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의원의 PMTC

C A S E
P R E S E N T A T I O N

예방진료를 하는 경우, Home Care
와 함께 Professional Care로서
PMTC(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의 약자)가 주목받
고 있다. PMTC란 치과의사, 치과위
생사와 같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
가가 기구와 불소함유 Paste를 이용
하여 모든 치면의 치은연하 1.3mm의
치태를 기계적으로 선택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처치후, 치면이 연마됨으로
써 환자가 상쾌함을 느끼고 적극적으
로 Home Care를 실시하려는 동기부
여가 되는 점과 우식과 치주질환 예방
이 된다는 점이 PMTC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리 고 세 균 의 응 집 덩 어 리 인

Microcolony는 칫솔질 등의 Home
Care로 제 거 할 수 있 지 만
Microcolony가 변화된 Biofilm(다
당체로 덮인 Microcolony)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PMTC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3DS에 의해 우식원인균인 Mutans
Lancer구균을 제거할 때, 처리로서
PMTC는 빼놓을 수 없는 처치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상으로 앞으로는 더욱
PMTC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
정된다.
PMTC는 단기간에 실행할 경우와 간

격을 두고 실행할 경우가 있다. 단기간
에 실행할 경우, 구강내 환경을 바꾸어
Risk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2주에
1번씩 3개월간 또는 1개월에 1번씩 3
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3DS의

처치로서 실시할 경우는 1주 간격으
로 철저하게 2번 실행한다. 그 효과를
볼 때 우 식 의 경 우 는 Mutans
Lancer구균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서 자극타액( 戟 )을 표본으로 세
균검사를 실행한다. 
간격을 벌일 때는 3개월, 4개월 그리

고 6개월에 1번과 정기검진을 위해 내

원할 때마다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 때 다음 내원을 위한 동기를 부
여하고 우식과 치주질환 예방에 한
설명을 한다.
다음으로 우리 의원에서 실시하는

PMTC를 우식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참고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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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PMTC에 사용하는 염색재의 종류.
본 의원에서는 Prospec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

1.
1

Biofilm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서는 그 존재를 명시할 수 있는 염색
재가 필요하다. 염색재의 감도를 확
인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중지시켰다.
중단후 3일째의 하악전치 정면 사진

1.
2

Prospec염색액을 면구법( 球 )
으로 도포한 후의 하악전치부 사진.
염색감도가 높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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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의원에서 실시하는 PMTC



Prospec염색젤을
Drug Retainer에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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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Retainer를 2분간 구강내에 장착시
킨 상태1.

5

Retainer제거후의 하악전치부 사
진. 염색감도는 매우 높다.(보통 면
구법을 이용하지만 충분히 염색할 필
요가 있을 경우 Retainer법을 사용
하기도 한다.)

1.
6

PMTC직전에 염색시킨 하악전치부
사진. 왼쪽에 Prospec염색액, 오른
쪽에 타사제품을 도포하 다. 왼쪽의
염색이 더 잘 되었다.

1.
7

첫 번째의 PMTC후 확인을 위해 염
색을 실시한 하악전치부 사진. 왼쪽
은 타사제품. 오른쪽에는 Prospec
염색액을 도포하 다. 오른쪽에서 염
색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1.
8

Prospec염색액과 Prospec염색
Gel. 1∙7과 1∙8의 결과로 인해
현 재 는 주 로 염 색 감 도 가 높 은
Prospec을 사용한다.

1.
9

PMTC에 사용하는 Profit Hand
Piece(피 스 톤 운 동 용 Hand
Piece), PMTC용 Plastic Tip, 회
전용 Contra Angle, Brush, 플로
피컵, PMTC용 Syringe, Floss.

1.
10

본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화물배
합 치면연마 Paste의 하나. 연마
Paste는 일반적으로 거친 면을 연마
하는 용도와 마무리 연마용으로 나뉜
다. 그러나 연마입자의 거침성이 다양

하므로 치태의 부착정도와 착색의 상태에 따
라 분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11

GC PTC Paste. Mint와 Lemon
맛으로 시술후 상쾌하며 연마시 점성
이 낮아 환자의 선호도가 높다. 그리
고 투명도가 높고 염색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이 간편하다.

