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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에 주사 놓기
국소마취를 하면 고통없이 치아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경
가까이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주사를 잘 놓기 위해서는 신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주사 놓기는 경험으로 아는 의술이다.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
아니라 숙련자에게 배우는 것이다.
국소마취제는 주사약이다. 약이 신경에 닿으면 그 신경과 연결된
치아는 약 한 시간 동안 마비된다. 이렇게 하면 치아를 뽑거나 깊은
충치에 시멘트 충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긴다.
숙련된 치과 의료인이 주사놓는 것을 관찰한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주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사 놓기에 필요한 것
국소마취 주사기는 금속과 유리 두 종류가 있다. 금속 주사기는
카트리지 안에 있는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유리 주사기는 병에서
국소마취제를 뽑아 사용한다.
유리 주사기

금속 주사기

특별한 바늘이 쓰이고 국소마취제는 유리 페니실린 같은 약을 주사하는 데 쓰이지만
카트리지 안에 밀봉되어 있다. 주사 후에는 입 안에도 쓸 수 있다. 사용 전 후에
주사기와 바늘을 끓인다(84쪽). 살균하면
반드시 바늘과 카트리지를 버린다.
다른 사람에게도 쓸 수 있다.
1.

2.

1.
3.

2.
4.

5.

주사 전에는 바늘 밖으로
국소마취제가 빠져나오는지 확인한다.
주의 ! 항상 바늘과 카트리지는 새 것을 사용한다..

주의 ! 바늘에 손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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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국소마취제에 따라 주사기를 선택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사기에 맞는 바늘을 주문한다.
금속주사기

유리주사기

1. 주사기: 흡인용 치과 카트리지 주사기
1.8ml (1ml= 1cc)
2. 바늘: 일회용 바늘(27게이지,긴 것)
3. 국소마취제:치과 주사기에 쓰이는 국소마취
카트리지
밀폐된 알루미늄 안에 50개의 2%
리도케인(리그노케인) 카트리지가 있다.

1. 주사기:약 3ml 용량의 표준 유리 주사기
(1ml=1cc)
2. 바늘: 24게이지,긴 것
(40mm × 0.56mm, 또는 유사한 것)
3. 국소마취제: 리도케인(리그노케인)2%
20ml 병에 담긴 것
만약 구하지 못하면; 염산 프로케인 10%
2ml 앰플을 주문할 것

주의: 리도케인 안에 에피네프린이 함유되면 마취 시간이 길어지나
가격은 더 비싸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사 놓는 위치
국소마취제는 다음 부위의 신경을 마취시킨다.
●

치근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신경가지 주위

●

작은 가지로 나뉘기 전의 주요 신경줄기 주위
작은 신경들이 주요 신경에서‘가지 뻗는다.’
마치 나무줄기들이 나무기둥에서 뻗어 나오는
것과 같다. 한 개의 작은 신경은 모든 치아의
개개의 치근으로 들어간다.

윗니 치근 주위에 주사하기
상악골은 연하고 성글다. 윗니 치근 근처에 놓은
마취제는 뼈 안으로 들어가 신경에 쉽게
도달한다. 같은 쪽에 있는 잇몸도 같이 마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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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니에 주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악골은 더 두껍다. 치근 주위에 주사해도 신경에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
주의: 어린이의 하악전치부나 성인의 매우
느슨한 하악전치부는 치근 주위에 주사할
수 있다.
아랫니를 완전히 마취시키려면 하악골
안으로 들어가는 주요신경(a)을
마취해야한다.

신경(a)가 하악골로
들어간다.
신경(a)
신경(b)가 뒷쪽 3개
치아로 간다.

뒷쪽 치아를 치료하려면 신경(b)에 추가로 주사해야 이런 두 가지의 주사가 치아주위
잇몸을 마취시킨다.
한다(134쪽).

