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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치과, 구강 및 상악-안면 질환은 지금까지 소동물 임상이 직면한 가장 일반적인 난제이다. 이런 질환은 국소 
및 잠재적 전신 감염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WSAVA)는 치과 
질환 치료의 부재 혹은 오진이 심각한 동물 복지 우려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 치과는 여전히 수의학에서 하
찮게 여기는 영역이며 많은 속설과 오해의 대상이다. 수의과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수의 치과 수업이 이 분야
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치과 치료를 위한 최고의 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의사에게 제공하고 현실적
인 최소 치료 표준을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WSAVA의 3단계(three-tiered) 지속적 교
육 체계를 이용하여 기구(equipment) 및 치료의 세계적인 권고 사항을 만들고, 소동물 환자를 위한 마취와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문서는 WSAVA 통증 관리, 영양, 그리고 복지 가이드라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5개 대륙의 수의 치과의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되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구강 병변과 치료, 치주 치료, 발치, 그리고 치과 방사선 사진 및 방사선학에 대한 정보
를 소개한다. 또한 실행하기 쉽고 재현성이 있는 치과 건강 스코어링 시스템도 포함한다. 더불어, 치과 과정
을 위한 마취와 통증 관리, 가정에서의 치과 관리, 영양학적 정보, 수의 치과학 발전에 있어서 수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한  권고 사항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최상에서 비효율적이고 최악에서 손상을 유발하는 무마취 치

과(Anaesthesia-free dentistry, AFD) 혹은 비마취 치과(Non-anaesthesia dentistry, NAD)의 악영
향에 대한 토론도 포함한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진단되지 않은 혹은 진단 없이 치
료되는 치과 질환의 부정적 영향과 이것이 얼마나 동물 복지 문제와 관련되는지가 토론된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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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AVA는 101개 이상의 회원 단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소동물 수의사로 
구성된 조직이다. WSAVA는 소동물 수의사 사회의 세계적인 목소리로서 수의사를 지도하고 돕기 위해 통증 
관리, 백신 선택과 사용, 간, 위장관, 그리고 신장 질환의 인지,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영양에 대한 모든 글로
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활용은 전체 건강관리팀이 모든 환자에서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임상 표준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재현하는 것을 돕는다.  

글로벌 치과 표준화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전의 것들처럼, 회원들의 치료 양상뿐만 아니라 교육적 배경의 
세계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장비와 약물의 접근을 고려한 보편적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가이
드라인 위원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수의학 전문 분야의 회원들을 망라하고, 이것은 치과 건강에 마
땅히 필요한 다양한 접근법을 진정으로 강조한다. 수의학 치료의 다양한 영역 중 우리 환자의 치과 질환 치
료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치과, 영양, 마취, 진통, 동물 복지에서 선진적인 교육을 대표하는 저자
들이 모였다. 
  
WSAVA는 이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인 건강관리팀의 회원들이 치과 질환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을 개선시

키고, 수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치과의 통합 교육을 장려 및 권고하고,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수
의 치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 수준을 증가시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문서의 이용 

치과 질환은 지역적인 경계가 없다. 그리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의 임상 수의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
들어졌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유행하는 치과 질환을 인지하고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
하며 나아가 이런 주제에 대한 교육과 모든 신체검사에서 치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이 가이드
라인이 일조하기를 바란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것들의 핵심에서 기본 원칙을 쉽게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
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수의사들이 치과 질환을 성공적으로 발하고 진단하는 것을 도와 치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상적인 판단을 위한 대체도 아니고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 가
이드라인에 나온 모든 영역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에 의해 재검토된(peer 
reviewed) 증거-기반 권장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작성되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용 목록
을 참고하라. WSAVA 웹사이트(www.wsava.org)에 추가 인용 자료들이 있다.  

해당 국가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단계화(tiering)가 이용되어야 하지
만, 서비스의 제공 혹은 교육적 목적 추구에 관심 있는 수의사를 중지시키려는 뜻은 전혀 없다. 진통 혹은 마
취 약물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국가별 큰 차이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면 JSAP 

및 WSAVA 웹사이트의 Global Pain Council’s guidelines(201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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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구강 해부학과 일반 병리학 

구강과 치아 해부학 및 생리학 

기초 발생학뿐만 아니라 구강과 치아의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이해는 구강 및 치과 질병의 진행과 다른 
이상들을(abnormalities)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적절한 진단 과정과 치료를 계획하는 데도 중요하
다.  

상악 및 하악의 뼈 
위턱은 한 쌍의 상악과 앞니뼈들로 구성된다. 치조 돌기들(alveolar processes)은 앞니(앞니뼈), 송곳니, 
작은어금니, 큰어금니(상악뼈)를 위한 치조(alveoli)를 포함한다. 아래턱은 결합(symphysis)에서 만나는 
두 개의 하악뼈에 의해 형성된다. 각 하악뼈에는 앞니, 송곳니, 작은어금니, 큰어금니를 위한 치조를 가진 몸
통(body), 각 돌기(angular), 관상 돌기(coronoid), 관절 돌기(condylar)로 구성된 가지(ramus)가 있
다. 하악 가지의 관절 돌기는 측두 하악 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에서 측두골과 관절로 연결된다
(Evans and de Lahunta 2013, Lewis and Reiter 2010). 
턱뼈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6개의 뼈 구멍이 존재한다. 

• 상악 구멍: 상악 4번 작은어금니의 뒤쪽 면에 정확히 등쪽(dorsal). 안와 아래 신경 및 혈관들이 안와 
아래 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 안와 아래 구멍: 상악 3번과 4번 작은어금니 사이 공간의 등쪽. 안와 아래 신경과 혈관들이 안와 아래 관
으로부터 나오는 곳이다.  

• 하악 구멍: 하악 가지의 안쪽 표면에 위치. 이것은 하악관의 뒤쪽 개방이며 하치조 신경 및 혈관들이 하
악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한다.  

• 뒤쪽, 중간, 앞쪽 턱 구멍: 하악관의 앞쪽 개방들이다. 뒤쪽 구멍은 하악 3번 작은어금니의 앞쪽 뿌리, 중
간 구멍은 2번 작은어금니의 앞쪽 뿌리, 그리고 앞쪽 구멍은 2번 앞니의 수준에서 빠져나간다(Evans 
and de Lahunta 2013, Lewis and Reiter 2010). 

신경 분포, 혈액 공급, 저작 근육 
삼차 신경(V), 안면 신경(VII), 설인 신경(IX), 미주 신경(X) 및 설하 신경(XII)에 의해 상악-안면 부위, 구
강과 혀의 신경 분포가 이루어진다. 혈액 공급은 상악 동맥을 통하여 들어온다. 구강 및 상악-안면 수술 시 
가장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상악 동맥 분지들은 작은 구개골 동맥, 안와 아래 동맥, 하행 구개골 동맥(이것은 
나중에 큰 구개골 동맥과 접구개 동맥들로 일어난다), 상치조 동맥이다(Evans and de Lahunta 2013, 
Lewis and Reiter 2010). 
저작 근육에는 4그룹이 있다 - 교근, 측두근, 외익상근 및 내익상근, 두힘살근. 입을 여는 두힘살근을 제외한 
다른 3근육 그룹은 입을 닫는다(Evans and de Lahunta 2013, Lewis and Reiter 2010). 

침(타액) 
구강 액(혼합 침)은 주요 침샘들(개는 귀밑샘, 하악샘, 혀밑샘 및 권골샘, 그리고 추가로 고양이에서는 혀어
금니샘)과 작은 샘들의 분비, 박리된 구강 상피 세포, 미생물과 부산물, 음식 찌꺼기, 혈장 성분들 및 잇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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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의한 염증 세포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상적인 침의 생성은 구강 위생에서 매우 중요하다(Lewis and 
Reiter 2010, Nanci 2008). 

림프 배액 
구강, 머리, 목을 배액하는 세 개의 림프 중심은 (볼 림프절과 함께) 귀밑 하악 그리고 인두 뒤 림프 중심이
다. 림프 배액의 경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머리의 주요 림프 배액 중심은 안쪽, 때때로 바깥쪽 림프절로 구성
된 인두뒤 림프 중심이다(Skinner et al. 2016, Evans and de Lahunta 2013, Lewis and Reiter 
2010). 

