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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구급함

이책에서추천하는약,기구들,다른물품들은구급함에보관한다.

사용목적에 맞게 몇 가지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있다.

치과의료인이라면정부의약품상으로부터많은기구목록을얻을수있을
것이다.자비로사야하는것중에는비싼것도있다.그래서돈을절약할수있는
방법을제안하려고한다.

주문하기전에몇개가필요한지결정한다.하루에몇명을치료할수있는가?
어떤것을치료하는가?석달간필요한약과물품을주문한다.
주의:치료를배우려는사람이많아질수록더많은사람이도움을청하러올

것이다.주문할때이것을고려한다.또명심할것은어떤사람은한가지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것이다.

165-170쪽에는하루에10명,한달에200명의환자를볼때필요한약,기구,
물품을 기술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어렵다.그러나평균치는말할수있다.

응급환자10명중에서:
● 6명은1개이상의치아를뽑기원한다(따라서주사를놓아야한다).
●2명은시멘트충전이필요하다.
●2명은치료전투약이필요하다.

이들중많은사람들이다시내원해야한다:
●5명은치석을제거하고잘관리하는법을가르쳐주기를원한다.
●1명은시멘트충전이필요하다.
●2명은투약후처치가필요하다.



투 약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은광범위한항생제이기때문에추천하지않는다.
좁은범위의항생제는일반적으로안전하고치과질환에효과적이다.기억할
것은임산부나 어린아이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테트라사이클린은발육
중인치아를노랗게만든다.

제안
1.약을사기전에가격을비교해본다.같은약인데다른이름일수도있다.

성분명이보통은더싸고‘유명회사의상품명’약품만큼좋다.주문할때는
성분명을기재하고상품명을쓰지않는다.
2.포장지에있는날짜를확인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정량을주도록한다.7장의‘치료’부분과함께166쪽내용을읽어본다.
4.심한감염이나통증에대해서는167쪽을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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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정식 명칭       상품명      석달 동안     구급함에    참고
                     (여기에 쓸것)   필요한양     넣어둘 양     쪽

통증   1. 아스피린                   
2000알       100 알      88        300mg알약

        2. 아세트아미노펜
        (파라세타몰)                  500알        10 알      88
        500mg알약

감염   1. 페니실린                   
2000알       100알      88        250mg알약                     

        2. 에리스로마이신
        250mg알약                  

500알        40알       88

        3. 니스타틴                  작은튜브     작은튜브     
99

        크림이나용액               또는병 12개   또는병 2개     



정량
약을주기전에환자의체중과나이를고려한다.작은아이일경우더적은

양의약을준다.예를들면아스피린(300mg)이나아세트아미노펜(500mg)같은
진통제는작게자를수있다.

주의:치아가아프다고아스피린을치아에대고있으면안된다.아스피린은
치아를아프게하는산을가지고있다.약은곧바로삼켜야한다.심한 통증일
경우,아스피린이효과가없으면성인은코데인30mg알약을먹는다.

항생제:감염과싸우기

항생제는감염을일으키는세균을죽인다.어떤항생제는다른항생제보다
특정박테리아에대해효과가좋다.할수만있다면고름에어떤항생제가잘
듣는지시험을해본다.
페니실린 과민반응자에게 페니실린을 주어서 안 된다. 페니실린알약이나

주사를처방하기전에환자의상태를알아야한다. 페니실린을주사할때
과민성쇽에빠질수있는것에대비하여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항상
준비한다.30분간환자와같이있는다.다음과같은증상일때

●차갑고습하며회색빛으로창백해지는피부(식은땀)●호흡곤란
●약하고빠른맥박(심박) ●의식상실
즉시에피네프린을주사한다.:성인은1/2ml,어린이는1/4ml를주사한다.
환자가 좀 나아졌어도 페니실린이나 다른 항생제 정량을 그대로

처방해야한다. 88쪽에페니실린이나에리스로마이신250mg알약의정량이
있다.에리스로마이신은물약으로먹어도된다. 5ml 용액안에 125mg이
있으므로10ml는(두큰술)은한알과같은양이다.
페니실린이나에리스로마이신은처음에용량을강하게해서먹는것이중요하다.
그후에3-5일간하루에네번씩같은양을복용한다. 88쪽의주의사항을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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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은         8-12살어린이는     3-7세어린이는    아기는
            두알먹는다.    한알먹는다.        반알먹는다.      아세트아미노펜
                                                                1/4 알만먹는다.

