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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치석 제거하기
치석제거는‘긁어없애버린다’는뜻이다.오래된음식찌꺼기,치석,

심지어는잇몸에걸린생선뼈도긁어낼수있다.보통은치석을없애는
것이다.

깨끗한치아는잇몸도건강하다.치석을제거하면감염된잇몸이
정상으로되돌아간다.
치아를 깨끗하게 해야 잇몸이 건강하다. 치석제거후칫솔질을소홀히

하면치석이다시끼고잇몸이또아프고염증이생긴다.

잇몸 안에 무엇인가 걸려있으면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기 전에
제거해야한다(127쪽).생선뼈나섬유질이끼었으면바로 지금 제거한다.
만약잇몸에서피가날정도의잇몸질환이있으면치석제거는 1주일

후에한다.그동안환자가치아를잘닦고따뜻한소금물로잘헹구면
(7쪽)잇몸상태가좋아진다.그러면치석제거하기도쉽고환자스스로도
잇몸건강을위해큰일을할수있다는것을배우게된다.
잇몸의 염증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을 사용한다. 나중에거울을보면서

좋아진잇몸을확인할수있다.
치아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치석제거를 한다. 원하지

않는사람은관리에무심해서치석이다시생긴다.배우기를원하지않는
사람의치석을제거하는일에시간을허비하지말아야한다.

치석제거를하되치아를깨끗하게관리하는방법도같이알려준다.

치아위의세균막이딱딱해지면
치석이생긴다.치석에눌린
잇몸은아프고염증이있다.



치석제거에 필요한 기구들

치석제거기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쉽게 치석을
제거하려면각치아에맞는치석제거기를사용해야한다.어떤것을
구입해야하는지도잘알아야한다.
치석제거기는값이비싸다.많이사용하는기구를몇개만사는것이

좋다.
양날치석제거기두개또는홑날치석제거기네개가필요하다.
1.두 끝이 날카로운 것 -잇몸가까이붙은치면치석을제거한다.

2.두 끝이 무디고 둥근 것 -잇몸아래의치면치석을제거한다.

치석제거기의끝은매우중요하다.한쪽끝은왼쪽으로구부러지고
다른쪽끝은오른쪽으로구부러져서치아의모든면에쉽게도달할수
있다.이기구의양끝날은날카롭다.날은잘듣도록갈아놓아야한다.
날카로운날이무딘날보다치석을더잘긁어낼수있다.
그외더필요한것:

주의:기구주문시에는기구의보통명칭과정식명칭을모두사용해야
원하는 기구를 받기 쉽다. 직접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수도 있다
(170-172쪽).치석제거 기구함에는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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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y C-1 scaler

치경 탐침 핀셋 숫돌

G-11, 12 scaler



치석 제거하는 법

치석은치은낭안에서생기기시작한다.잇몸이가리고있어서치석은
그 곳에 쌓이게 된다. 치석을 제거할 때에는 종종 치석을 눈으로
보기보다느껴야 한다.잇몸이치유되려면모든치석을제거해야한다.
치석이 남게 되면 그 위에 쌓이는 치석은 더 빨리 형성된다.

미리준비할것
치석제거기,치경, 핀셋, 탐침, 숫돌, 거즈
치아와잇몸을정확히보기위해서조명이밝아야한다.치석제거는

시간과연습이필요하다.치과의사,환자모두편안해야한다.환자가
뒤로기댈수있는특별한의자를준비한다(73쪽).

1.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한다.예상되는것을환자에게설명한다.
피가나고,조금아프다.너무아프면잠깐쉰다.또는국소마취를할
수도있다.기억할 것: 먼저손과기구를깨끗하게한다(82-85쪽).
2.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확인한다. 치석은치아뿌리위에거칠게

느껴진다. 치석은치은낭어디에나생기므로치아의모든면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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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하는순서
1. 환자에게무엇을할것인가를설명한다.
2. 잇몸아래에있는치석을확인한다.
3. 치석아래에치석제거기를갖다댄다.
4. 치아표면에대고기구를잡아당긴다.
5. 치면이매끈한지확인한다.
6. 치과의사가한일과앞으로예상되는것을설명한다.

치석을확인하는두가지방법

1. 탐침을이용한다.잇몸안에서치아뿌리를따라서탐침
끝을위아래로훑는다. 거친곳을느껴본다. 치석이없는
곳은매끈하다.
2. 거즈를 이용한다. 끝을 틀어서 치아 사이로 누른다.
거즈가 잇몸을 아래로 누르면 침을 흡수한다. 그러면
치석을더많이볼수있다.



3. 치석 아래에 치석제거기를 갖다 댄다. 기구사용법을배운다.
기구를잡는법과치은낭안으로기구를밀어넣는방법을배운다.

연필잡는것처럼기구를잡는다.
그다음힘차고균형있게잡아당긴다.

조작이 매우 중요하다. 치석제거기의끝은
날카롭다.주의하지않으면잇몸이다칠수
있다.조심스럽게해야하고서두르지말아야
한다.기구의끝은언제나치아위에두어서
잇몸을다치지않게한다.세번째손가락을
치아에댄다.이렇게하면손을안정시키고
날카로운기구가잇몸아래로조심스럽게
미끄러져들어가게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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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니

아랫니



치아에근접한잇몸끝은안으로접혀서주머니를형성한다. 이
치은낭이 치아를둘러싸고있다.치은낭은깊을수도있고얕을수도
있다.깊은치은낭은오래전부터염증이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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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은치은낭깊숙히생기기
시작한다.잇몸위로보이는치석을
제거하면도움은되겠지만
그것으로충분하지는않다.
나머지치석을제거해야한다.
치석이조금이라도남아있으면
염증이생긴다.