고유 구강과 치열 
고유 구강(oral cavity proper)의 경계는 등쪽으로 경구개와 연구개, 앞쪽 및 바깥쪽으로 치열궁, 그리고 
혀 및 배쪽(ventral) 구강 점막을 구성하는 구강의 바닥이다. 치아들은 각각 두 개의 사분면으로(two 
quadrants) 구성된 위 아래 치열궁에 위치한다.  
성숙 동물의 치열을 설명하는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Modified Triadan System)을 사용할 때, 오른쪽 상
악은 1사분체, 왼쪽 상악은 2사분체, 왼쪽 하악은 3사분체, 오른쪽 하악은 4사분체이다. 개의 치아식은 2x I 
3/3 : C 1/1 : P 4/4 : M 2/3 = 42이다. 강아지 치아식은 2x i 3/3 : c 1/1 : p 3/3 = 28, 고양이는 2x I 

3/3 : C 1/1 : P 3/2 : M 1/1 = 30, 아기 고양이는 2x i 3/3 : c 1/1 : p 3/2 = 26이다.  
교합은 치아끼리 어떻게 접하는지를 설명하고 여섯 지점을 평가해야 한다 - 머리의 대칭성 및 각 치아의 존
재/위치뿐만 아니라 앞니, 송곳니, 작은어금와 뒤쪽 작은어금니/큰어금니 교합(AVDC Nomenclature 
Committee 2017, Verstraete 2011, Lewis and Reiter 2010).  
개와 고양이는 평생 치아를 한 번 가는 일환치성(hyphyodont, 두 세대의 치아), anelodont(지속적으로 
자라지 않는 치아), 짧은 치아(brachydont, 뿌리가 치관보다 길고 치관은 전체가 에나멜질로 덮여 있다)의 
치열을 가진다. 영구 앞니는 단근(single-rooted) 치아이다. 송곳니는 가장 큰 단근 치아이다. 하악 송곳니
의 끝단은 하악 구멍에 대해 혀쪽에 놓였 하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상악 송곳니의 뿌리와 비강 사
이에는 얇은 판 같은 뼈만 있어서 구-비강 누공 형성(oronasal fistulation)이 흔히 발생한다. 
개의 작은어금니는 크기와 뿌리의 수가 다양하다. 첫 번째 작은어금니(상악과 하악)는 작고 단근 치아이며, 
상악 네 번째 작은어금니는 크고 뿌리가 세 개이고, 다른 작은어금니들은 뿌리가 두 개이다. 각 상악 작은어
금니와 큰어금니의 뿌리들은 안와 아래관, 구강, 안구와 근접해 있다. 개의 상악 큰어금니는 구개 쪽으로 편
평한 교합면을 가진 세 뿌리 치아이다.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는 하악관에 근접한 큰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치
아이다(AVDC Nomenclature Committee 2017, Verstraete 2011, Lewis and Reiter 2010). 대형
견에 비해 소형견의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는 하악 크기에 비례적으로 더 크다(Gioso et al. 2001). 하악 
두 번째와 세 번째 큰어금니는 비슷하며 두 번째 큰어금니는 두 개의 뿌리를, 세 번째 큰어금니는 하나의 뿌

리를 가진다.  
고양이의 상악 두 번째 작은어금니는 작고, 하나의 뿌리를 가진 치아(드물게 두 개의 뿌리)이다. 상악 세 번
째 작은어금니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진(어쩌면 세 개) 치아이며, 상악 네 번째 작은어금니는 더 큰 세 개의 뿌
리를 가진다. 하악은 두 개의(세 번째와 네 번째) 작은어금니를 가지는데 두 개의 뿌리가 있으며 하악관에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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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상악 큰어금니는 작은 한 개의 뿌리 혹은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하악 큰어금니는 큰 두 개의 뿌리
를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 두 뿌리 치아는 대칭성의 비교적 같은 크기의 뿌리들을 가진다. 하악의 첫 번째 
큰어금니는 이것의 유명한 예외로 큰 앞쪽의 뿌리, 아주 작은 원위 뿌리를 가지고 있다.(Niemiec BA 2014)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더 작고 가늘고 뾰족하지만 비례적으로 더 긴 뿌리를 가진다(Verstraete 2011, 
Lewis and Reiter 2010). 

치아 및 지지 조직의 구조 
대부분의 (어른)치아는 치수(pulp) 주변의 치아 모세포들(odontoblasts)에 의해 형성된 상아질로
(dentin) 이루어진다. 일차 상아질은 치아 발생 시에 만들어지는 반면, 이차 상아질은 치아 형성이 완성된 
후 깔려지고 이것은 치아의 정상적인 노화를 의미한다. 삼차 상아질은 치유(repair)의 시도로 형성된다. 치
아의 중심 부분(치수강)은 치수에 의해 채워진다. 치수는 신경, 혈관 및 림프관, 결합 조직, 치아 모세포를 포
함한다. 치수는 개와 고양이에서 근단 델타(apical delta)에서 치아 주위 인대 그리고 성숙 동물에서는 바
깥쪽 관들과 통한다. 어린 동물에서는, 근단 개방이 크고 정점 형성(apexogenesis)의 진행에서 근단 델타 
속으로 닫힌다. 치아의 치관 부분은 에나멜질로 덮여 있고 이것은 신체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석화된 조직

이다. 에나멜질은 치아 맹출 직전에 에나멜 아세포(ameloblasts)에 의해 형성된다(Verstraete 2011, 
Lewis and Reiter 2010, Nanci 2008, Pashley and Liewehr 2006). 에나멜질 두께는 개와 고양이에
서 0.1mm에서 1mm로 다양하다(Crossley 1995). 치아의 뿌리는 뼈와 유사한 석회화된 결합 조직인 시
멘트질로 덮여 있으며 시멘트질 모세포(cementoblasts)에 의해 만들어진다(Verstraete 2011, Lewis 
and Reiter 2010, Nanci 2008, Pashley and Liewehr 2006).  
치아 지지 조직은 잇몸, 치주 인대, 시멘트질, 치조골로 구성된 치주 조직(periodontum)이다. 잇몸은 부착
(attached) 치은과 유리(free) 치은으로 나누어진다. 치은 열구(gingival sulcus)는 치아와 유리 치은 사
이의 공간이고 정상 깊이는 고양이에서는 0~1mm이며 개에서는 0~3mm이다. 치은 열구의 바닥 부분은 접
합 상피층에 의해 형성된다. 그 아래에 치아의 중대한 결합 조직 부착인 치주 인대가 놓여 있다. 치주 인대는 
한쪽에서는 시멘트질 속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치조골 속으로 정착되어 있어서 치아를 치조 안에 붙들고 있
다.  

핵심 사항 

• 상악-안면 부위, 구강, 치아의 질병 진행과 다른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강과 치아의 해부학, 생리
학, 기초 발생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 특출한 기초 해부학 및 생리학 지식이 없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하다.  

• 기초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은 상악-안면 뼈, 저작 근육, 신경 분포 및 혈관 분포, 림프 배액, 침샘, 고유

구강, 치열(치아의 구조와 치아 지지 조직을 포함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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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질환 

서론 

치주 질환은 지금까지 소동물 환자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건강 문제였다(Lund Em et al. 1999; 
University of Minn 1996). 2년령까지, 고양이의 70%와 개의 80%가 어떠한 형태로든 치주 질환을 앓는
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Marshall 2014). 특히 소형견과 토이 견종은 치주 질환에 걸리기
가 더욱 쉽다(Hoffmann TH & Gaengler P 1996).  

이런 발생률에도 치주 질환은 진단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교육의 부재 때문이지만, 대
부분 외부 임상 증상이 거의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일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는 질병 
말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치주 질환은 또한 아마도 우리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료되지 않는 질환일 수
도 있다. 진단되지 않은 치주 질환의 국소 및 잠재적인 전신 결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진단과 즉각적 치료의 
부재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소 결과는 구-비강 누공, Class II 치주 근관 복합병소(Class II perio-
endo lesions), 병적 골절, 안구 질환, 골수염, 구강 종양 발생 증가를 포함한다(Niemiec BA 2012, 
DeBowes LJ 2010, Niemiec BA 2010). 치주 질환과 관련된 전신 질환은 신장 질환, 간 질환, 폐 질환, 

심장 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임신 부작용, 당뇨병을 포함한다(Niemiec BA 2012). 

병인론 

치주 질환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설명된다. 먼저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에 국한된 초기의 가역적 단계이다. 
잇몸 염증은 치태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하고, 철저한 치과 예방과 지속적인 홈케어로 나아질 수 있다
(DeBowes LJ 2010; Loe H et al 1965; Silness J & Low H 1964). 치주염은 후기 단계로서 치아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한 더 깊은 지지 구조의(치주 인대, 시멘트질 그리고 치조골) 염증 질환으로 정의된다
(Armitage GC 1999; Novak MJ 2006, DeBowes LJ 2010). 염증은 부착 소실을 일으키는 치주 조직
의 진행성 파괴를 초래한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이것은 잇몸 퇴축, 치주낭 형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관찰된다. 치주골 소실은 첨단 재생 수술 없이는 되돌릴 수 없다(Shoukry M et al 
2007; DeBowes LJ 2010). 비록 뼈 소실이 비가역적이라 할지라도 그 진행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
주 질환이 있는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치주 부착(예컨데 뼈) 소실이 활동성 염증이 있거나 없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주 질환은 치태 내의 구강 세균이 치아에 부착함으로써 시작된다(Quirynen M et al 2006; Wiggs RB 
& Lobprise HB 1997, Lindhe J et al 1975; Boyce EN 1995). 치태는 침의 당단백과 세포외 다당류 
기질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의 구강 세균에 의해 구성된 생물막이다(Quirynen M et al 2006; Socransky 
SS 2000; DuPont GA 1997). 치태는 방해받지 않는다면 24시간 내에 깨끗한 치아에서 형성된다. 치주 

질환은 세균 수의 증가가 아니라 그람 양성균에서 그람 음성균으로 전환될 때 시작된다. 세균 종의 이러한 
변화가 치은염의 시작을 유발한다(Quirynen M et al 2006). 사람과 개의 질병 진행이 조직학적으로 유사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과 개의 치태 형성과 구성의 차이점들이 최근 한 논문에서 설명되었다
(Holcomb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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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치은염을 해소시키는 치태 관리 요법이 수립되면 구강 미생물 균총은 며칠 내에 정상으로 돌아
갈 것이다(Loe H et al 1965; Silness J & Low H 1964). 일반적으로 치태와 치석은 그람(gram) 당 
1000억(1012)마리까지의 세균을 가지고 있다(Socransky SS et al 2000, Quirynen M et al 2006). 
더욱 중요한 것은 생물막 내의 세균은 하나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의 1000에서 1500배 그리고 살
균제의 50만 배까지의 농도에 내성을 가진다(Williams JE 1995; Quirynen M et al 2006, Socransky 
SS et al 2000; Elder MJ et al 1995). 