주사 시기
치료 중 환자가 아플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국소마취제를 놓는다. 주사
후에도 치아가 아프다고 하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잠시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주사한다.
국소마취제는 천천히 신중하게 주사한다. 그러면
상한 치아를 치료할 때 환자를 아프지 않게 한다.

주사 놓는 법*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사를 놓으려면 다음 다섯 가지를 기억한다!
1. 부종이 생긴 곳에는 주사하지 않는다.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 또 부종 안의 고름은 마취를
방해한다. 부종을 먼저 치료하고(88쪽) 나중에
치아를 뽑는다.
부종
2.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는 한 번 내원시 두
번이상 주사하지 않는다. 또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도케인만 사용하거나 메피바케인 3%를 사용한다.
* 국소마취제는 입안에 놓는 유일한 주사이다. 항생제 주사를 배우려면 166쪽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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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 아래로 주사 놓기 전에 바늘 끝 경사면의 방향이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국소마취제는 신경이
있는 뼈에 도달되어야
한다.

맞음

틀림

4. 주사 놓기 전에 잠시 기다렸다가 혈액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지
확인한다. 주의: 흡인용 주사기만 사용한다.
혈액

피스톤을 뒤로 당긴다. 혈액이 안으로
들어오면 혈관을 찌른 것이다. 바늘을
빼고 다른 부위에 부드럽게 놓는다.

혈관을 찌르면 후에 부종이 심해지고 환자가 실신할지도 모른다.
실신하면
● 등을 대고 눕힌다.
● 셔츠 칼라를 느슨하게 한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이 올린다.
5. 주사기와 바늘은 깨끗하게 살균해야 한다(82-85쪽). 더러운 바늘을
사용해서 교차감염이 생기면 안 된다.
유리 주사기
물을 넣은 용기 안에 주사기와 바늘을 넣고 뚜껑을
덮어 20분간 끓인다(84쪽). 금속주사기를 끓여
소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금속 주사기
● 환자마다 새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사용하다 남은 마취제를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는다.
● 일회용 주사 바늘은 사용 후 부러뜨린다. 그리고 플라스틱 마개로
닫고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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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니에 주사 놓기
치료하려는 치아의 치근 주위에 국소마
취제를 주사한다. 앞니는 한 개의 치근을
가진다. 어금니는 한 개 이상의 치근을 가
진다.
완전히 마취가 되려면 치근으로 가는 각각의 작은 신경에 마취제가 도
달해야 한다.
1. 먼저 주사할 부위를 정한다.
입술이나 볼을 들어올린다. 잇몸과 만나는
곳에 생기는 선이 보인다.
입술이나 볼이 잇몸과 만나 생기는 선상에
바늘을 댄다.
2. 치근을 겨냥하면서 바늘을 밀어넣는다.
바늘이 뼈에 닿으면 멈추고 마취제 1ml를
주입한다(카트리지의 ½분량).
바늘을 뒤로 빼고 다음 치근으로 이동해서 다시 주사한다. 만약 빼야
할 치아라면 다음 단계를 위해 1/4ml를 남긴다.
3.치아를 빼려면 안쪽의 잇몸에도 주사한다.
●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한다. 남아있는 1/
4 ml의 마취제를 뽑을 치아 바로 뒤에
주사한다.

●

한 번의 주사로 앞니 6개와 잇몸을 마
취할 수도 있다. 중절치 뒤의 혹처럼
튀어나온 잇몸에 주사한다.
(주의: 잘못 주사하면 환자를 아프게
할 수 있다.‘압력 마취’
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35쪽 참고)

5.치아가 마취되려면 5분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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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니에 주사하기
신경을 마취할 때 치아뿐만 아니라 같은 쪽의 잇몸도 같이 마취된다.
하지만 주사를 성공적으로 놓으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올바르게 주사를
놓는 법은 숙련된 치과의료인에게 물어본다.
주사하고자 하는 부위가 잘 보이게 자리를 잡는다. 환자가 입을 크게
벌리게 한다.