1.
12

본원에서 사용하는 에버 Tip. 왼쪽부
터 123(청색), 123S(적갈색),
5(녹색)

1.
13

23 사이의 치간유두( 間 )는 약

간 퇴축되어 있다. 1.
14

치간유두의 형태에 맞추면 Wedge
형의 123S(적갈색)은 약간 작다.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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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형의 123(청색)이 적합하
다. 이 Tip으로 인접면의 PMTC를
실시하 다.

1.
16

마지막 구치원심부에 Spatular형의
5(녹색)를 사용한다. 치간유두가 눈
에 띄게 퇴축되어 있을 경우나 고립
치(孤 )의 경우에도 이 Tip을 응
용하고 있다.

1.
17

PTC Brush, Cup의 예 시 품 .
Brush, Rubber Cup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한다.

1.
18

PTC 치간 Brush는 교정용 와이어
아래의 치간부를 연마하는데 편리하
다.

1.
19

PTC Corn으로 교정 와이어 아래의
치간부를 마무리 연마하고 있다.
Corn은 치간부 연마에 적합하다.

1.
20

염색한 후, 인접면부로 PMTC용
Syringe를 사용하여 연마재를 주입
한다. 보통 PMTC는 하악설측면부
터 시작한다.

2.
1

염색한 후, 인접면부로 PMTC용
Syringe를 Rubber Cup에 의한
설측면 및 협측면의 PMTC. 이 때
연마재가 치은연상 뿐만 아니라 연하
까지 미치도록 한다.

2.
2

PTC Corn에 의한 우각부( 角 )
의 PMTC2.

3

Polishing Brush에 의한 교합면의
PMTC. 교합면 열구에 해서는
Corn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4

에버 Tip에 의한 인접면의 PMTC.
이 후 확인염색을 실시하여 염색잔재
가 없으면 치면을 활택하게 하기 위
해 마무리 연마용 Paste를 Rubber
Cup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2.
5

2.우리 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PMTC의 순서



3일간 칫솔질을 중단한 하악구치부
설측면. 치태가 퇴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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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하악구치부 설측면에 Prospec 염색
액을 면구법으로 도포한다. 타액으로
염색액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양을 사용한다.

3.
2

상당히 진하게 염색된 사진

3.
3

PMTC 완료시 하악구치부 설측면.
마지막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한다.3.

6

첫 번째 PMTC가 종료된 하악구치
부 설측면3.

4

확인염색. 잔재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 실시한다. 염색된 부위는 다시
PMTC를 실시한다. 염색잔재가 없
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3.
5

PMTC에 동반되는 구강내 세균수의 추이
(시판 Kit, 좌측 Dentocult∙우측 CRT).
Mutanc Lancer구균(SM), 유산 간균
(LB)와 술전(PB) Score 3을 표시하 지
만 시술직후(PA)SM은 2, LB는 0이 되었

다. 1주 후 SM은 1로 감소하고, 이 증례의 경우,
약 3주 이후에 시술전과 같은 수치가 되었다.

3.
7

PMTC에 동반되는 구강내 세균수의 추이(그림3∙7을 종래법으로 배양하
다). 좌측은 세균수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총 Lancer구균수는 시술전

(PB)에서 108chu/m이었지만 시술직후(PA)는 103chu/m으로 감소하
고 1개월 후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우측은 Mutanc Laner구균에

한 총 Lancer구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술전술후 모
두 부분은 변화를 볼 수 없었다.

3.
8

3. 증례

PMTC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손기술로 상당한 숙련을 요구한다. 그
러나 PMTC를 확실하게 실시하면
Biofilm을 파괴하여 세균수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따라서 PMTC를 효과적
으로 실시하기 위한 요점을 마지막으
로 정리하고자 한다.

1) PMTC는 치주치료와 우식처치의
종료후에 실시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다.
2) Training을 받은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가 실시한다.
3) 염색재는 염색감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Prospec 염색액∙젤 등)

4) 확인염색을 실시한다.
5) PMTC기재는 목적에 따라 선택한

다.

정리

(그림3∙7과 3∙8은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구강보건부 니시가와 겐( )교수, 노무라( ) 교수, 
하나다( )교수의 협력)

PMTC에 동반되는 구강내 세균수의 추이

-시판 Kit-

PMTC에 동반되는 구강내 세균수의 추이

-종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