눈에 보이는 치아 표면의 치태는 치은 연상(supragingival) 치태라고 알려져 있다(Quirynen M et al 
2006; Wiggs RB & Lobprise HB 1997). 그것이 유리 치은의 변연부 아래, 치은 열구(잇몸과 치아 또는 
치조골 사이)로 알려진 부위 속으로 확장되면 치은 연하(subgingival) 치태라 불린다(Quirynen M et al 
2006; Niemiec BA 2008). 치은 연상 치태는 치주 질환의 아마도 초기에 치은 연하 치태의 병원성에 영향
을 줄 것이다. 그러나 치주낭이 형성되면 치은 연상 치태와 치석의 영향은 최소화된다(Quirynen M et al 
2006). 그러므로 치은 연상 치태만 관리하는 것은 치주 질환 진행의 조절에 비효과적이다(Westfelt E et 
al 1998, Niemiec BA 1998, DeBowes LJ 2010).  

치석은 침 속의 미네랄에 의해 이차적으로 석회화된 치태이다. 치석 그 자체는 대부분 자극성의 영향을 주는 

비교적 비병원성 물질이다(Hinrichs JE 2006; Wiggs RB & Lobprise HB 1997, Niemiec BA 
2008). 치은 연하 치태의 세균은 잇몸과 치주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와 대사 산물을 배출한다
(Wiggs RB & Lobprise HB 1997; Harvey CE & Emily PP 1993). 이 염증은 잇몸 조직에 손상을 초
래하고 초기 치은염을 발생시킨다. 결국 이 염증이 치주 조직과 치아 사이의 부착 파괴와 같은 치주염을 일
으킬 수 있다.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균의 대사 산물들도 동물들의 염증 반응을 일으
킨다. 백혈구와 다른 염증 매개체들이 치주 연부 조직 밖으로 나와 증가된 혈관 투과도, 열구 상피 세포들
(crevicular epithelial cells) 사이의 증가된 공간 때문에 생긴 치주 공간 속으로 이주한다. 치주 질환의 진
행은 숙주 반응과 세균의 독성에 의해 결정된다(Nisengard RJ et al 2006). 때때로 치주 조직을 손상시키
는 것은 숙주 반응이다(Lang NP 2002; Thoden Van Velzen SK et al 1984; Scannapieco FA et al 
2004).  

치은 연하 세균과 숙주 반응의 조합에 의해 산생된 염증은 치아의 연부 조직 부착을 손상시키고 파골 활동을 
통해 뼈 지지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근단 방향(뿌리 끝단을 향한)으로 치아의 치주 부착 소실을 야기한다. 치
주 질환의 말기는 치아 소실이다. 하지만 그 질환은 치아 박리 전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임상적 특징 
정상 잇몸 조직은 산호빛 분홍색(정상 색소침착이 가능한)이고, 부드럽고 규칙적인 질감의 얇은 변연부를 가
진다(Figure 1). 또한, 명백한 치태나 치석이 없어야 한다. 정상 열구의 깊이는 개에서 0~3mm이며, 고양

이에서 0~0.5mm이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DeBowes LJ 2010, Bellows J 2004). 

치은염의 첫 외부 임상 증상은 잇몸의 홍반이며, 부종과 구취가 뒤따른다(Fiorellini JP et al 2006; 
DeBowes LJ 2010) (Figure 2). 색 변화가 질병의 확실한 증상인 반면, 색 변화 이전에 탐침 검사
(probing) 양치질 또는 저작 중 잇몸 출혈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Fiorellini JP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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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tner SW 1979). 치은염은 전형적으로 치석과 관련있지만 치태에 의해 일차적으로 얻어지며 따라서 치
석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 치은염이 없어도 광범위한 치은 연상 치석이 존재할 수 있다. 치석 자체는 본질
적으로 비병원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Niemiec BA 2008, Wiggs RB & Lobprise HB 1997). 그
러므로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잇몸의 염증 등급을 이용해야 한다(Niemiec BA 2013).  

치은염이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구강 염증의 변화가 심해진다. 치주염 발생의 특별한 임상 특징은 부착 소실
이다. 다시 말해 치아의 치주 부착이 끝단쪽으로 후퇴한다. 부착 소실은 두 가지 일반적인 증상들이 있다
(Niemiec BA 2013). 일부의 경우에서는 소실이 잇몸 퇴축을 야기하는 반면 열구의 깊이는 동일하게 유지
된다. 결론적으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사(conscious exam)에서 질병 진행이 
쉽게 발견된다(Figure 3). 다른 경우에서는 잇몸은 동일한 높이로 유지되는 반면, 부착 부위는 끝단으로 이
동하여 치주 주머니가 형성된다(Figure 4). 이 형태는 전형적으로 전신 마취 하에서 치주 탐침으로만 진단
된다. 부착 소실의 두 가지의 모든 증상이 같은 치아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부착 
소실은 대부분의 경우 치아 박리가 될 때까지 진행된다. 치아 박리 후 그 부위는 일반적으로 비감염 상태로 

돌아가지만 뼈의 소실은 영구적이다.  

중증의 국소 결과 
치주 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국소 결과는 구-비강 누공 형성(ONF)이다. ONF는 노령의 소형견(특히 닥스훈
트와 같은 연골이형성 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고양잇과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Niemiec BA 2010, Holmstrolm et al 1998). ONF는 상악 송곳니의 구개골 면까지 치주 질환이 진행
됨으로써 야기되지만 모든 상악 치아들도 후보가 될 수 있다(Marretta SM & Smith MM 2005; 
Niemiec BA 2010). 그 결과는 만성 염증(비염)을 야기하는 구강과 비강 사이의 개통(communication)
이다(Figure 5). 임상 증상은 만성 비강 분비물, 재채기, 때때로 식욕 부진과 구취를 포함한다. 구-비강 누
공의 확진을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종종 요구된다. 치아의 구개골 면의 치주 공간 안으로 치주 탐침 삽입에 
의해 진단이 이루어진다(Figure 7). 흥미롭게도 환자의 치주 조직의 잔여 부분이(이환된 치아의 다른 면을 
포함) 비교적 건강해도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Niemiec BA 2008). ONF의 적절한 치료는 발치와 
점막-잇몸 피판(mucogingival flap) 결손의 폐쇄가 요구된다(Marretta SM & Smith MM 2005; 
Niemiec BA 2010).  

치주 질환의 다른 잠재적인 중증의 국소 결과는 다근 치아에서 볼 수 있는 Class II 치주 근관 복합 병소이다
(Niemiec BA 2008). 이것은 치주 소실이 근단쪽으로 진행되고 치근관계(endodontic system)로의 접
근을 획득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통해 치근관 질환이 발생된다. 이어 치근관 감염이 일반 수질 

공동(common pulp chamber)을 통해 치아 전반에 전파되고 다른 뿌리의 치근단 주위에서 파생을 야기한
다(Figure 7). 대조적으로 Class I 병변은 근관계(root canal system)로부터 확장된 치주 감염이고 
Class III은 실제 복합 병변들이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Type 1은 치주 질환의 결과가 아
니고 type 3은 수의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  

중증 치주 질환의 세 번째 잠재적 국소 결과는 “병적 골절(pathologic fracture)”이다(Mulligan T et al. 
1998, DeBowes 2010). 이런 골절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만성 치주 소실 때문이며 하악에서(특히 송곳니
와 첫 번째 큰어금니) 일반적으로 발생한다(Figure 8). 이 상태는 또한 소형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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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Mulligan T et al 1998)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아(특히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가 소형견종의 턱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Gioso MA 2003)(Figure 9). 병적 골절은 경미한 외상에서 또는 치아 
발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개들은 그저 밥을 먹도 골절을 겪는다.  
병적 골절은 몇몇 이유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후를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남아있는 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고정 방법이 있지만 선택된 고정 방법에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서 질환을 가진 뿌리(들)를 뽑아야 한
다(Figure 10)(Niemiec BA 2008, Taney KG & Smith MM 2010). 병적 골절의 위험에 대한 인지하
는 것이 수의사가 치과 치료 시 위험 환자에서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증 치주 질환의 네 번째 국소 결과는 안구에 근접한 염증으로부터 야기되며 이로 인해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Anthony JMG et al 2010; Ramsey DT et al 1996). 상악 큰어금니들과 네 번째 작은어금니의 치
아 뿌리 근단의 근접성이 섬세한 시각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다(Figure 11). 