하루에네번



주사놓기:심한염증치료

약은먹는것이안전하다.그러나때로염증이
너무심하면약을주사로놓아야한다.숙련된
건강섬기미로부터 주사 놓는 법을 배운다.
주사는엉덩이나팔의근육에주사해야한다.

심한 염증에 대해서: 주사할수있는두가지종류의페니실린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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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프로케인페니실린
수용액’을사용한다.
하루에한번주사한다.

              물품     

정식명칭 석달동안   구급함에
필요한양    넣어둘양

1. 프로케인
페니실린,      200병     4병
1ml당                  
300,000단위
들어있는병

2. 페니실린    50병      1병
결정,          
1ml당
1,000,000단위
들어있는병

              용 량

성인 6-12세      1-6세
어린이      어린이

(40kg이상) (22-39kg) (10-22kg)

4ml           2ml       1ml
하루한번       하루한번  하루한번

3ml           1.5ml       0.5ml
하루네번       하루네번  하루네번

3ml 주사기

주사하는 약

½ 1 1½ 2 2½ 3

매우심한경우에
매 6시간마다
‘페니실린결정’을주사한다.
빠르게작용한다.



물품

불소용액
불소용액(위의 5번)을두가지방법으로사용할수있다.
과민성치아(시린이)를치료하기위해서혼합물을만든다.
●불화나트륨 500알(각각 1.1mg)을물 59ml에넣는다. 또는
●불화나트륨분말 1g을물 50ml와섞는다.
치료할 치아의 입술과 잇몸 사이에 솜을 말아서 집어넣는다. 솜으로 그 치아를
건조시키고통증을유발시키는작은틈을찾는다. 불소용액을솜에묻혀서그치아를
문지른다. 1분간젖은상태로둔다. 1주일후에같은치료를반복한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불화나트륨 분말을 이용하여
불소용액을만든다. 2g의분말과 1ℓ의물을섞는다. 그다음일주일에한번씩한모금
물고치아끼리맞물린상태로모든치아면을‘씻으면서’60초간양치하고뱉어낸다.
불소용액을마시면안된다.또한 30분동안은먹거나마시면안된다

학교는매주일불소양치하기에좋은장소이다.학교에서매일양치를하고(57쪽) 매주
같은날불소용액양치를할수있다. 이책의 22쪽에일년에두번‘도포불소젤’연고를
사용하는아이들을보여주었다. 이것도좋지만일주일마다양치하는것이치아에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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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정식명칭     상품명      3달동안    구급함안에     참조
                     (여기에쓸것)  필요한양     넣어둘양      (쪽)

드레싱     1. 깨끗한                 100개들이      20조각       185
          거즈                    8상자
          2. 깨끗한솜              50개들이       8개롤        140
                                       솜          10상자
와동충전  3. 유지놀                  50ml       작은병 1개      139
          4. 산화아연                 500g       작은병 1개      139
          분말                      
민감치아   5. 불소용액,               50ml       작은병 1개      86
치료      농축된것                  
국소마취제 6.리도케인 2%           100 카트리지   10카트리지`     130
주사      1.8ml 카트리지          들이 8상자
          7. 1회용바늘,
          27 게이지,           바늘 100개들이   바늘 10개      130
          긴것                    8상자
          8. 리도케인              작은튜브      튜브 1개       135
          도포마취제                5개



제안:

미리많은양을주문하면저렴한값에살수있을것이다.물품을저장할
수있는,바퀴벌레나쥐가없고깨끗하고건조한곳이있으면3개월분량만
주문하지말고1년치분량을주문하는것을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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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정식명칭       상품명         3달동안       구급함안에      참조
                       (여기에쓸것)      필요한양       넣어둘양       (쪽)

양치용     1.소금                           2kg            100g                   7
              2.과산화수소                     3l            500ml                  8

기구       제피란,                         작은병         작은병         85
소독용     농축용액                        12개             1개

주의: 집에서만든용액으로기구소독을할수있다(85쪽).

날세우기용 알칸서스                         1개             1개          128
           숫돌

검진용     나무                          50개들이          10개          73
           설압자                          8상자

중 량 부 피

1㎏ = 1 0× 1 0 0 g
1㎏ = 1000g
1g = 1000㎎
1grain= 65㎎

1ℓ 1cup 1ts

1000㎖=1ℓ
236.5㎖=1cup

5㎖=1ts
1㎖=1㏄(입방센티미터)



기 구

같은날여러명의환자를치료할때기구를소독(82-85쪽)해야할
필요가있을것이다.따라서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같은종류의
기구를여러개가지고있어야한다.
치료의종류와상관없이필요한기구가세가지있다.치경,탐침,

핀셋이다.적어도각기구마다 15개씩준비할것을제안한다.각치료함
안에는한개씩넣는다.여기 있는 기구를 모두 살 필요는 없다.

몇가지는만들수있다(171-173쪽).기구를한개씩만사서본을뜨고
직접만든다.*

*

기구구입시자선단체의도움을받기원하면 173쪽을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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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정식명칭           상품명              사거나      참조
                                  (여기에쓸것)         만들개수      (쪽)

검진또는        1.치경                                     15           73
치료용          2.탐침                                     15           73
                3. 핀셋                                    15          122
주사용          흡인용치과
                주사기(1.8ml
                카트리지사용)                              3          129
치석제거        1.Ivory C-1
                치석제거기                                  1          122
                2. Gracey11-12
                큐렛                                       1          122
시멘트          1.숟가락떠내기                              1          139
충전용          2.충전용기구                               1          139
                3. 시멘트스파튜라                          1          139
발치용          1.스푼떠내기                                3          139
                2. 곧은발치기자
                (34번)                                      3          149
                3. 상악일반
                발치겸자(150번)                             3          149
                4. 하악일반
                발치겸자(75번)                              3          149

참고: 149-150쪽에구비하면좋은발치기자와겸자가소개되어있다.



치과기구직접만들기*

여기값싸게기구를직접만들수있는아이디어가몇가지있다.
주위에서구하기쉬운재료를이용해본다.

다른재료도생각해볼수있다.
각기구들은두부분으로되어있다:한쪽은손잡이와다른한쪽은

작업부이다.두부분을서로연결한다.

끝을납작하게만들면헐거워돌아가는것을막는다.망치로작업부를
두들겨서납작하게하고손잡이에작은홈을내서작업부가돌아가지
않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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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으로

*이아이디어를제공한Aaron Yaschine에게감사한다.

알루미늄

클립 핀 깨진거울

밀랍 바늘나사못나뭇가지 설압자

전선

풀이나밀납으로

작업부의
아래가
이홈으로
들어간다.



가장많이쓰는기구만들기

치경: 거울조각이나비치는알루미늄을이용한다.광을낸은동전도
사용할수있다.설압자가손잡이로쓰인다.

탐침: 클립끝을매끈한돌에문질러서날카롭게만든다.구부려서
치아의뒷면까지도달하게만든다.작업부를매끈한나무가지에붙인다
(171쪽).

핀셋:알루미늄조각위에모양을그리고가위로잘라낸다.파일이나
조약돌로끝을매끈하게만든다.가운데를접으면핀셋이된다.

171

172

1. 2.

3.

