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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자를 잘 관찰합니다. 물론

구강내는 특히 신중이 검진하고

환자의 병태를 파악합니다. 그리

고 그 원인이 되는 칫솔질의 문제

점을 찾아 어떤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

적인지 지도방침을 세웁니다. 그 후, 실

제로 지도하여 환자의 구강상태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잘 관찰하고 지도가 효과

적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고 지도

방침을 바꾸어서 다시 지도하며 그 변화

를 관찰합니다. 칫솔질 지도는 전체적으

로 그림과 같이 계획하여 몇 번씩 반복

해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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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의 염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Plaque부착

이 문제라면 어떤 지도를 합니까?   

이 환자의 문제점은 치은의 퇴축.

치은의 퇴축은 무엇이 원인일까

요? 칫솔질이 문제라면 어떻게 지

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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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 지도는 구강내의 Plaque를 관
리하여 치은을 개선시키거나, 치아와
치은의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로서, 그 시작은 칫솔의 사용방법
에 한 지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러나 충치, 치주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Plaque이며, 생활습관병이라고 일컬

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원인에는
생활습관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칫솔질 지도는 Plaque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과
생활습관도 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칫솔질 지도는 단순히 구강내
의 Plaque만을 관리하는 아니고, 건

강한 생활습관의 확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지도인 것입니다. 

칫솔질 지도를 다시 생각한다(Ⅱ)
‐칫솔질 지도의 순서와 전개‐

서 두

이 환자는 어떻게
지도할까요?
여기 두 사람의 환자는 각각 칫솔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이들 환자를

형식에 얽매여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다르다면 각각에 맞는 지도

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럼 우선 각각

의 문제점은……?

지도조 전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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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환자에

게 교육시키고 싶은 것은 여러 가

지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위의

세 가지는 교육하여야 합니다. 단,

전달하는 타이밍은 각각의 환자에 따라

다르며, 한 번에 모두 전달된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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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칫솔질의 Technique을 교

육한다. 
효과적으로 Plaque를 제거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며 칫솔모의

앞부분으로 닦는 방법을 환자의 치열에

맞추어 지도합니다. 

② 환자의 상태를 교육한다.
거울과 사진 등으로 환자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단, 보여 주

는 방법과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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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칫솔질의 Technique을 교

육한다.
칫솔 앞부분의 모가 적절하게 움

직이기 위해서는 모가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칫솔을

손가락 끝으로 쥐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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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자의 상태를 교육한다. 
X선과 Probing수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회성에 그치지 말

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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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후예측에 해 교육한다.
Plaque의 원인 등을 포함해 지시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전달

합니다. 이때의 전달방법은 환자

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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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닦기로 지도자의 구강이

건강하게 되면 환자에게 보여 줍니

다. 이것은 신뢰감과도 연결되며

지도에도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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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닦는 테크닉은 물론 자신의 구

강내의 상태도 여러 가지 알게 됩

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몇 사람이

같이 100% 이닦기를 하면 서로

자극이 되어 분발하게 됩니다.

10

칫솔질 지도로 교육하고 싶은 것

지도력을 높이기 위하여
1) 칫솔질 테크닉의 습득
<100% 이닦기 연습법>

환자를 지도하기 전에 지도자는 자
신의 구강을 이용하여 보이는 범위에
서 Palque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여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험
을 할 수 있습니다. 칫솔의 올바른 사
용방법, 또 다른 칫솔로 바꾸어 써 보
면 각 칫솔의 장단점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용구의 사용법 등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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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의 지도부터 시작하여

병의 원인을 생활습관까지 살펴

파악하고, 정리, 개선 해 가면 생

활습관으로 인한 병에 해서도

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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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질지도의 피라미드 구조
지금까지 서술한 지도방법을 전개하기 전에 환자와의 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계 만들기, 장소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활에 해 잘 듣는 기

술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환자는 지도자의 이야기

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의 성공열쇠로, 환자와 오래 사귀는 비결인지도 모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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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한 번 더 확인
Disclosing solution을 이용하여

Plaque를 확인하는 지도는 한번의

기 회 밖 에 없 습 니 다 . 연 필 을

Plaque로 가정해서 한 번 더 확인 지도

를 해 봅니다. 치아의 마찰 압력에 한

지도에는 연필의 활용이 안성맞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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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목표를.....어떻게 받아 들 는지를 확인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해고 지도합니다. 예를 들면「닦아도 피

가 나지 않도록」이라든가,「치은의 부기가 없어지도록」이라든가 등의, 짧은

기간에 실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면

서 환자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 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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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목표를.....어떻게 받아 들 는지를 확인
목표나 평가ㆍ확인은 환자의 구강상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칫솔상

태, 칫솔 잡는 방법, 어깨를 움직이는 방법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힘이 너

무 들어가 있거나, 1개월 단위로 칫솔모가 휘어지는 사람은 칫솔모가 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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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보고 느끼게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환자가 보고, 느

끼고, 확인하면서 이해하도록 지

도합니다. 실감하면서 개선 해 나

가면 더 분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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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전개방법과 가능성
칫솔질지도의 피라미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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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

한 몇 가지의 지도방법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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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닦은 곳을 확인ㆍ전향적인 지도
환자에게 있어서도,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의 지도가

되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예를 들면 원 포인트 지도처럼 전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원포인트를 지도합니다. Disclosing solution을 활용하여

Plaque를 닦아내고, 닦인 곳을 강조하는 등 전향적인 지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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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은의 변화를 진단ㆍ파악한다
염증의 색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칫솔질의 효과에 의해

치은은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보는 것으로 치은의 저항력ㆍ전신의 저항력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환자의 칫솔질 상태, 식생활, 생활 습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15 16
④ 전신건강상태, 생활을 진단
파악한다
순조롭게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전신건강상태, 약의 향, 담배,

생활 습관, 스트레스등 생활 전반이 신

체에 미치는 향을 생각하며 치은을 관

찰합니다. 위 사진은 흡연자의 치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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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을 관찰하고 있으면 여러 부

분에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정

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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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은의 염증을 진단ㆍ상태
파악
치은의 염증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Plaque와 함께 보면 환자

가 일상에서 어떤 칫솔질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치은의 외상을 진단ㆍ파악
한다
전체적인 상태는 물론이고 환자의

칫솔질 상태, 사용하고 있는 칫솔

의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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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은의 관찰

효과적인 지도의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