사람 연구에서 많이 설명된 다섯 번째 국소 결과는 만성 치주 질환을 앓는 환자의 구강 종양 발생 증가이다
(Rosenquist K et al 2005; Zheng TZ et al 1990; Graham S et al 1977 Wen et al 2014, Guha 
et al 2007, Rezende et al 2008, Bendgaard et al 1995, Talamini et al 2000, Maier et al 
1993). 이 경우에서의 관련성은 치주염과 함께 존재하는 만성 염증 상태 때문일 것이다(Figure 12) 

(Trosko JE 2001).  

치주 질환의 여섯 번째 심각한 국소 결과는 만성 골수염인데 이것은 비-생존성(non-vital) 감염된 뼈의 부
위이다(Figure 13). 치과 질환은 구강 골수염의 첫 번째 원인이다. 뼈의 일부가 괴사 상태일 때, 그것은 항
생제 치료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다. 따라서 확실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외과적 괴사 조직의 제거
가 요구된다(Niemiec BA 2008; Wiggs RB & Lobprise HB 1997). 결과적으로 골 괴사는 개에서(치
료되지 않은 혹은 형편없이 치료된) 치과 질환의 또 하나의 가능한 심각한 결과이다(Peralta et al 2015).  

치주 질환의 전신 결과 
치주 질환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년 동안 널리 연구되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아직 원인이 불
명하며 많은 연구가 사람에 대한 것들이지만, 치주 질환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치주 질환의 병인론은 잇몸및 치주 조직의 염증이 신체의 방벽으로 침입자를 공격할 수 있게하여 세균
이 신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cannapieco 2004, Mealey and Klokkevold 2006, Niemiec 
2013). 세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허용한
다. 이 세균들과 그 산생물들은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Takai 2005). 세균 자체와 그 독성 산
물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인들(예, IL-1, IL-6, PGE2 그리고 TNF)과 같은 환자 자신의 염증 매개물질의 활
성화로부터 원거리 영향(distant effects)이 이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Pavlica et al 2008, Lah et al 
1993, Renvert et al 1996, Scannapieco 2004 Rawlinson et al 2005). 이 매개물질은 심혈관/간/  

신장 손상과 같은 다양한 전신 문제들과 관련된다(아래 참고). 훌륭한 치주 건강 상태의 사람에 비해 치주 
질환을 겪는 사람 환자가 다양한(3가지 이상) 전신 질환을 가질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보고된다(Al-
Emadi et al 2006).  

영향을 받은 장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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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의 세균 침입은 간 실질의 염증과 문맥 섬유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eBowes et al 1996). 
또한 전체적인 간 질환과도 관련되어 있다(Tomofuji et al 2009, Ohyama 2009, Alberg 2014). 이에 
더해 균혈증은 개에서 담관 정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oada and Meyer 1989, Center 
1990). 마지막으로 한 연구는 치주 질환의 부담과 간 실질의 염증 증가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
다(Pavlica et al 2008).  

신장  
신장의 여과는 치주 병리학적 세균이 내피 세포층과 직접 접촉하며 따라서 사구체 모세 혈관 벽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Arbes et al 1999, Khlgatain et al 2002, Nassar 2002, Ortiz et al 1991). 만
성 감염과 염증 질환이 자기 증식성인 사구체 신염을 야기하는 신장의 면역 복합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offmann et al 1996)(Baylis 1987)(MacDougal et al 1986, Sedor et al 1993). 이런 
변화들은 시간을 두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신장의 만성 염증과 원발성 반흔을 초래할 수 있다(DeBowes 

et al 1996, Fournier et al 2001, Pavlica et al 2008, Rawlinson et al 2005, Cullinan 2009).  

심장  
치주 질환은 심폐계통에 중요한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몇몇 연구는 구강 세균이 이미 손상된 심장 판막에 
흡착하여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O’Grady 1995, Abbott 2008). 또한 치주 질환과 
함께 심실 판막 변형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수의학 연구도 있다(Pavlica et al 2008). 사실, 한 보
고서는 치주 질환이 없는 개의 위험성과 비교했을 때 3기 치주 질환을 가진 개의 심내막염 위험이 약 6배 이
상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Glickman et al 2009). 

허혈성 심장 질환이 동물 환자에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에서는 심근 경색 및 다른 조직학적 변
화들이 치주 질환과 구강 세균혈증과 관련이 있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Southerland et al 2006, 
Arbes et al 1999, Matilla et al 1989, Loos et al 2000, Janket et al 2003, Joshipura et al 
1996, Franek et al 2005, Glickman et al 2009, Geerts et al 2004, Beck et al 1996, Spahr et 
al 2006)(Arbes et al 1999). 이 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의 내피 세포 기능이 치주 질환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다(Mercanoglu et al 2004). 마지막으로 치주 질환이 사람에서 고혈압과 관련있다고 보고되었다
(Tsakos et al 2010).   
치주 염증이 허혈성 심질환에 선행하는 생리학적 변화들(증가된 섬유소원, 혈소판 응집에 관련된 단백질
(PAAP), 그리고 다른 응고 인자들뿐만 아니라 증가된 혈류속도)을 촉진한다(Lowe et al 1997, Kweider 
et al 1993, Herzberg et al 1998). 사실 이 세균들의 단순 주입이 심근 경색을 가진 토끼에서 신체 변수
들(심박수, 혈압, ECG와 같은)의 변화를 초래했다(Meyer et al 1998). 마지막으로 돼지와 생쥐에서 치주 
감염이 동맥 경화를 직접적으로 야기한다는 연구들이 있다(Brodala et al 2005, Lalla et al 2003). C 반

응 단백질(C reactive protein)과 다른 염증 표지들이 치주 질환에서 증가하며 심근 경색과 관련이 있다
(Noack et al 2001, (Ridker et al 2002, Wu et al 2000, D’Aiuto et al 2004, DeBowes 2008, 
Joshipura et al 2004, de Oliveira et al 201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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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질환이 만성 호흡 질환(COPD, 만성 폐쇄성 호흡 질환)과 폐렴의 발생 증가와 관렸이 있다는 몇몇 연
구들이 있다(Garcia 2001, Limeback 1998, Hayes et al 1998, Deo 2009, Scannapieco et al 
1998, Al-Emadi et al 2006, Mealey and Klokkevold 2006). 
또한 구강 감염들은 만성 호흡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적절한 치료가 이런 결과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Scannapieco et al 1998, Nagatake et al 2002, Kawana et al 2002, Adachi et al 2007, 
Adachi et al 2002). 

다른 악영향들 
당뇨병  
많은 연구들이 치주 질환과 인슐린 저항의 증가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뿐 아니라 당뇨병과 치주 질환의 증가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확증하였다(Nesbitt et al 2010, Benguigui et al 2010, Nagata 2009, 
Nishimura et al 2005, Ekuni et al 2010, Al-Emadi et al 2010). 모든 급성 감염(세균 또는 바이러
스)이 심지어 비당뇨 환자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 조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
은 타당하다(Yri-Jarvinen et al 1989, Grossi et al 2004, Zadik 2010). 이것은 즉 치주 질환이 당뇨 
관리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심장/신장 질환 및 당뇨 합병증(상처 치유, 미세 혈관 질환)의 심각

성을 가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Iacopino et al 2001, Taylor et al 1996, Thorstensson et al 1996, 
Tsai et al 2002, Southerland et al 2006, Saremi et al 2005, Thorstensson et al 1996).  
  
악성 종양 
다양한 교란 인자들 때문에 결정적이지는 않지만(Meyer et al 2008) 최근 연구들이 치주 질환과 위장관, 
신장, 췌장 및 혈액 종양과 같은 원거리 종양과의 관련성 제시하고 있다(Watabe et al 1998, Abnet et al 
2001, Stolzenberg-Solomon et al 2003, Michaud et al 2007, Hujoel et al 2003, Chang et al 
2016, Maruyama et al 2017, Michaud et al 2013). 

만성 염증 
치주 질환이 전반적 고지혈증 상태뿐만 아니라 염증 지질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Nibali et al 2007, Lah et al 2003, Renvert et al 1996, Scannapieco 2004, Rawlinson et al 
2005, Winning et al 2015, (Moutsopoulos and Madianos 2006, Iacopino and Cutler 2004, 
Ebersole et al 1999, Salvi et al 1998).  