4. 5.본드

작은
나무조각

거울
나무



다른기구와물품만들기

스푼:클립이나바늘을구부리고끝을편평하게한다.끝을작은돌로
두들겨서움푹하게만든다.두번구부려서나무손잡이에붙인다.
충전

도구:두개의긴나사못의머리부분을제거한다.

치실: 치아사이를깨끗하게하기위해실을사용할때(69-70쪽).간혹
실이치아아랫쪽으로들어가서애를먹게된다.때로는치아사이에
걸려서찢어지기도한다.치실과관련된문제는다음의세가지이유가
있다.

1. 잘못 만들어진 충전물둥글고판판하지않고
납작하고거친것은교체해야한다.
2. 너무 단단히 붙어있는 치아는 치실을

사용한다.그리고나서한손가락으로는끝부분을
잇몸으로눌러서치아사이에서실을잡아당긴다.
치아에날카로운충전물이있으면나올때충전물
아래에남게된다.
3. 너무 굵은 실그림과같이밀납을이용해서

얇지만강한실을만들수있다.밀납은또한치아
사이로치실이더잘들어가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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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망치로
한끝은납작하게
하고다른
한끝은둥글게
만든다.

가장자리
쪽으로끝을
굽힌다.
(편평한
면쪽이아님)

두개의
작업부를
나무
손잡이에
붙인다.

•얇은실을뜨거운
밀납안에담군다.

•손가락사이에
놓고실을잡아당겨서
필요없는밀납은
제거한다.



치과기구사기

돈이많지않으면지혜롭게써야한다.보통치과기구는매우비싸다.
가장저렴한가격을알아보려면도움이필요할것이다.

AHRTAG(Appropriate Health Resources and Technologies Action
Group Ltd.)의구강보건봉사부에서도움을줄수있다.편지를써서어떤
일을하고있으며무엇이필요한지말한다. AHRTAG는 그정보를다른
나라에서비슷한종류의사업을개발하는데이용한다. 그대가로저렴한
치과기구를사거나만들수있게도움을준다.

AHRTAG 85MaryleboneHighStreet LondonW1M 3DEEngland

치과기구를포함해서건강기구를수집하는많은단체들이있다.어떤
단체는교회에서운영하는보건사업만돕지만또다른단체에서는필요한
사람누구에게나저렴한가격으로기구를공급한다.이런단체중에서
가장좋은곳은ECHO이다.이단체는이책에언급된기구들을모두
공급해준다.또한시중가격보다더싸게판다.예를들면, 149쪽하단의
발치에필요한기구를살때(떠내기,발치기자,윗니겸자,아랫니겸자)
ECHO의 1983년가격은 17.98파운드,미국달러로 28달러였다.필요한
기구목록이있으면써서보낸다.

ECHO
4West Street Ewell Surrey KT17 1UL England.
도움이되는다른단체도있다.:
MAP International
P.O.Box 50 Wheaton, IL60187 U. S. A.
Operation California
336 Foothill Road Beverly Hills, CA 90210 U. S. A.
International Human Assistance Program
360 Park Avenue, South New York, NY 10010 U. S. A.
Direct Relief Foundation
P.O.Box 30820 Santa Barbara, CA 93105 U. S. A.

173



기록,보고서,조사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입 안을

네부분으로나눈다.
윗니우측Upper Right(UR)
윗니좌측 Upper Left(UL)
아랫니좌측Lower Left(LL)
아랫니우측 Lower Right(LR)
한 부분에 8개의 치아가 있다

(어린이는 적다). 각 치아를 단축된
명칭으로부를수있다.예를들어윗니
오른쪽세번째치아는UR3이다.

환자마다 진료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자와질환에대한간단한
내용을적는다.이렇게하면환자가
다시왔을때기억할수있다.