1. 먼저 주사하는 부위를 만져본다.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뒤로 엄지 손가락을 넣는다(먼저 손을 씻을 것!).
손가락을 머리쪽으로 돌려올릴 때 하악골이 느껴진다. 엄지 손가락을 그
함몰된 부위에 둔다.
2. 엄지손가락 끝으로 피부를 누른다.
피부는‘v’
자 모양이다. 바늘은‘v’
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대쪽 4번 치아 위에서 주사기를 잡고‘v’
자
를 향해 바늘을 놓는다
하악골과 닿을 때까지 바늘을 집어넣는다(긴 바
늘의 약3/4 ). 흡인용주사기의 피스톤을 잡아당겨
서 피가 없는지 확인한다.
마취제 1.5ml(3/4카트리지)를 주입한다.
자신이 방법을 터득하도록 노력한다. 뼈에 너무 일찍 닿으면 바늘을 빼
서 입 안의 더 뒤쪽으로 향해 다시 주사를 놓는다.
뼈에 닿지 않으면 바늘이 너무 뒤로 간 것이다. 바늘을 빼서 더 앞쪽으
로 향한 다음 주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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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금니 옆으로 주사를 더 놓는다.
어금니를 충전하거나 빼려고 하면 볼이 잇몸과
만나는 부위에서 그 치아 옆으로 주사한다.
국소마취제 1/2ml(1/4 카트리지)를 주입한다.
이 주사는 앞니에는 필요없다.

주요 신경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5분 기다리면 치아가 마취된다.

어린이 환자와 시간 보내기
1. 주사하기 전에 잇몸 위에 도포 마취제를 바른다. 솜으로 문지르면 국소마취
제가 더 오래간다. 마취가 되기까지 기다린다.: 주사 전까지 1분 기다린다.
도포마취제가 없다면 압력을 사용한다.
입천장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주사를
놓을 때는 언제나‘압력마취’
를할수
있다.
성냥개비 끝에 솜을 말아서 상한 치아
의 뒤를 1분간 강하게 누른다. 눌러서
생긴 함몰 부위로 재빨리 주사한다.

2. 주사할 때 마취제가 따뜻한지 확인한
다. 사용하기 전 카트리지나 병을 몇
분간 손에 쥐고 있는다.
3. 날카로운 새 바늘을 사용한다.
4. 주사기를 건네줄 때 보이지 않게 한다. 아이들이 주사기를 보면 겁에 질린다.
5. 어린이가 주사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
6.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사한다. 주사를 빨리 놓으면 갑자기 압력이 생겨서
아이를 다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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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놓은 후에
치료를 하기 전 치아와 잇몸이 마취되었는지 확인한다. 마취가 되려면 5
분간 기다려야 한다. 환자에게 입술이 어떤지 묻는다. 무겁거나 마비된
느낌이어야 한다. 그리고 치료 부위를 확인한다.
깨끗한 탐침으로 치아 사이의 잇몸을 찔
러본다.
환자의 눈을 살펴본다. 아프게 하고 있
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여전히 통증을 느
낀다면 중단한다. 주사 놓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시 주사를 놓는다.

치료를 끝내고 나서는 환자에게 설명한다. 예상되는 것과 마취된 부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준다.
• 마취된 곳은 약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 느낌이 없는 동안 물거나 긁지 않는다.
• 뜨거운 것을 마시지 않는다. 입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주사 놓은 쪽의 치아 사이에 솜을 집어 넣는다. 그 부
위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2시간 동안 그것을 놔두어야 한다. 어머니에
게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져갈 여분의 솜을 준다. 마취된 입술이나 볼
을 깨무는 것보다 솜을 씹는 것이 훨씬 낫다.
한사람도 아프지 않게 치료하도록 노력한다.
국소마취제를 적당한 곳에 천천히 신중하게 주사하면
상한 치아를 더 쉽고, 더 빠르고, 고통없이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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