조기 사망: 
치주 질환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현저하게 유의한 지표가 사망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모
든 다른 위험 요소들이 배제되었을 때, 치주 질환이 사람에서 조기 사망의 유의미한 전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Jansson et al 2002, Avlund et al 2009, Holm-Pedersen et al 2008). 한 연구는 중증 치주 질
환이 흡연보다 더 높은 위험 요소라고 발표했다(Garcia et al 1998). 

치주 치료의 전신 건강에 미치는 이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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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많은 연구들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수가 매우 높은 관련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치주 치료 후 건강 지표
들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해 제공된다.  

지금까지 가장 잘 연구된 것은 사람에서 당뇨병과 심장 질환이다.  
치주 질환의 적절한 치료는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요구량를 감소시킨다(D'Aiuto et al 2004, 
Mine et al 2005, Mealy 1999, Miller et al 1992, Skaleric et al 2004, Promsudthi et al 2005, 
Stewart et al 2001, Hayashi et al 2017, Simpson et al 2015, Wang et al 2014). 이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잘 조절되는 환자에서 치주 건강이 향상된다(Tervonen and Knuuttila 1986. Tsai et al 2002). 
치주 치료는 순환 염증 산물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내피 세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Correa et al 2010, 
Duarte et al 2010, Mercanoglu et al 2004, Hayashi et al 2017).  

또한 치주 치료가 신장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도 있다(Artese et al 2010, Grazini et 
al 2010, Hayashi et al 2017). 치주 치료는 간 수치를 개선시키고 간경화 환자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난다(Hayashi et al 2017, Tomofuji et al 2009, Lins et al 2011, Grønkjær 2015).  

결론  
앞서 언급된 연구들이 결정적이진 않지만 치주 질환은 이환된 환자들이 만성 질환 상태를 유발하는 유해 세
균을 매일 다루어야 하는 감염성의 과정이다(Harvey and Emily 1993, Holmstrolm et al 1998). 따라
서 우리는 치주 질환을 단지 구취와 치아 소실을 야기하는 치과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전신적 결과의 기
폭제로 보아야 함을 배워야 한다. 한 인의학의 텍스트는 “치주염은 신체 전반의 미생물의 잠재적 혈관내 파
종의 중증 염증을 유발하는 그람 음성균 감염이다”라고 말한다(Mealey and Klokkevold 2006). 이것은 
“치주 질환은 건강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에 의해 저평가되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질환이
다”라고 말하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 되풀이된다(Sculley and Langley-Evans 2002). 미국 의무총감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2000년에 구강 및 치과 질환을 ‘소리없는 유행(silent 
epidemic)’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NIH 
2000). 마지막으로 세계 보건 기구 집행 위원회는 구강 건강, 일반 건강과 삶의 질 사이의 내재적인 관련성
을 인정했다(WHO 2007).  

핵심 사항 

• 치주 질환은 소동물 환자에서 가장 흔한 의료 질환이다.  

• 치태는 24시간 이내에, 치석은 3일 이내에 형성되고 치은염은 빠르면 2주에 시작된다.  

• 치주 염증은 치은 연하 치태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치태 관리는 치은 연상, 더 중요하게 질병 관리에 

효과적인 치은 연하 치태 모두를 다루어야 한다.  

• 치석은 본질적으로 비병원성이다.  

• 치주 질환의 첫 번째 증상은 색 변화 이전에 나타나는 탐침 검사 또는 양치질 중 출혈이다.  

• 치주 감염은 많은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다: 
o 당뇨병 
o 심장, 폐, 간, 신장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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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기 사망 

• 치주 질환은 많은 중증 국소적 영향들과 관련이 있다: 
o 비- 구강 누공 
o 구강 종양 
o 하악 골절 
o 안구 감염 및 실명 
o 골수염 
o Class II 치주 근관 복합 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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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치아 질환 

에나멜질 저형성증 
불규칙한 에나멜질 형성은 발육 중 외상, 유전, 형편없는 영양 상태, 또는 염증 질환들(바이러스(예, 디스템
퍼 감염)과 같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Dupont 2010). 외상 및 국소적인 감염은 동일한 부위 내의 하나 
또는 여러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신 질환과 유전 질환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치아에 영향을 
끼친다. 이 단계들은 쉽게 손상받기 쉬운 얇은 에나멜질을 가진 치아를 생성하는 미세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
며 에나멜질 저형성증이라 부른다.(Figure 1). 또한 흔하게 알려진 에나멜질 저석회화증도 에나멜질의 점식
(pitting), 얇게 벗겨짐(flakiness) 그리고 변색을 야기한다(Figure 2). 거의 없거나 얇고 약한 에나멜질 또
는 상아질이 발견되거나 검사 도중 분리될 수 있다. 저형성증과 저석회화증은 수의학 문헌에서 종종 잘못 사
용된다.  

치아 마모(교모/침식) 
에나멜질과 상아질의 느린 마모에 의한 소실은 마모의 형태와 병리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저작에 의한 생리학적 마모를 차아 교모(dental attrition)라고 하며 에나멜질 및 상아질의 소실, 중증의 경
우 수질의 노출(pulp exposure)을 야기한다. 치아의 부정 교합에 의해 발생된 교모는 병리학적 교모라 불
린다(Figure 3). 금속장, 막대기, 공, 뼈와 같은 외부 물체에 의한 에나멜질 및 상아질의 소실을 치아 침식
(dental abrasion)이라 부른다(Figure 4)(Dupont 2010). 이런 진행 과정이 점진적이라면 상아질 아세
포가 아래의 수질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삼차 상아질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모 혹은 침식이 빠르다
면 수질이 노출될 수 있다. 에나멜질 저형성증/저석회화증 그리고 교모/침식 모두는 치아 파절(fracture)의 
높은 발생율과 호발을 야기하는 치아의 구조적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만성적으로 케이지나 펜
스를 씹는 경우에 사실이다(Figure 5). 

치아 파절 
개와 고양이에서 치관(crown) 그리고/혹은 뿌리의 파절의 발견은 드물지 않다. 49.6%의 반려동물에서 파
절된 치아가 발견되었다(Soukup et al. 2015). 더구나, 개의 10%는 직접적으로 수질이 노출된 치아를 가
진다(Golden et al. 1982). 상당 수의 개와 고양이들이 저작 중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뼈, 막대기, 뿔 등
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사고, 운동 손상(예컨대 골프채, 공, 야구방망이)과 같은 강한 충격의 외상과 관련될 
수 있다; 혹은 치아 파절을 야기하는 추락과 같은 약한 충격의 외상과 관련될 수 있다. 치아의 외상은 예컨대 
에나멜질, 상아질, 뿌리 뿐만 아니라 수질 조직의 직접적인 노출 유무와 같은 치아 구조의 노출 크기에 근거

하여 분류될 수 있다(Figure 6). 에나멜질의 손상 혹은 균열(Figure 7과 8), 상아질의 노출이 없는 에나멜
질 소실(Figure 9와 10), 수질의 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에나멜질과 상아질의 노출(Figure 11과 12), 수질 
노출이 없는 치관과 뿌리의 연루(Figure 13과 14), 치관의 손상 혹은 수질의 노출이 없는 뿌리 파절
(Figure 15와 16), 수질 노출이 있거나 혹는 없는 치관의 분리(Figure 17과 18), 치관과 뿌리의 연루
(Figure 19와 10)에 따라 더 분류될 수 있다. 수질을 노출시키지 않는 손상은 단순성(uncomplicated), 
반면 수질의 노출된 경우는 복잡성(complicated)이라 명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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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이 없는 외상을 겪은 치아는 통증성의 수질염과 수질 괴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치아들 중 일부는 
둔감해지거나 변색될 것이고(Figure 21)(내재적 착색) 대부분은 직접적인 수질 노출을 동반한 치아와 마찬
가지로 뿌리 치료 혹은 발치가 요구된다(아래 참고)(Hale 2001).  

후유증  
직접적인 수질 노출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vital) 치아는 통증이 극심하다(Bender 2000; Hargreaves et 
al. 2004; Hasselgren 2000).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망한(non-vital) 치아는 감염될 
것이다. 감염이 일어나면 치아 근단을 통해 세균이 국소 조직에 접근하고 국소 염증과/혹은 감염을 일으킨
다. 이것은 방사선 사진 상에서 치근단 주위의 희박화(periapical rarefaction)로 나타날 수 있다(Figure 
22). 사망한 치아를 가진 환자는 통증 그리고/혹은 감염의 증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뿌리관 치료 혹은 발치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는 뿌리 근단 혹은 근처에 배액 동관(draining sinus tract)을 
발생시킬 것이다. 가장 흔한 부위는 눈의 내안각, 코의 바깥쪽 다리(상악 송곳니 혹은 작은어금니), 하악 바
깥쪽 혹은 배쪽(ventral)면의 동관(하악 송곳니) 인접부이다.  