환자가다음에또와야한다면그사람에대해서는특별한기록을
남기는것이좋다.한쪽에모든치료내용을기록하면그환자의치료를
더쉽게진행시킬수있다.아래는쥬페라는사람의예이다.이사람은
두달동안가끔씩치아가아팠다.어느날자고일어났을때얼굴이
부어있었다.붓기가가라앉는지보려고하루를더기다리기로했다.그
다음날더심해져서치료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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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4개치아의단축명이있다.
LL5치아를찾을수있는가?



보고서

환자를다른의료기관으로보낼때마다보고서를써야한다.치료가
계속이어지고새로운치료가빨리시작되도록가능한많은정보를
주어야한다.같이 갈 수 없다면 환자에게 보고서를 들려 보내야 한다.

나임의 이야기:몇시간동안술을마신나임의남편은집으로돌아와
돈을요구했다. 그녀가돈이없다고말하자그는손과칼로아내를
때렸다.나임은의식을잃었고출혈이심했다.친구가 그녀를응급실로
데려왔다.아랫턱앞부분이제자리에서벗어나있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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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중충치와잇몸질환을앓는사람이얼마나되는가를
알아본다.어린이와성인의입안을자세히들여다보고기록한다.다음은
모잠비크에서조사한예이다:

각 사람마다 동그라미에 줄을 긋는다.
● 충치 ●빨갛게부은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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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의치과섬기미는동네안에있는 2개
학교, 2개의모자보건진료소, 2개의협동조합
과공장에서신속한조사에착수했다.
한곳에서 50명씩검사했다.이것은동네주민의
치아와잇몸의전반적인건강을알아보는데충
분한것이다.

이런조사는치과섬기미에게실제적인도움이된다.
●지역주민의충치와잇몸질환이얼마나심각한지알
수있다.

●어떤연령대가치과문제로가장고생하는지를알수
있다.이런사람들에게치과섬기미는많은관심을
가져야한다.

●오래된습관을고치고새로운사고에적응해야하는
이유를토론할때그들에게보여줄자료로사용할
수있다.

각연령별로자료를만들었다.각유인물에
는세부분으로되어있다.그들이보는사
람마다표시를해서 50명을채웠다.치아나
잇몸에,혹은모두에문제가있는사람은
특별한표시를했다.
이자료를보면어린이는충치가많고성인은
잇몸질환이더많은것을알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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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기
임신과 치과관리
어느곳에서나이야기를하면서교훈을주는습관이있다.우리가믿는많은

것들은부모님,친구,선생님에게들었던이야기를통해서배운것이다.예를
들면한여인이임신을하면많은이야기를듣고그이야기에서무엇이든
배우고자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임신에 대한 전통적인 몇 가지 믿음은
부분적으로잘못되어있다.한예는임신중에는반드시치과질환이따른다는
속설이다.
다음에,임신과치과문제에대해부분적으로는옳지만많은부분에대해서는

더알아야한다는것을알려주는이야기가있다.

마리아의 치아

마리아는동네의치과의료인이다.그녀는매우신중한치과인력이고충치를
충전하고 아프지 않게 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그녀는또한치과문제를예방하는방법을가르치면서대부분의
시간을보냈다.치료실에서,학교에서,마을모임에서그녀는종종“매일이를
닦으세요.특히과일과야채를많이드세요!사탕이나 달고부드러운것은
피하세요!”라고말했다.

마리아가 23살에결혼을했고임신을한후이를
닦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충치가 두 개나 생겼다.
치과섬기미로서치아에문제가생긴것에당황했다.
그러나한나이든여인이위로의말을했다.“마리아,
아이를가지면이가빠지는것은당연한거야.‘아이한
명에치아하나’라는말이있잖아.”

하루는옆마을에서치과섬기미로일하는루시가친구인마리아를 보러왔다.
루시는출산경험이있어서마리아는아기와임신에대해이야기를나누었다.
마리아가말했다.”당연히치아에문제가생기지.”루시는”왜‘당연히’라고
하니?”마리아는”글쎄,아이한명에치아하나라고하잖아.”
“그것은사실이아니야.”루시는소리를질렀다.“임신했다고해서치아와
잇몸에문제가생긴다고생각하는구나.하지만내가확신하건대네게이런
문제가생기는것은아주평범한이유때문이지.”



