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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위생사

우스이 요시에

서론
   젊은 시절에 저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았

습니다. 치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

던 것은 저의 미국 유학시절이었습니다. 치

과위생사가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Unbelievable(믿을 수 없어)”이라며 놀라

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

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자연스럽게 치

실을 사용합니다.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옆 차의 운전자가 백미러를 보며 능숙하

게 치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적이 더러 있

었습니다. 그림A는 제가 시애틀에서 정기적

으로 Teeth Cleaning을 담당했던 환자인 

에밀리(4세)의 사진입니다. 부모님과 오빠(8

세)가 집에서 익숙하게 치실을 사용해서 그런

지 “저도 매일 치실을 써요!”라며 자랑하듯이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치실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상층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럽

게 치실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림A)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근무하던 치과

의 환자 에밀리(4세)입니다. 전치사이의 공간때

문에 인접면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환자에게는 올바른 치실 사용방법을 설명하기보

다는 무엇보다 ‘치실이 좋다, 치실은 중요하다.’라

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과제입니다.

■1회　■2회　■3회이상　
■ 가끔　■ 닦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하루에 이를 몇 번 닦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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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치과 질환 실태조사）

그림B) 95%의 일본인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를 닦고, 5명 

중 1명은 하루에 3번 이를 닦는다고 보고되었다. 즉, 일본인은 

이를 잘 닦고 있으며, 이 닦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 속의 물리적인 플라크 컨트롤

치면 청소

칫솔

치간 청소

치실과 치간칫솔
＋

그림D) 매일 반복적인 셀프케어와 함께 불소함유치약을 사용한다. 그림E) 치실 사용법을 지도하기에 앞서서

5세 이상의 진료한 치아 & 
진료하지 않은 치아를 가진 사람의 비율

（2005년 치과 질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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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한 치아 & 진료하지 않은 치아가 없는 사람
■ 진료한 치아 & 진료하지 않은 치아가 있는 사람

그림C) 5세 이상의 진료한 치아 & 진료하지 않은 치아를 가진 

사람의 비율

치실의 중요성

   치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치주병과 인접

면 우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치간부의 점착

성 플라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실

은 플라크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 중의 하나

로 유럽과 미국 등의 구강질환 예방 선진국에

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치아관리 용

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구강 셀프 케어로써 실시

하는 플라크 콘트롤의 지도가 TB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 95%의 일본인이 하루에 

한 번, 5명 중의 1명은 하루에 세 번 이상 양치

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노

력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은 치아를 

자주 닦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아를 잘 닦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충치경험이 없는 사람의 수는 현저히 

낮고 특히, 혼합치열기를 지나면서 그 수는 점

점 줄어들게 됩니다. 구강관리에서 단순한 칫

솔질만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만 해도, 내원 시마다 

TBI를 진행하고, 교합면에 실란트까지 도포해

도 결국 인접면에서 우식을 발견하게 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실

망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우식비경

험자(caries free)를 늘리기 위해서, 화학적으

로는 적극적인 불소처치가 기본이며, 물리적

으로는 치실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

식비경험자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인 

유약영구치기의 어린이들이 치실 사용을 습관

화한다면, 인접면 우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치실 사용에 대한 권유와 구체적인 교육 포인트

   환자에게 치실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우리가 

먼저 치실의 장점을 실감하고 본인이 좋아해

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환자들을 대할 때 ‘귀

찮으시죠???’하는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꼭 권하고 싶어요.’라는 긍정적인 권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치과위생사가 교육에 자신감

이 없으면 환자들이 치실의 중요성을 공감하

고 습관화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치실을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는 여

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치가 

맹출하고 치아가 서로 근접하기 시작하면 치

실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

제로는 치간공극이 없어지는 2~3세 유치열

기부터 치실의 사용을 권장합니다(문헌). 아

무리 늦어도 6번 치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

터는 치실의 사용을 권하고 싶습니다. 칫솔

질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도하에 치실로 마

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2-2
치실을 삽입하여 가볍게 측방압을 가

하면서, 상하 전후로 치실을 천천히 움

직인다. 인접부의 플라크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루셀로 치실’은 플라크 제거력이 우수하

다.

2-1

증례 2

19세 여성. 치료 받은 치아 한 개(MO

인레이). 모든 구치에 실란트가 도포되

어 있다. 식초나 산성이 강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다. 치경부 법랑질의 탈회가 보인다. 칫솔질 한 

후 염색한 사진. 

1-1 1-2 1-3

증례 1

48세 여성. 비교적 셀프케어는 양호. 

구강 내에 다수의 치료한 치아와 치료 

중인 치아가 존재. 치간칫솔 M을 사용 중.

치료 중인 치아가 많아 셀프케어에 대

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 그러나 플라

크를 염색해 보니 치간부에 남아 있는 플라크가 

보인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플라크를 제거

해 보았지만, 인접면 하부(노란 화살

표)의 플라크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경부에 탈회된 부위와 인접면에 칫

솔질 후 남아 있는 플라크가 보인다. 

치실 사용법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우선, 치과위생사 자신들이 치실을 사용합니다!

●환자들의 치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셀프케어에 대한 인식이 높은 환자에게 권합니다! 

　(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작 연령은 빠를수록 좋다)

●전치부와 같이 하기 쉬운 부위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덜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쉽다)

충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 치실 사용자를 늘리는 것! 

           우리 치과위생사에게 달렸습니다! ―

왁스타입



24 25

치실로 플라크 제거. 환자에게 손거울

을 들게 하고, 치실의 효과와 사용 방

법을 보여준다. 