진단  
근관(endodotic) 검사는 치료 전에 치수 노출을 확진 또는 배재하고 근단 주위 병변의 정도를 평가하는 치
아 탐색과 방사선 검사 없이는 불완전하다. 만약 파절에 의한 수질 노출이 최근에 일어났다면 수질은 아마 
분홍색일 것이고 만성이라면 회색/검은색을 띨 것이다. 최근에 파절된 치아는 통증이 극심하여 환자는 의식
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강 검사에 저항할 것이다. 수질이 괴사되면 대개 탐침 검사에서는 통증이 없지만 장기
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증 및 감염이 있다.  

치료  
치료 선택은 근관 감염의 유무뿐만 아니라 손상의 형태와 정도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어떤 형태의 손
상이든 사망 혹은 염증의 증상이 방사선 사진 상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방사선학적 증거가 있다면 뿌리관 치
료 혹은 발치가 필요하다.  

• 방사선 사진 상에서 치근단 주위 병소의 증상이 없고 결손이 에나멜질 혹은 상아질에 한정된다면 날카로
운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복구하면 된다. 상아질 노출의 치료는 민감성을 낮추고, 감염의 경로를 차단하
고, 치아를 매끈하게 하며, 따라서 치주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상 권장된다(Theuns et al 2011). 

• 만성적인 마모는 삼차 혹은 회복적인(reparative) 상아질의 발생을 초래하여 치아 수질이 상아질 층에 
의해 계속 보호되도록 한다. 방사선 사진 상으로 건강하다면 이런 치아는 치료가 불필요하다.  

• 방사선 사진 상에서 직접 수질 노출, 치아 사망, 치근단 주위 염증 등의 증상이 있는 모든 치아는 전신적
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근단 주위 병소과 뒤이은 골수염 예방을 위해 발치 또는 뿌리관 
치료가 필요하다.  

o 직접적인 수질 노출이 있는 치아는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되어야 한다. 만약 치료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수술 전까지 통증 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는 항생제의 
사용은 지시되지 않는다(Niemiec BA 2012).  

중증의 치근단 주위 병변 혹은 뿌리 흡수를 동반한 치아는 아마 뿌리관 치료보다는 발치가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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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 치관 및/또는 뿌리의 파절은 개와 고양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 완벽한 근관 검사는 치료 전에 수질 노출을 확진/배제하고 치근단 주위 병소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치
아 탐색 및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다.  

• 만약 손상이 치근단 주위 염증의 방사선 사진 상의 증상이 없이 에나멜질 혹은 상아질에 국한된다면 날
카로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회복시키면 된다.  

• 방사선 사진 상에서 직접적인 수질 노출, 치아 사망/치근단 주위 염증의 증상이 있는 치아는 발치 또는 
뿌리관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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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의 치과 협회에서 사용되는 명칭 및 약어: 

Figures: 

약어 병소

T/FX/EI 에나멜질 균열 - 치아 구성 물질의 소실이 없는 에나멜질의 불완전 파절(갈라짐)

T/FX/EF 에나멜질 파절 - 에나멜질에 국한된 치관(crown) 구성 물질이 소실된 파절

T/FX/UCF 수질이 연루되지 않은 에나멜질과 상아질의 파절. 동물에서 치관 파절과 관련된 치아 조직
의 종류는 종에 따라 다양하고 에나멜질, 시멘트질, 상아질을 포함할 수 있다. 

T/FX/CCF 에나멜질, 상아질, 수질 노출을 수반한 파절

T/FX/UCRF 수질은 노출시키지 않고 에나멜질, 상아질, 시멘트질이 연루된 파절

T/FX/CCRF 에나멜질, 상아질, 시멘트질, 수질 노출을 수반한 파절

AB 비치과적 물체와 이빨의 접촉에 의한 치아 마모

AT 다른 치아와의 접촉에 의한 치아 마모

EH 에나멜질 저형성증/저석회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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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에나멜질 저형성증 

  
Figure 2. 에나멜질 저석회화증 

  
Figure 3. 교모 

  
Figure 4.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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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펜스 씹기”에 의한 오른쪽 송곳니들의 원위 측면의 침식.  

  
Figure 6. AVDC 치아 파절 분류. 

  
Figure 7. 에나멜질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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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에나멜질 균열. 

  
Figure 9. 에나멜질 파절 

  
Figure 10. 에나멜질 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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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단순 치관 파절 

  
Figure 12. 단순 치관 파절 

  
Figure 13. 단순 치관 뿌리 파절 

  
Figure 14. 단순 치관 뿌리 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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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뿌리 파절 

  
Figure 16. 뿌리 파절 

  
Figure 17. 복잡성 치관 파절 

  
Figure 18. 복잡성 치관 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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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복잡성 치관 뿌리 파절 

  
Figure 20. 복잡성 치관 뿌리 파절 

  
Figure 21. 내재적 착색 (사망) 치아 

  
Figure 22. 사망 상악 네 번째 작은어금니의 치근단 희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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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흡수 

치아 흡수(TR)는 치아의 경부 조직 손실로 정의된다. 치아 흡수는 생리학적(유치 뿌리의 흡수) 또는 병리학
적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지 병리학적 TR만을 다룬다.  

TR은 사람 치과(Heithersay GS, 2004)와 개(Arnbjerg 1996), 야생 고양이(Verstraete et al. 1996; 
Clarke and Cameron 1997), 친칠라(Crossley et al. 1997), 말(Henry et al 2016) 등의 다양한 종
에서 보고되어 왔다. 수의 치과에서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육 고양이에서 가장 중요하며 개에서도 점점 
알려지고 있다.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조합을 이용하여 임상적으로 건강한 228 마리의 고양이에서 TR 
발생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하악 세 번째 작은어금니(307,407)에 가장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의 고양이에서 
TR 발생의 형태는 대칭적이었다(Ingham KE et al. 2001). 

병인학 

흡수 진행은 꽤 잘 알려져 있지만(Okuda and Harvey 1992; Shigeyana et al. 1996) 대부분의 TR의 
병인학은 명확하지 않다. 치아 흡수는 전통적으로 현대 문명의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야생 고양이에(Berger 
et al. 1996; Levin 1996)서도 발생하며 그 이론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후기 중세 시대에도 발생된 적이 

있다.  

치아 흡수는 시멘트질 파괴세포(odontoclasts)가 활성화되는 능동적 과정 때문이다. 흡수는 진행성의 과정
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Type 1 병변이 있는 시멘트질-에나멜질 연접부(cemento-enamel 
junction)의 뿌리 표면 위에서 시작된다. 이 후 뿌리를 침범하고 뿌리 상아질 내에서 치관 상아질(coronal 
dentine)로 전파되고 에나멜질을 서서히 악화시킨다. 이 지지 조직의 소실은 에나멜질 붕괴 혹은 단절을 야
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지어 임상 증상(시작적 혹은 촉각적)이 아주 작을지라도 이미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를 나타낸다.(Fig. 1) 

치아 흡수는 특발성 및 염증성의 두 가지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Dupont G 2010, Niemiec BA 2008). 
모든 외상이 뿌리 표면의 흡수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손 중 일부는 회복되는 반면 다른 몇몇은 회복되
지 않는다. ‘특발성’ 고양이과(feline) 외부 뿌리 흡수의 가능성 있는 발생 병리학적(etiopathogenic) 모델
은 적절하게 회복되지 않은 치아 외상 부위가 상아질 노출 그리고 결국 유착(ankylosis) 및 대체 흡수
(replacement resorption)를 유발하는 것이다(Gorell et al. 2013). (Fig. 2)  

잇몸선(gum line) 아래의 흡수된 부위는 시멘트질 혹은 뼈와 유사한 물질로 대체된다. 질병 과정의 말기까
지 삼차 상아질의 발생은 흡수에 의해 수질이 노출되는 것을 저지한다. 잇몸선 위에서 작은 결손은 종종 극
도의 혈관 육아 조직에 의해 덮여지는데 이것은 노출된 상아질 세관(tubules)를 덮기 위한 신체의 시도

(attempt)이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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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징은 흡수 부위에 의존하여 나타난다: 내부 흡수는 근관계 내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수질염에 의한 것이다. 
외부 흡수는 뿌리 표면에서 기인하고 일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진행된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
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개와 특히 고양이에서 외부 흡수는 아주 흔하다.  

치아 흡수는 흡수의 정도(Stage 1-5) 및 방사선 사진 상의 흡수 형태(Types 1-3)에 따라 분류된다
(American Veterinary Dental College, 2017). 치아 흡수의 ADVC 분류는 치아 흡수가 진행성 질환이
라는 것을 가정한다.  

방사선 사진 상의 형태에 따른 흡수의 형태 

Type 1(T1): 방사선 사진 상에서 Type 1(T1) 흡수가 있는 치아는 정상 방사선 불투과성(radiopacity)
의 치아, 정상적인 치주 인대 공간, 근관계 내에 단발 혹은 다발성의 방사선 투과성(radiolucencies)이 존
재한다. 치아의 파괴는 있지만 대체(replacement)는 없다.  

