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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발생 확률이 현저히 감소되고 치유력도 좋아지게 됩

보통 25세를 기준으로 발치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이 거의 없는데요, 생리식염수 세척이 큰 역할을 한다고

사랑니 발치 전 후로 적절한 항생제 및 진통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림12>

NSIADs의 부작용인 위산분비를 중화시키기 위해 제
산제와 같은 소화기계용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

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 건성발치와(dry socket)의 발

즘은 치과에서 처방하는 소화기계용제에 대한 심사기준
의 강화로 삭감이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

치성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세균

되는 소화기계용제는 알마게이트로 알(알루미늄)과 마

인지 잘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

(마그네슘)을 합쳐서 만들어낸 성분으로 산성인 위산을

수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처방되

중화시켜 위장관을 보호하여 속쓰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는 항생제는 근거 있는 치료법이며 가장 일반적으로 선

하게 됩니다.

택되는 약제는 페니실린(Penicillin) 입니다. 페니실린

그림 12

에 내성이 있는 경우 베타락타마제에 저항성을 가진 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니 발치 테크닉을 글로 표현

구멘틴(Augmentin)을 처방합니다. 만약 페니실린에 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lever & fulcrum, undercut,

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대체 약물로 이용할 수 있는 항

accurate force delivery, center of rotation 이 네 가

생제는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이나 클린다마

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발치에 도움이

이신(Clindamycin)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막성대장염

될 것으로 보입니다.

(pseudo-membranous colitis)에 의한 심각한 설사를

사랑니 발치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경손상입니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

다. 현재까지의 판례를 보면 신경손상이 의사의 과실이기

세척 후 봉합을 하게 되는데 마무리 과정이므로 이 조

은 광범위 항생제가 요구될 때 사용하는 약제이며 페니실

보다는 환자의 해부학적 문제로 인한 불가역적인 측면이

작에 결함이 있으면 전체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집

린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반응이 나타

라 인식되는 면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상금

니다. 하지만 피판의 설계와 형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봉합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투여해야 합니다. 메트로니다졸

액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배상액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바늘은 가동

(Metronidazole)은 혐기성세균에만 작용하는 약제이므

것이 아닌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조직에서 고정조직으로 통과하고, 실매듭은 너무 느슨하

로 순수하게 혐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의심되는 경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

지도 너무 당기지도 않게 피판이 확실히 밀착되는 정도로

우에만 투여해야 합니다.

습니다.
사랑니 발치. 너무 두려워하지도, 자만하지도 말자라는

시행합니다. 봉합을 시행하고 출혈이 되는 부위는 추가로
봉합하고 적절한 크기로 거즈를 말아 발치창 상부를 압박

사랑니 발치 후 진통제는 주로 비스테로이드성소염

하게 됩니다. 출혈은 점막하혈종형성으로 감염을 초래할

진통제(NSAIDs)를 사용합니다. NSAIDs는 진통, 해열

위험이 증가하므로 정확한 점막골판피판의 봉합은 매우

작용을 가지며, 고용량에서는 소염작용을 나타내게 됩

중요합니다.

니다. NSAIDS는 화학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공

말로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통적으로 cyclooxygenase(COX) 및 프로스타그란딘
하악사랑니발치는 점막, 근육, 골의 일부가 포함되는 복

(prostaglandin)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

잡한 수술입니다. 매복사랑니의 발치법과 난이도는 사랑

냅니다. 그러나 위점막에서는 프로스타그란딘 합성 억제

니의 매복위치, 형태, 주위골과의 관계, 하악관과의 관계

에 의해 위장관 손상(소화불량, 오심, 위염 등)을 일으킬

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술전 검사를 통해서 매복상태를 정

수 있으며, 심하면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이 일어날 수도

확하게 파악하고 환자의 전신상태도 고려한 후에 안전하

있습니다. COX는 정상 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COX-1

고 확실한 수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복사랑니의 방향

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 부위에서는

및 깊이에 따른 분류 외에 제2대구치와 하악지전연사이의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에 의해 이성체인

공간 유무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류의 치아

COX-2가 유도됩니다. 이 COX-2 pathway를 NSAIDs

든지 협측으로 전위되어 있으면 쉽게 제거되고, 만일 설측

가 차단하면서 소염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에 사용

판이나 제2대구치 바로 뒤에 위치하면 발치는 어려워집니

되는 대부분의 NSAIDs는 앞서 언급한 위장관 손상, 위

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이도를 결정짓는 것은 환자의 나이

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간의 COX-

입니다. 치근이 2/3 정도 형성되고, 치주인대공간이 넓으

1 억제 효과와 함께 COX-2의 선택적 억제효과를 가집니

며, 치관의 여포 공간(follicular space)이 넓고, 골조직

다. Celecoxib와 Rofecoxib는 COX-2 억제제로서 선택

이 탄성이 있으며, 하악관과의 거리가 멀수록 발치가 쉬워

적 COX 억제제와 비슷한 효력을 나타내면서도 위장천공

지는데 이는 모두 20세 이하의 환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나 출혈은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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