2-3

2번 원심부의 치실이 끝나면, 치실을 치

간유두부(컨택부근)까지 들어올리고 다

음 3번 근심부에 삽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

다. 필요에 따라 치실의 부분을 바꿔서 깨끗한 부

분을 사용한다. 사용 후 물 또는 가글 용액으로 

가볍게 헹구어 낸다. 

6-5

치실을 감은 검지를 치열궁내로 넣으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도 덜하다.7-3

C 커브(노란색)에 의해 홀더형 치실로

는 제거하기 어려운 치경부 근심우각부

(파란색)의 플라크까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7-1

2-4

중지에 치실을 감은 기본적인 방법 

8-6
＊Hanes PJ, O'Dell NL, Baker 

MR, Keagle JG, Davis HC. The 

effect of tensile strength on the clinical 

effectiveness and patient acceptance 

of dental floss. J Clin Periodontol. 9:30-

4.1992.

10세 남성. 유치열기부터 이미 우식이 

많이 발생하였다. 영구치가 우식에 이

환되지 않게 하려고 치실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

한지 설명하고, 사용방법을 지도한다.  

3-1

 엄지와 검지로 치실을 잡는다. 이때, 

양쪽 중지 사이의 치실이 너무 길면 조

작하기가 어렵다. 

6-3
 치간부에 삽입하고 C커브모양으로 측

방압을 가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움

직이며 훑어내듯이 부드럽게 닦아낸다. 같은 동작

을 4~5회 반복한다. 

시술자의 치실 잡는 방법. 치열궁내에 

여러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환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검지에 치실을 잘 감

고 손가락 한 개를 집어넣는다. 

7-2

언왁스 타입의 치실의 플라크 제거 효과는 우수하지만, 끊어지기 

쉽다. 그러나 끊어지는 특성 때문에 치면의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충전물, 보철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8-5

미국 치 주 병 전 문의 들

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한 결과보고에 따르면(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의 

홈페이지) 4분의 3이 하루에 한 번 

치실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8-3
치실 사용은 칫솔질 전•후 

언제든지 좋다. 칫솔질 후

에 치실을 사용하면, 칫솔질 한 후 

남은 플라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

고 치실이 ‘번거롭고 귀찮다.’ 라고 생

각하는 환자들에게는 칫솔질 전에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8-4

6-4

8-2
치실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치

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 정도 매일 치실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은 출혈이 멈춘다. 그 이후에도, 출혈이 있으면 

치은연하에 침착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자들이 치실에 대하여 주로 하는 질

문8-1
다른 부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다. 7-4

증례 3

시술자가 환자의 구강에서 치실을 사용하는 법

 8세 여성. 하악 좌측 C•D•E•6과 맹

출. 이미 D•E 사이 인접면 우식이 존재

한다. E와 6번 사이의 우식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

로 환자와 약속했다.

4-1 4-2
 이 연령층의 환자의 경우, 최후방 구치 

원심면(7번 상당부)의 치은이 올라가 

있는 것이 관찰된다. 칫솔질만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 부위는 치실 사용이 필수이다.  

증례 4

증례 5 구체적인 치실 사용법의 교육

혼합치열기의 환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법랑질과 치은 
상태때문에 인접면 우식과 사춘기성 치주염의 
위험이 크다.

치실의 양 끝을 잡고 양쪽 중지에 돌려 

감는다6-25-1
40~50cm의 치실을 준비한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가 적당

하다.

6-1
 13세 남성. 교합면에 실란트가 도포되

어 있어 현재 우식은 없지만 콘택을 중

심으로 인접면에 약간의 화이트 스팟이 관찰된다. 

(사진으로는 분명하지 않음). 치면은 칫솔질이 잘 

되어 있지만, 인접면에 치실을 삽입하자 음식물찌

꺼기 및 점착성 플라크가 치실에 걸려 나온다.

환자들이 치실에 대하여 주로 하는 질문

Q1．치실사용시 출
혈이 발생하면 어
떻게 하나요? 

2주 후. 치실을 사
용한 후에도 출혈이 
없다. 치은 상태도 
개선되었다. 

개량형기본형

Q5. 치간칫솔과 치실의 사용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치간공극의 넓이에 따라 사용

하지만, 전치부(견치~견치)의 경우에는 치

간유두부에 생길 수 있는 블랙트라이앵글을 

예방하기 위해 치실의 사용을 권한다.

Q6. 치실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부적절한 치실 사용으로 인해 직선 모양의 

베인 상처가 치은 가장자리에 생기는 플로

싱크레프트(Flossing Cleft)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어, 과도한 압력으로 치은에 부담

을 주지 않도록 한다.

Q4．왁스타입과 언왁스 타입,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Q1. 치실을 사용할 때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Q2. 치실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Q3. 치실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Q4. 왁스타입과 언왁스 타입,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Q5. 치간칫솔과 치실을 각각 언제 써야 하나요?

Q6. 치실 사용의 단점은 없나요? 

Wax

1. 치실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적당하다. 손

가락에 감았을 때 조작

이 쉽다. 

2. 치간사이가 좋은 경우

에 삽입하기 쉽다.

3. 이중,삼중으로 된 브릿

지의 인공치와 임플란

트에 치실을 사용할 때 

조작이 쉽다.

un-wax 

1. 플라크를 긁어내듯이 제거하기 때문에 플라

크의 제거력이 우수하다. 

2.치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최적이다 (특히, 

치과에서 사용할 때)

　●우식,2차우식의 체크

　●food impaction 부위의 확인과 평가

　●충전물 교환시기 평가

　●충전물 마진체크

3.Tooth Mousse 같은 제품을 치간부에 바를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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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 치위생사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예방 전문가입니다!” (We, 

Dental Hygienists, are prevention specialists!)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충치가 하나

도 없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소식으로 기뻐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

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치과위생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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