Type 2(T2): 방사선 사진 상에서 Type 2(T2) 흡수가 있는 치아는 적어도 일부 부위에서 치주 인대 공간
의 좁아짐 혹은 소멸이 있고, 적어도 하나의 부분에서 방사선 불투과성이 감소한다. 대체 흡수의 증상이 있

다.  

Type 3(T3): 방사선 사진 상에서 Type 3(T3) 흡수가 있는 치아는 Type 1과 2 모두의 특징이 동일 치아
에 존재하고, 단발 혹은 다발성의 방사선 투과성이 있으며, 그 치아의 다른 부분에서 감소된 방사선 불투과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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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진 상의 형태에 따른 흡수의 단계 

  

Stage 1 (TR 1): 경미한 치아 경부 조직 소실 (시멘트질 또는 시멘트질과 에나멜질). 

Stage 2 (TR 2): 중등도의 치아 경부 조직 소실 (수질강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아질의 소실을 가진 시멘트
질 또는 시멘트질과 에나멜질). 

Stage 3 (TR 3): 심한 치아 경부 조직 소실 (수질강으로 확대된 상아질의 소실을 가진 시멘트질 또는 시멘
트질과 에나멜질); 치아의 대부분이 원래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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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 (TR 4): 광범위한 치아 경부 조직 소실 (수질강으로 확대된 상아질의 소실을 가지는 시멘트질 또
는 시멘트질과 에나멜질); 치아의 대부분이 원래 상태를 소실한다. 

- TR4a: 치관과 뿌리가 동등하게 영향을 받았다; 
- TR4b: 치관이 뿌리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 TR4c: 뿌리가 치관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Stage 5 (TR 5): 불규칙한 방사선 불투과성 때문에 잔존 치아의 경부 조직이 겨우 보이고 잇몸이 완벽하게 
덮고 있다.  

몇몇 type들과 stages들이 동일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Fig. 4 

임상적 중요성 

TR은 사육 고양이에서 매우 흔하다. 연구된 집단에 따라 20에서 75%의 성숙한 고양이에서 임상적 발생이 
보고되었다(Bellows J, 2009).  

사람 치과 문헌에서 질병의 진행이 치은 변연부 아래에 위치한다면 통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 되어

있다(Heithersay GS, 2004). 질병의 진행이 시멘트질-에나멜질 연접부에 도달하거나 에나멜질이 흡수 공
간 위로 붕괴될 때 Type 1 병변에서 감염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아질의 노출이 
발생된다. 초기 통증(상아질의 민감성)은 상아질 세관으로 모세 혈관 흐름의 변화 때문이다(수질 과민성의 
혈류역학 이론)(Barnstorm M,1986). 수질은 그리고 나서 세균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근관 감염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TR에 의한 상아질 노출은 아주 고통스러우며 국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임상 증상 

질병의 진행이 구강에 이르기 전까지, 임상적(육안적 또는 촉각적) 증상이 없을 것이다. 초기 임상적 단계에
서, 치은 변연부가 염증화되거나 경미한 에나멜질 및 상아질 결손이 고도의 혈관 조직에 의해 덮여질 것이
다. 진행성의 흡수와 함께, 치관의 부분적 혹은 심지어 완벽한 소실이 가능하다.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이차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Bellows J 2010, Furman RB Niemiec BA 
2013): 

- 행동 변화: 감소된 털고르기, 음식물 쪼아먹기 혹은 떨어뜨리기, 발로 입 문지르기, 숨기, 기면 
- 불편한 구강 증상: 입술 및/혹은 발의 끈적한 점액, 머리 흔들기, 바닥에 입 문지르기, 치아 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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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증상이 없다고해서 병변이나 통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Dupont G 2010, 
Holmstrolm SE et al 1998, Niemiec BA 2008). 이 질환이 발생된 거의 대다수의 고양이는 불편함의 
임상적 증상을 외부로 나타내지 않는다.   

검사 및 진단 

검사는 세 가지의 진단 양식에 기반한다 (Bellows J, 2009 Niemiec BA 2015):  

시각적 검사: 시각적 검사는 치관이 연루되었을 때 아주 후기 단계의 질병의 발견만을 가능하게 한다.  

촉각적 탐색: 각 치아의 전체적인 표면 특히 치은 변연부에서 치아 탐침을 이용하여 검사해야 한다. 아주 경
미한 거친면도 그러한 병변 혹은 치은 연하 치석의 명백한 증상이다. 만약 병인학적 의심이 있다면, 그 결손
은 스케일링 후에 재평가되어야 한다.  

치과 방사선 사진: 완벽한 단계 구분(staging)과 치료 계획을 위해 치과 방사선 사진은 필수이다. 치과 검사
를 위해 내원한 모든 고양이 환자의 전체 구강 방사선 사진 조사(full mouth radiograph study)가 강력히 
권장된다. 만약 보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하악 3 번째 작은어금니를 감시 치아로 방사선 촬영을 하

는 선택이 있다(Ingham KE et al. 2001)(상세한 정보를 위해 chapter 2c를 참고; 방사선학).  

감별 진단: 치아 흡수는 치아 파절, 침식 또는 치근 이개부 노출로 오인될 수 있다. TR과 이개부 노출의 감별
을 위해, TR은 거친 반면 이개부 노출은 일반적으로 부드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치료 선택 

치료의 목적은 환자를 위해 통증을 해소하고 감염을 조절하는 것이다. TR이 환자 자신의 세포들(시멘트질 
파괴세포)에 의해 야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손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는 임상적인 상황에 의존
할 것이다: 

감시 

만약 치아 흡수가 방사선 사진 상으로는 진단이 되지만 구강 내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임상적 그리고 방사선 
사진 감시가 지시된다. 감시 소환(monitoring recalls)은 외과적 중재술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발치 또는 치관 절단술이 고려되

어야 한다.  

발치 

가장 좋은 치료는 이환 치아의 발치이다. 모든 뿌리가 확실히 완전히 제거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방사
선 사진 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드릴 또는 버를 이용한 뿌리의 “분쇄”(뿌리 분쇄(root pulverization))는 
강력히 삼가된다(더 자세한 정보는 발치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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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 절단술 

뿌리가 뼈 조직에 의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Type 2 흡수에서는, 만약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지
라도, 발치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치관 절단술이 다음의 척도가 이행될 때만 지시될 수 있
다((DuPont, 1995): 

• 방사선 사진 상에서 근관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 

• 치과 방사선 사진 상에서 치주 인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 

• 근관(endodotic) 혹은 치주 병소의 임상적 혹은 방사선 사진 상의 징후가 없는 경우 

• 뒤쪽 구내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o 이런 경우에서, 뿌리는 가능한 많이 제거되어야 한다.  

치관 절단술은 봉투 모양의 잇몸 피판(envelope gingival flap)의 형성, 치과 버(bur)를 이용한 뼈 높이 
아래 1-2mm까지 모든 치아 구성 물질의 제거, 잇몸 봉합이 포함된다. Type 3 흡수에서는 type 2 뿌리는 
절단될 수 있고 type 1 뿌리는 발치되어야 한다(Fig. 5) 

핵심 사항: 

• 치아 흡수는 진행성의 과정이다.  

• 전형적인 임상 증상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은 통증이 있다.  

• 각기 다른 치료 요법이 권장되는 두 가지 형태의 치아 흡수 즉 type 1과 2이 있다.  

• 치료의 황금 표준(gold standard)은 발치이다.  

• 치관 절제술은 치과 방사선 사진 상에서 다음의 평가들이 나타날 때 지시된다: 
o 진행된 type 2 흡수 
o 치주 인대가 없는 경우 
o 근관계가 없는 경우 
o 치주 질환의 증거가 없는 경우 
o 근관 병소의 증거가 없는 경우 
o 뒤쪽 구내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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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Figure 1: 오른쪽 하악 P4(408)의 뒤쪽에서 type 2 흡수 병변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이의 오른쪽 하악 구
강 내 치과 방사선 사진(intraoral dental radiograph) (위). 구강 내 치아 사진은 작은 결손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2: Type 2 TR의 가능성 있는 병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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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왼쪽 하악 송곳니(304)의 뒤쪽 면에서 type 2 흡수 병변을 보여주는 고양이의 구강 내 치과 방
사선 사진(왼쪽) 및 사진(오른쪽). 

  

Figure 4: 첫 번째 큰어금니(409)의 뒤쪽 뿌리에서의 type 1 흡수 병변과 세 번째 작은어금니(407)의 뒤
쪽 뿌리에서 type 2 흡수 병변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이의 오른쪽 하악 구강 내 치과 방사선 사진. 

   

Figure 5: 네 번째 작은어금니(408)에서 type 3 흡수 병변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이의 왼쪽 하악의 구강 내 

치과 방사선 사진. 앞쪽 뿌리는 흡수가 되었지만 뒤쪽 뿌리는 그것의 정상 뿌리 구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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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안면 외상 

상악-안면 외상은 꽤 흔한 증상이며 연부 혹은 경부 조직(뼈와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악-안면 외상 
환자는 안면 부종 혹은 뒤틀림, 구강 출혈, 타액 분비, 그리고 비정상적인 입의 폐쇄의 증상이 존재하지만, 
환자들은 무증상 혹은 최소한의 임상 증상 을 나타낸다.  

