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뾺뿁 떍떎떏떐

퉍
홦홣 2000년 11월８일 수요일

제24663호

4∼6세때 반드시 추가접종
홍역 예방주사 요령
룕첫 접종은 했는데 2차접종을 했
는지 안했는지 헷갈려요굙 예방주사
를 맞혀야 하나요?룖
최근 전국으로 홍역이 확산되면
서 주부들에게 아이들의 홍역 예방
접종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굙
홍역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하나?
▽접종 기본수칙〓홍역을 예방하
려면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MMR백신을 맞는다굙
12∼15개월에 첫 접종을 하고 4∼6
세 때 추가접종을 하는 것이 원칙굙
시기를 놓친 경우나 홍역이 유행일
때는 <표>에 따라 주사를 맞히면
된다굙
▽MMR백신〓균주가 살아있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몸이 약한 어린
이는 소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굙
이 백신은 또 풍진도 예방하기 때
문에 접종시기를 놓친 7세 이상인
여아는 나중에 결혼 뒤 기형아 출
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맞도록
한다굙
▽보건소에 동이 났는데〓최근
홍역환자가 급증하자 무료접종이
가능한 보건소에 사람들이 한꺼번
에 몰리면서 일부 보건소는 백신
재고가 떨어져 접종을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다굙 그러나 국내 MMR
백신의 재고량이 바닥난 것은 아니
다굙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엔
병의원에서 접종비 2만∼2만5000원
을 내고 접종하면 된다굙(도움말〓
고려대안산병원 소아과 이정화교수

上

홍역 예방접종 시기와 방법
나이

접종 방법

9∼11개월 홍역 유행시 앞당겨 첫 접종
12∼15개월 첫 접종
16개월∼
첫 접종 안했으면 즉시 첫 접종
4세미만
1. 첫 접종을 한 경우 추가접종
2. 첫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4∼6세
추가없이 1회 접종
3. 첫 접종 여부 헷갈릴 때는
추가 없이 1회 접종
1. 첫 접종을 하고 추가접종을
하지않은 경우 몸이 건강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홍역
유행땐 하는 것이 좋음
2. 몸이 허약하거나 면역력을
줄이는 약을 먹는 경우 접종
7세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
3. 단 4∼6세 때 첫 접종을 한
경우 추가접종하지 않음
4.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추가접종 없이 한 번 접종받
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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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와 풍치

치아는 오복(五福)에 속하지
않지만 오복의 하나라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다굙 그만큼 치아가
건강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뜻이다굙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하
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굙
새롭게 알려진 구강 보건 지식과
최신 치료법을 모아 1주 1회씩 3
회에 걸쳐 집중보도한다굙
인류 제1의 만성질환은 무엇일
까?
의료계에선 누가 뭐래도 충치
라고 입을 모은다굙
인류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수 천 년전부터 애써왔다굙 기원
전 1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선 열
매가루와 돌가루 등을 꿀에 섞어
서 이를 닦았고 300년 뒤 메소포
타미아에선 백반과 박하를 손가
락에 발라 양치질했다는 기록도
있다굙
충치가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
면 30대 이후에 주로 생기는 풍
치도 충치에 버금가게 흔한 병이
다굙 그런데 두 병 모두 감기와

