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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삼 룏仙蔘룑 개발
서울대 박정일교수팀
성인병 노화예방 효과

●

룏장애인에게 웃는
기쁨을굙룑
동아일보와 대한치과의
사협회(02굜465굜5563)는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굙
장애인은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고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와 임신부는
정보가 부족해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굙
이 캠페인을 계기로
모두가 활짝 웃는
기쁨을 누릴수 있게
치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자굙

●

룏식사 뒤엔 꼭 이를 닦는다굙 물에
불소를 타서 마신다굙 정기적으로 스
케일링을 받는다굙룑
보통 사람은 이 정도로 충치와 치
주염 등 구강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굙 그러나 특별히 치아건
강에 신경써야 할 사람도 있다굙
임신부와 만성 질환자는 몸 상
태 때문에 구강 질환이 생기기
십상굙 치과 진료를 잘못 받으면
룏심각한 상황룑이 올 수도 있다굙
▽임신부 치아관리〓임신하면 호르
몬 분비의 변화로 잇몸에 모세혈관이
많이 만들어져 염증이 잘 생긴다굙 잇
몸 염증은 임신 3기에 가장 심해지며
이때 구강 위생에 신경쓰지 않으면
발갛게 부어오르거나 궤양이 생기곤
한다굙 또 입덧 때 나온 위산이 치아
를 부식시켜 충치가 잘 생긴다굙 따라
서 수시로 이를 닦고 가글링을 하는
등 치아 건강에 각
별히 신경써야
한다굙 자일리
톨 껌(충치
균이 당분으
로 착각해 먹
었다 토해내는 과
정을 되풀이하도
록해 허기져 죽게
하는 성분으로 만
든껌)을 씹는 것
도 도움이 된다굙
잇몸의 부은 부위
는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출산 뒤 자연스럽게 사
라지지만 크게 불편하거나 출혈이 심
하면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굙
임신부의 치과치료는 태아 건강과
관련이 있어 가능하면 임신 3개월 전
과 임신 6개월 뒤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굙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는 임
신 3∼6개월 사이에 받고 웬만한 치
료는 출산 뒤로 미룬다굙
▽당뇨병 환자〓혈당의 변화가 입
안에 영향을 미쳐 입안이 바싹바싹

임신부굛만성질환자 치아관리
마르고 화끈거리기 쉽다굙 입냄새도
심해진다굙 환자는 가능하면 식사 횟
수를 줄이고 하루 최소 3번 칫솔질을
하는 것은 물론굚 식사 뒤 3분 안에 5
분 가량 칫솔질을 해야 한다굙 모가

■ 임신부

충치치료 임신 3굠6개월 사이에
■ 당뇨환자

식사수 줄이고 하루 세번 양치
■ 간 질환자

치료전 내과전문의 거쳐야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 안팎과 혀 입
안을 꼼꼼히 닦는다굙
입안이 마르고 냄새가 나면 효소치
약굚 충치나 치주염으로 이가 잘 시리
면 시린 증세를 완화하는 치약을 쓴

다굙 후끈거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자
극적 음식과 치약을 피한다굙 불소를
바르거나 수시로 물을 입에 머금는
것도 좋다굙 치과 진료를 받으면 스트
레스로 혈당치가 높아져 실신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내과를 들러야 한다굙
▽고혈압 환자〓중증 환자는 진료
를 받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룏치명적
상태룑에 빠질 수 있다굙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알려야 한다굙
또 진료 뒤 누운 자세에서 곧바로 일
어나지 말고 의자에서 내려올 때 부
축을 받도록 한다굙
▽만성 콩팥질환자〓치아의 세균덩
어리나 치석이 일반인에 비해 많지만
침이 알칼리성이어서 충치가 적은 특
색이 있다굙 신장 이식으로 병이 나으
면 침은 산성으로 돌아온다굙 이때 세
균덩어리나 치석이 여전히 많기 때문
에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기 십상굙 스케일링을 받
는 것이 좋다굙
▽간 질환자〓간염 환자는 다른 사
람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명확히 밝
혀야 한다굙 치과엔 다양한 지혈제가
있지만 간 기능에 따라 출혈이 멈추
지 않기도 하므로 진료 전 반드시 내
과 전문의를 거쳐야 한다굙
<이성주기자>
stein33@donga굙com

새로운 인삼이 국내에서 개발됐
다굙 색깔은 자주빛굙 섭씨 120도에
서 찐 것으로 백삼이나 홍삼보다
성인병 노화 암 등을 예방하는 효
과가 탁월해 룏선삼(仙蔘)룑이라고
이름붙었다굙
이 사실은 과학 분야의 세계 최
대 규모 학회인 미국화학회가 미국
생약학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
술지 룏천연물과학룑 최근호에 소개
됐다굙
서울대 약학과 박정일 교수팀은
최근 선삼 개발작업을 완료굚 상품
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굙
박교수는 룕화학적으로 유해산소
를 투여한 물질을 만든 다음 선삼
성분을 넣었더니 항산화 작용이 8
배 증가했고 동물의 혈관을 잘라놓
고 선삼 성분을 투여한 결과 혈관
이 32배 늘어났다룖고 밝혔다굙 항산
화작용은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 이
완작용은 동맥경화 협심증 중풍 등
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굙

초등 고학년 20%룏야뇨증룑
高大병원 문두건교수팀 조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일반인도 이닦기굚 가글링 등에 신경쓰면 웃음이 환해진다굙

■ 장애인 치아관리 이렇게

천적 장애아 룕단 음식 금물룖
장애인은 잘못된 식사 및 칫솔
질에 구강 건강에 대한 무신경까
지 겹치면 구강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굙
선천적 장애아는 늦게까지 우
유를 먹어 치아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굙 부모가 아이의 불만을 달
래려 단 음식을 주는 것도 치아

엔 룏독룑이다굙
▽시각장애〓아이가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면 손가락으
로 자신의 입안을 만지게 한 뒤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서서
히 칫솔질에 적응시킨다굙
▽청각장애〓이갈이 버릇이 있
으면 치아가 마모되고 턱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굙 초기에 입안에
끼는 장치를 사용해서 버릇을 없
앤다굙 식사 뒤 칫솔질은 물론 가
글링하는 습관을 갖게한다굙 정기
적 스케일링도 필요굙
▽뇌성마비〓대부분 젖니에 충
치가 생기고 이 때문에 영구치도
삐뚤게 나고 턱 발달에 지장이
생긴다굙 유아 때 세심한 칫솔질
과 불소 사용굚 홈메우기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굙 근육이 비정상

적으로 움직여 약한 치아가 깨지
거나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선 치아를 완전히 씌우는 치료
를 받도록 한다굙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치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므로
어릴 때부터 예방치료를 받기 위
해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굙

꼬마 다섯 명 중 한 명이 룏오줌
싸개룑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굙
고려대안산병원 비뇨기과 문두건
교수팀이 경기 안산시 유치원 초등
생 69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아이들의 22%가 한 달 2
번 이상 밤에 오줌을 싸는 룏야뇨
증룑인 것으로 나타난 것굙
유치원생은 26%굚 초등학교 저학
년은 22%굚 고학년은 19굙6%가 해
당됐으며 호르몬 분비 이상 때문인
1차성이 52%굚 심리적 원인에서 비
롯되는 2차성은 48%였다굙
1차성은 호르몬제제를 먹여 고칠
수 있다굙 2차성은 오후4시 이후 음
료수와 과일을 많이 먹이지 않고 오
줌을 안쌌을 때 칭찬하면 좋아진다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