치석
치은낭
치주인대
뼈
치근

치은낭 안에 끝이 둥근 치석제거기를 사용할 때는 더 조심한다.

먼저,보이는치석을제거하기위해끝이
날카로운치석제거기를사용한다.

그다음끝이둥근치석제거기로
나머지치석을긁어낸다.

1. 날의날카로운면을치면에놓는다.
치은낭안으로치아를따라
미끄러진다.

2. 거친치석위로지날때감지할수
있다.치은낭의바닥을감지하면
멈춘다.



4. 기구 끝을 치아면에 확실하게 대고 잡아당긴다. 한번에가능한한
많은치석이떨어져나가도록한다.조금씩제거하는것은좋지않다.
왜냐하면남은치석은매끈하게되어 제거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5. 치면이 매끈한지 확인한다.
탐침을잇몸아래쪽으로넣어여전히거친부분

이느껴지는지확인한다.치아의모든면이매끈하
게느껴지면다음치아로이동한다.

서두르지않는다.신중하게모든치석을제거하는것이더중요하다.
치석이많을때는한번에한쪽만하고나머지반은환자가다시올수있
는가능한빠른날로정해서한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깨끗하게 보여야 한다. 다른치석제거기의날카로
운끝을이용한다.치아앞뒤의검은물질을닦아낸다.

치아자체는검게변하지않는다.단지착색일뿐이
다.고기를먹거나홍차를마시거나담배를피우면이
런착색이생긴다.이러한오래된음식찌꺼기를제거
하면흰치아가드러난다.명심할 것: 치아를매일열
심히닦지않으면치아는다시검게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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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를단단히잡는다. 2. 기구를힘차고짧게
잡아당긴다.

3. 거즈로기구끝을닦는다. 4. 거즈로잇몸을
눌러서지혈한다.

치석제거기의끝은언제나
치아표면에두고

잇몸을찌르지않도록한다.



6. 치과의사가 한 일과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설명한다.

며칠동안은잇몸이아프지만곧가라앉는다.
잇몸이강해지고튼튼해지기위해서해야할일을설명한다.

●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는다. 칫솔로치은낭내부와앞니뒷쪽도
닦아야한다.이곳은치석이가장잘생기는부위이다(67쪽).

● 치아 사이를 닦는다. 칫솔,종려나무잎의줄기,또는강하고얇은
실을이용한다(69쪽).

● 따뜻한 소금물로 양치한다. 잇몸이강해지려면하루에소금물네
컵으로양치한다.잇몸이강해지면하루한컵만해도된다(7쪽).

● 잇몸이 강해지는 자연 식품을 먹는다. 구아바,오렌지같은신선한
과일과검푸른잎을가진신선한야채가잇몸에좋다.

잇몸 아래에서 이물 제거하기

두치아사이의잇몸이빨갛게부어올랐으면무엇인가가치은낭안에
있는것이다.아마도생선뼈,망고실,또는치석의날카로운부분일
것이다.
먼저탐침으로그이물을확인하고치석제거기나질긴실로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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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할때와마찬가지로끝
이둥근치석제거기를사용한다.
이물질 아래로 부드럽게 파고
들어가들어올린다.

실로매듭을만들어서두치아사이
에 밀어넣는다 (69쪽). 위 아래로
움직이지 말고 잡아당겨서 매듭이
밖으로나오도록한다.이물질이
매듭에딸려밖으로나오게된다.*

* 잇몸이자라서종양이되면(치육종) 숙련된치과의료인이잘라내야한다.

또는,



치석제거 기구들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기

치석제거기는무딘것보다날카로와야치석에더잘파고든다.치석
위로미끄러지는느낌이올때마다날을갈아야한다.

미세한결정의숫돌(알칸서스숫돌)위에날끝을간다.먼저숫돌위에
기름이나물을몇방울떨어뜨리면더쉽게갈린다.

치석제거기는깨끗이살균시킨다.기구에는피가묻기때문이다.
살균하는방법은 83, 84쪽을참고한다.

치경,탐침,핀셋은살균할필요가없다.소독하면(85쪽)깨끗하게된다.
수건으로물기를닦고깨끗한천에싸서치석제거기구함에넣는다.
기구가필요할때마다쓸수있게준비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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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끝이날카로운지확인하기위해
손톱에대고긁어본다.잘긁어지지
않으면치석을없애버릴만큼은
날카롭지않은것이다.

두번째나세번째손가락을숫돌에
대고날끝은숫돌에앞뒤로문지른다.
둥근기구는날을갈면서돌린다.
이렇게하면기구의둥근모양을유지할
수있다.

각사람에게주지시킬것:
치석제거는 치료가 아니다. 환자가 새
로운시작을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
라할수있다.
잇몸관리는스스로해야한다. 의료인
은환자의치아에서단단한물질을제
거한것이고앞으로주의해서이를닦
으면치석은다시생기지않는다.

치석을다제거했어요,
치석이다시끼지않도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