달리 조금만 노력하면 90% 예방
할 수 있다굙
▽충치와 풍치〓충치(蟲齒)는
한자어 뜻과 달리 벌레가 이를
갉아먹어 생기는 병이 아니다굙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중의 당분
을 먹고 살면서 배출하는 산(酸)
때문에 이가 삭는 것굙 북한에선
룏이삭기룑로 말하는데 충치보다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굙
이에 반해 풍치는 세균과 미세
한 음식물 찌꺼기가 합쳐 생긴
끈끈한 막인 룏치면 세균막룑 때문
에 생기는 질환이다굙 치면 세균
막은 처음엔 독소를 내뿜어 잇몸
을 붓게 한다굙 오래 되면 침속의
칼슘과 인을 흡수해서 딱딱해진
상태로 돌처럼 치아 표면에 붙어
(치석) 잇몸의 부기를 악화시키
고 출혈을 일으킨다굙 치석은 방
치하면 치아의 뿌리밑으로 파고
들어가 치아와 잇몸 사이를 벌려
놓으며 턱뼈를 파괴하고 치아를
뿌리째 흔든다굙
▽초기 치료가 중요〓충치가
생겼을 때 초기에 치과에 가면
충치 부위만 긁어내고 떼어주면
되지만 대부분은 치아에 구멍이
심하게 뚫려 신경까지 상한 다음
치과에 와서 신경치료까지 받는
것이 현실굙
풍치가 있을 때 약이나 비타민
부터 먹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낫지 않는다굙 초기에 치석을 제
거하는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굙
증세가 심한 경우 부어오른 잇몸
을 잘라내고 치아뿌리 깊숙이 박

어릴 때부터 이를 규칙적이고 꼼꼼하게 정성들여 닦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굙

정기적인 스케일링굜충치 초기치료 중요
치주염 있을땐 잇몸 깊숙이 칫솔질해야
힌 치석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
다굙 임신 중 충치나 풍치가 생겼
을 경우 치과치료를 피하는 경향
이 있지만 치과에서 쓰는 국소마
취제는 태아에게 해가 없으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굙
▽충치의 예방〓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위 앞니 사이에 충

치가 잘 생긴다굙 당분이 섞인 분
유의 찌꺼기가 위 앞니에 남아
썩으면서 충치가 생기는 것굙 따
라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분유를 먹여야 할 때
엔 수유 뒤 매번 엄마가 손가락
에 거즈를 감고 물을 적셔서 위
앞니의 앞뒤를 닦아준다굙 또 치
실을 구입해서 20∼30㎝씩 끊어

풀어보세요

잇몸에서 피 나는건 괴혈병 탓?
아래 문항 중 맞으면 룏
○룑굚 틀리면 룏×룑 하셔요굙
갭갚갚갛
갬
개①우리나라 사람의 치아는
대
갬문 개
갤갠갠객
체로 서양인보다 짧고 둥글다굙
②갓난애는 젖니가 없지만 강아지는
2개의 이를 갖고 태어난다굙
③젖니는 모두 20개굙
④간니는 만6세 때부터 나기 시작한다굙
⑤치아의 맨바깥쪽 2㎜의 사기질(법랑질)
은 그 속의 상아질보다 단단하다굙
⑥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대부분 비타민C
가 부족해 생기는 괴혈병 탓굙
갭갚갚갛
갬
개①○
과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갬답 개
갤갠갠객
치아의 모양이 그 사람의 얼굴형과 비슷하다
는 사실을 밝혀냈다굙
②× 신생기때 젖을 먹고 자라는 포유동물은 태어
날 때 치아가 없다굙 이가 있는 몸으로 젖을 먹으
면 엄마는 아파서 못견딜 것이다굙
③○ 보통 생후 6개월부터 2년6개월 사이에 하
나씩 나온다굙
④○ 6∼12세 때 젖니가 빠지고 28개의 간
니가 배열된다굙 젖니가 빠질 때에도 치아
가 흔들리지만 간니가 나와서도 흔들 리
는 경우가 있다굙 어떤 엄마는 간니를 젖
니로 착각해 뽑고 후회하기도 한다굙
⑤○ 사기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
며 수정(水晶)과 비슷하다굙
⑥× 대부분 치주염 때문굙 치주
염을 그냥 놔두면 치아를 지
탱해주는 치조골이 녹아
없어져 치아를 잃게
된다굙

