양

아구창

잇몸종기

날카로운면을
가진틀니,또는
수정이필요한
오래된틀니

100

헤르페스바이
러스감염으로
인한열성수포

영양결핍

100

99

72
87

101

98

상처가짓무르고잘낫지않는다. 악성종양(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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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입안쪽에치아고름주머니나
           근처에부러진치아가있다.

           검은빛의짓무른상처가볼쪽에
           생기고잇몸은심하게감염되어  
           있다. 나쁜냄새가난다.

           입술의짓무른상처가한달이상
           지속되며약을사용해도잘낫지
           않는다.                       

암              119

얼굴이
짓무른
상처

고름이피부밖
으로빠져나옴 114

노마임.
잇몸에빈센트감염이
시작되는것이다.

115

증 상    발견한사실 추측되는질환 참고(쪽)

           16-24세정도의나이.턱뒤쪽이  
           부어있다

           최근에사고를당했다.

           뒤쪽치아앞부분이약간부어  
           있으며치통이있다.

           입을벌리려고할때귀앞쪽에서
           딱소리가난다. 입을벌리거나   
           씹을때같은곳에통증을느낀다. 

           음식물을삼키기힘들고턱이뻣뻣
           하다. 더러운기구나감염된상처 
           에서세균이들어왔다.                    

뒤쪽치아의
고름주머니 87

입을
더이상못
벌리겠
어요

새로운치아가
자라남 94

턱관절(턱뼈가
머리뼈와닿는
곳)의통증

108

파상풍          112

턱뼈의골절-
아마도귀앞쪽 102

먹거나소리를지르기위해입을
크게벌린뒤에입이다물어지지
않는다.어금니가많이없다.

최근에사고를당했다.
이가서로닿지않는다.

입다물기
어려움

빠진턱 107

턱뼈의골절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