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박용덕 교수님)
Q. 임플란트 치료중에도 사용해도 될까요? 

A. 염려치 않아도 됩니다. 임플란트의 생명은 표면처리인데, 

오히려 잘못된 칫솔질 방법에 의한 스크러치로 코팅된 임플 

란트 산화막을 훼손시킬수도 있지만 가글제로는 산화막  

훼손이나 스크러치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품

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Q. 보철이나 교정치료중에도 사용해도 될까요?

A.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치과치료 중에 칫솔질  

관리가 불편하고 불완전하여 오히려 치과치료 중에 필수적인 

구강관리용품입니다.

Q. Mouthwash는 제품마다 색깔이 있는데, 혀나 치아 
색깔을 변색시키지 않을까요?

A. 염려치 않아도 됩니다. 혀 등에 일시적 착색 현상은  

있지만 3분 이내에 치아나 혀 등의 색깔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며, 결코 착색되지 않습니다.

Q. 장기간 사용시 구강이나 전신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A. 하루 평균 2-3회정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강

이나 전신에 해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용 기능성 

Mouthwash는 보철이나 교정치료기간, 임플란트 치료중 등 

장기간 사용할 때, 오히려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Q. 마셔도 될까요?

A. 안됩니다. 사용후 구강을 통해서 흡수된 소량의 양은  

결코 무해하나 Mouthwash의 용도에 따라 알콜이 함유된  

제품이 있는데, 이 경우 체내 자극을 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콜올 중독자 등은 가급적 주의하여 사용후 뱉어내십시오.

교정, 임플란트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강관리법

교정, 임플란트 환자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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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구강병으로서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의 근본적 원인은 당 함유 

식품의 섭취 때문에 시작된다. 이러한 당 함유식품은 치태를 형성하는 

근간이며, 치태는 기본적으로 각종의 구강미생물 군집체이자 서식할 수 

있는 영양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치태제거가 구강병 예방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칫솔질에 의한 구강양치는 전체 구강내의 25%이내인 

치아부분만 관리하는데, 나머지 75%이상의 구강은 칫솔질에 의한 관리가 

결코 불가능하다. 더욱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치태제거의 필수 

생활인 칫솔질은 어느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양치시설이 갖춰 

져야 하며, 치약과 칫솔을 휴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현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유효적으로 치태제거를 할 수 

있고, 휴대성과 즉시성을 장점으로하는 Mouthwash가 가장 효율적인 구강 

용품이 될 것이다. 최근 다양한 기능성의 Mouthwash가 개발되었는데, 

구취,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휴대성 용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구강용품들은 칫솔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환경에서조차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혀 뒷면과 양쪽 볼 안의 표면은 
세균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좁은 공간은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습니다.

치태(프라그) 세균막을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

단단한 보호구조로 되어 있다 !

일반 세균은 인체면역시스템에 의해 

쉽게 제거되지만, 치태(프라그) 세균막의  

세균은 인체면역시스셈이 통과하기

어려운 단단한 보호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제거 후에도 재생성이 쉽다 !

치태(프라그) 세균막 제거 후 침 속에 

남아있던 세균이 치아에 재부착되어

빠른 시간 내에 재생성됩니다.

칫솔이 닿기 어렵다 !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칫솔질로는 구강 내
모든 공간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칫솔질이 닿는 구강 면적은 
단 25% 알고 계셨나요?

치아는 입 속 25%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칫솔질만으로 입 안 전체를 

관리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면적

칫솔질 면적

75%

25%

[칫솔질로 깨끗해지는 구강 면적]

3단계 관리법으로 
건강한 구강관리를 시작합니다.

1일 3스텝으로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자는 의미로서 치실 1회, 2회의 

마우스 와쉬, 3회의 잇솔질을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칫솔질에 의해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치간부위이다. 개인의 잇솔질 습관과 치간부위는 

칫솔모의 길이나 두께 등에 따라 접근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구강병에 

가장 치약한 부분이 치간부위가 되는 것이다. 음식물잔사, 치태나  

치석의 축적, 구취 등의 요인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치간부위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인데, 올바른 치실 사용법에 따른 치간관리는 구강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동안 식후 칫솔질 중간중간에 규칙적인 

Mouthwash를 통하여 치실로도 접근되지 않는 액상의 구강용품으로서 

치태를 제거한다면 구강관리의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바쁜  

직장생활에서 점심후 구강관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음식물  

잔사와 치태제거를 위한 칫솔질 대용으로 적합하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하루 2회 이상의 Mouthwash 사용시기는 업무집중 시기에 입을 굳게  

다물고 집중하던 시간대로서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앞뒤 2시간이 가장 

적합하다.

퍼펙트 구강관리 3단계

1일 2-3회 칫솔로 양치를 합니다.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와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합니다.

1일 2회 리스테린으로

약 30초동안 입안을 헹궈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