동아일보 자료사진

양손가락에 감고 가운데 1∼2㎝
만 남겨서 앞니의 치아 사이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해서 치
아 사이에 묻은 분유 찌꺼기를
닦아줘야 한다굙
젖니나 간니에 불소를 발라주
는 것도 충치 예방에 좋다굙 어금
니 씹는 면에 파인 골은 충치가
생기기 쉬운 부분굙 영구치가 나
자마자 치아가 맞닿는 부분을 소
독한 다음 레진을 씌워 코팅하는
룏실란트 시술룑을 받는 것도 충치
를 예방하는 방법굙 풍치를 예방
하려면 최소한 일년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스케일
링을 받아야 한다굙
▽올바른 양치질〓규칙적이고
꼼꼼한 칫솔질은 충치와 풍치 걱
정을 덜어준다굙 치아는 하루 최
소 세 번굚 식후 20분 안에 3분
이상 닦는 것이 좋지만 사실 횟
수보다도 얼마나 정성들여 닦느
냐가 중요굙
보통은 칫솔을 손에서 떨어지
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잡고 칫
솔모를 치아 뿌리에 45도 각도로
댄 다음 한 치아에 20번 정도씩
떠는 듯한 동작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굙 앞니의 안쪽은
칫솔을 곧바로 넣은 다음 치아의
경사를 따라 큰 원을 그리듯 훑
어내고 어금니의 씹는 면은 칫솔
을 앞뒤로 움직이며 닦아준다굙
치주염이 있을 경우 룏바스법룑
으로 이를 닦는다굙 이는 칫솔을
가볍게 잡은 다음 칫솔모의 한줄
을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곳 깊
숙이 넣고 손을 가볍게 진동시키
는 방법굙
유아는 룏폰스법룑으로 닦는다굙
우선 아래윗니 치아를 약간 다물
게 하고 작은 칫솔을 직각되게
댄 다음 치아와 잇몸에 작은 원
을 그리듯 칫솔을 돌려가면서 닦
고 다음엔 입을 약간 벌린 다음
칫솔을 아래위로 닦으면서 옆으
로 왕복토록 한다굙 부모가 칫솔
을 잡고 아동의 치아를 닦아줄
때엔 성인의 일반 칫솔법에 따른
다굙 특히 유아의 경우 칫솔질 뒤
물로 입안을 헹구어 낸 뒤 0굙
05% 불화나트륨용액 10㏄ 정도
로 양치질하면 충치 예방에 도움
이 된다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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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단국대 치대 신승철교수

치주염엔 2줄모굜어린이는 룏불소치약룑
칫솔과 치약의 선택
아름답고 튼튼한 이를 지키
기 위해선 칫솔과 치약 선택도
중요하다굙
▽칫솔〓모는 단면이 수평이
고 너무 단단하지도 부드럽지
도 않은 것이 좋다굙 동물의 털
로 만든 부드러운 칫솔은 치면
세균막을 제대로 없애지 못하
고 너무 빳빳한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치아를 닳게 한다굙칫
솔 머리부분은 치아를 2굚 3개
덮을 수 있는 크기인 2∼3㎝가
적당하다굙
일반인들은 칫솔모의 줄이 3
개 정도굚 치주염이 있는 경우
엔 2줄모가 좋다굙 칫솔은 2굚 3
개월마다 새것으로 바꾸는 게
좋다굙
▽치약〓어린이나 청소년은

충치 예방제인 불소가 함유된
것이 좋다굙 성인들 중 잇몸이
잘 붓고 피가 자주 날 경우 염
이나 비타민 또는 치은염완화
제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굙
치약은 제품에 따라 치아 마
모도가 다르다굙 입안에 별 이
상이 없으면 마모도가 중등도
인 치약굚 치면 세균막이 많은

사람은 마모도가 강한 치약굚
이가 시린 사람은 마모도가 약
하고 지각둔화제가 함유된 치
약을 쓰는 것이 좋다굙
따라서 한 가족이라도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적합한 치약
을 하나씩 갖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굙
▽치실과 치간칫솔〓영 화
룏프리티 우먼룑에선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가 치실을 사용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치과의
사들은 이쑤시개 대신 치실 사
용을 권한다굙 이쑤시개는 치아
사이를 점차 벌리는데다 잇몸
에 염증을 일으킨다굙
한편 치아 사이에 넓은 공간
이 있거나 복잡한 보철물 또는
교정장치가 있을때엔 일반 칫
솔질 뒤 치간칫솔을 사용한다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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