“평범한이유라고?”마리아는물었다.
“맞아”루시는대답했다.“임신한지금얼마나자주먹니?”
“글쎄,예전보다많이먹지.두사람몫을먹어야하니까.”“단음식을자주
먹니?”루시는물었다.”그런것같애.그리고더자주먹기때문에단것을더
많이먹게돼.”
“양치질은어때?임신전만큼자주양치질을하니?”루시가물었다.“아니”.
라고마리아는인정했다.“어쨌든임신하면충치가생긴다고들었고최근에는
너무피곤해서...아!내게이런문제가있다는것이이유라고생각하는구나.
어떻게그렇게잘아니?”
“마리아,나도같은증세가있었어.치아가곪게되었는데그염증이신장으로
옮겨간거야.보건소에서는임신중에충치가반드시생기는것은아니라는
거야. 오히려위험하다고하더라. 운좋게도유산되지는않았지. 치아를
치료하지않았기때문에그런일이벌어진거야.당장네충치를치료해야겠다.”

“네말은아이를낳기전에충치를치료해도된다는말이니?”

“그럼,반드시그래야지!”루시가말했다.”그리고
치아를더잘관리할수있어. 임신때문에잇몸이
약해지고곪을수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것은네가
더 잘 관리를 해야한다는 걸 의미하지. 첫째,
규칙적으로닦고둘째,알맞은음식을먹어야돼.임신
중에는힘이필요해.입안의염증은도움이안되지.
셋째,잇몸이약하기때문에따뜻한소금물로매일
양치하고*넷째신선한과일과야채를구할수없으면
매일비타민C한알씩을먹어.”그리고나서루시는

마리아의치아를깨끗하게하고충치를충전해주었다.그녀가마리아의잇몸을
건드리자피가났다.루시는말했다.”처음에는피가나다가규칙적으로한동안
양치를하면잇몸이건강해져.잇몸에서피가나면임산부에게는위험해.
출혈은빈혈을일으킬수도있고그러면매우심각해지지.”

“임산부의치아가곪게되면출산전에이를빼는것이안전할까?”마리아가
물었다.“그래”루시가대답했다.“너는조심해야해.오랜시간동안치과의자에
앉아있으면지치게되거든.때때로통증을느끼지못하도록특별한마취를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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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치과치료하기

마리아와루시의이야기에서알아본것같이출산 전에 임산부의

치과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다음의두경우에는출산때까지기다리는것이더좋다.

● 가끔 잇몸이 부었는데 연한 칫솔로 닦고
소금물로양치해도붓기가가라앉지않는다.
이런부종은잘라내야한다.이런작은수술은
출산후에받도록한다.

● 임신마지막달에치아를발치하기에는
임산부가너무불편해할것이다.페니실
린으로 5일과정의감염조절을하고(88쪽)
출산후에발치한다.또고혈압이라면기
다리는것이좋다.왜냐하면발치할때출
혈이너무많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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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 가이드

1.먼저임신몇개월인지물어보고혈압을잰다.
150/100이넘으면발치후피가많이나올수있다. 이것을알수있도록
모든여성들에게모자클리닉을방문하도록권유한다.

2.방사선사진은정말필요하지않으면찍지않는다.태아에게좋지않다.
만약방사선사진을찍는다면방사선방어복으로산모의복부를잘가린후
찍는다.

3.항상구강검진을철저히한다.치아문제를예방하기위해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준다.

4.부드럽게대한다.임산부를편안하게하려는마음을보여준다.그러면
그녀를안전하게치료할수있다.

임산부치아를검사할수있도록
조산원을교육시킨다.
치과관리를위해임산부를진찰하면
필요한정보를알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