수의사는 뇌 부종 및 기본적인 머리 구조의 보이지 않는 외상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또한 그 외상
이 심장 흉부 및/또는 복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의 최종 치료 전에 평가 및 치료되어야 한다.  

초기 검사는 열상(lacerations) 특히 입술 및/혹은 혀의 열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강은 다른 연부 
조직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타액의 존재와 풍부한 혈관 신생. 타액은 IgA, 정균 효소
(bacteriostatic enzymes) 그리고 세균을 씻어내는 물리적 정화 효과와 같은 감염에 대한 면역학적 장벽
을 제공한다. 이런 작용은 치유 과정을 돕고 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한다. 구강 내 높은 수준
의 혈관 신생은 치유를 돕고 괴사 조직 제거술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안면 외상의 성형적 복구(cosmetic repairs)는 보호자의 걱정 거리이다. 치유를 용이하게 하는 최고의 성
형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 해야한다. 안락과 기능이 재건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부 조직 외상 

외상에 의해 야기된 구강의 가장 흔한 연부 조직 손상은 다음과 같다: 

• 고속 외상(high speed traumas) 및 자동차 사고에 의한 탈피(degloving) 손상 특히 아랫 입술
(Figure 1). 

• 싸움에 의한 입술 열상(Figure 2) 

• 싸움, 자동차 사고, 혹은 전기 쇼크에 의한 혀의 열상/손상(Figure 3) 

• 치은 열상(Figure 4) 및 치주 외상 

• 고지 낙하 증후군(high rise syndrome)과 같은 경구개 병변(Figure 5) 

• 부식 물질 또는 전기 쇼크로부터의 연부 조직 외상(Figure 6) 

만약 환자가 안정 상태라면 회복 수술이 모든 구강 연부 조직 병변에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위 참고). 병
적/죽은 조직은 폐쇄 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폐쇄는 만약 추가적인 괴사가 예상된다면 지연될 수 있다(부식
성 혹은 전기 쇼크에 의한 손상)(Niemiec BA 2012). 그러나 훌륭한 혈관성 때문에, 중등도로 손상된 조직
은 유지될 수 있다.  하나의 중요한 고려 사항은 연부 조직 수술 중 부착 치은의 보존이다. 모든 치아는 가능
하다면 적어도 2mm의 잇몸으로 덮여야 한다; 그러나 치아는 더 적게 덮여도 건강할 수 있다(Niemiec BA 

2012; Takas VJ 1995; Lewis JR & Reiter AM 2005; Wolf HF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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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외상 접근 시 많은 적합한 봉합사들이 있다. 봉합은 2-3mm 간격으로 단순 단속 봉합되어야 한다
(Niemiec BA 2008) (Figure 6) 

흡수성의 꼬이지 않은 봉합사들이 바람직하고 swedged-on 역 절단 바늘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Harvey 
CE 2003). (장비 부분 참고).  

경부 조직 외상 

다양한 형태의 경부 조직 외상은 상악-안면 골절(Figure 7 및 8), TMJ 골절 및 탈구(Figure 9), 치아의 탈
구(Figure 10) 및 건열(avulsions)(Figure 11)을 포함한다(Taney KG & Smith MM 2010; Niemiec 
BA 2012, Verstraete 2012). 치아 또는 뼈의 손상 시 항상 철저한 구강 검사를 시행하라. 초기 검사는 의
식이 있는 동안 시도될 수 있지만, 전체 검사와 치과 방사선 사진은 전신 마취 하에서만 가능하다.  

상악-안면 골절 

안면 뼈 골절 시, 기초적인 정형외과 원리를 염두해야 한다. 그러나 상악-안면 골절과 장골(long bone) 골
절은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Verstraete FJ 2012). 이 중 두 가지는 해부학이다: 하악관 내 치아 뿌
리와 신경 혈관 구조. 이 두 구조들은 치료 도중 손상받으면 안된다(Figure 12). 다시 말해, 침습적 고정법

(핀 또는 플레이트)이 그 구조들 속으로 혹은 통하여 삽입될 수 없다. 따라서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핀 배치
의 위험성 때문에 상악-안면 골절에서 외부 고정은 강력하게 삼가되어야 한다(Gioso M et al 2001; 
Taney KG & Smith MM 2010)(Figure 13). 미니 뼈 플레이트(mini bone plates)는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외상을 일으키지 않게 나사를 배치하는 주의가 요구된다(Figure 14).  

사지 골절과 상악-안면 골절의 또 다른 잠재적인 차이점은 병적 골절의 공통성(commonality)이다. 병적 
골절은 종양성 혹은 낭성(Figure 15) 원인 때문에 발생되지만 명백히 대부분의 증례에서 진행된 치주 질환
에 속발적으로 발생한다. 이 골절은 이환된 부위의 뼈를 약화시키는 광범위한 치주 소실 때문에 전형적으로 
하악에서(특히 송곳니와 첫 번째 큰어금니 부위) 나타난다(Figures 16, 17)(Niemiec BA 2008). 이 상
태는 소형견의 치아가(특히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 대형견에 비해서 하악 대비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소형
견에서 더 흔하다(Figure 18)(Gioso MA et al 2000,). 따라서 소형견은 치아 뿌리에 아주 작은 양의 골 
근단을 가지며 이것은 치주골 소실이 발생했을 때 이 부위의 골절의 위험성 높인다. 진단은 오직 일반적으로 
치과 방사선 사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병적 골절(치주 질환 부분 참고)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후를 가진다(Taney KG & Smith MM 2010). 적절한 치유는 남아있는 뼈의 부재, 그 부위의 낮은 산소 
압력, 뒤쪽 하악의 견고한 안정화의 어려움 때문에 획득되기 힘들다(Niemiec BA 2008, Holmstrolm SE 
et al 1998). 고정을 위한 다양한 선택이 있지만 침습적 방법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고정의 방법

에 관계없이 치주 질병을 가진 뿌리는 치유를 위해 발치되어야 한다(Figures 19 and 20)(Niemiec BA 
2012, Taney KG & Smith MM 2010).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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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사선 장비는 구강-상악-안면 골절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CT 및/또는 치과 방사선 사진
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Niemiec BA 2011)(Figure 21). 하지
만, tier 1 및 일부 tier 2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허용이 고려된다. 치과 방사선 사진은 그것이 가능할 때 권
장되고, tier 3 국가에서는 최소 필수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Figure 22). 그러나 컴퓨터 단층 촬영 
(CT) 또는 콘 빔 CT(CBCT) 스캔이 상악-안면 골절의 진단 및 치료 계획에 이상적이다(Figure 23). 

치료 방법 

골절의 안정화를 위해 침습적(뼈 안으로 삽입) 및 비침습적(구강 내 스플린트, 테이프 입마개) 방법들이 있
다. 침습적 방법은 파편 간의(interfragmentary) 금속 결찰, (Figure 24) 외부 고정, 미니 플레이트 등을 
포함한다. 침습적 방법은 해부학 및 교합을 고려하여 주의깊게 선택된 경우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침습적 방법은 만약 생물학적 접합성(biocompatible) 플레이트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물의 
제거를 위한 차후 수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예, 티타늄)(Wiggs RB & Lobprise HB 1997; Taney KG 
& Smith MM 2010). 

비침습적 방법은 골절 고정을 치간(interdental) 혹은 환 하악골(circummandibular) 금속 결찰(Figure 

25) 및/혹은 아크릴 레진을 활용한다(Taney KG & Smith MM 2010; Niemiec BA 2003). 이 방법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배우기 쉽다. 비침습적 고정의 잠재적 단점은 턱의 관상면(coronal aspect)만 고정
되어 침습적 방법에 비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Verstraete et al (2015)를 참고하라.  

아주 단순한 응급(그리고 몇몇 경우에서 특히 미성숙 동물들에서 또한 최후의) 치료는 골절된 뼈를 지지하
기 위해 입마개(테이프 혹은 나일론) 또는 탄력성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치아 탈구/건열 

건열된 치아는 치조골로부터 외상적으로 뜯어진 것이다(Niemiec BA 2012, Taney KG & Smith MM 
2010). 탈구된 치아는 치조골로부터 부분적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착되어 있다. 치아는 뺨쪽 방향으로 
탈구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대개 뺨쪽 치조벽의 골절과 관련된다. 이것은 송곳니에서(특히 상악) 가장 흔하
게 발생하지만 앞니 또한 이환될 수 있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이것은 전형적으로 싸움 후
에 발생하지만 또한 심한 케이지 씹기 또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Gracias M & Orsini P 
1998; Spodkick GJ 1992). 치아 침입 손상(tooth intrusion injuries)은 가장 일반적으로 신경 혈관 구
조의 파열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임상 증상  

이런 환자는 주둥이의 종창 또는 결손 치아가 있을 것이다(Niemiec BA 2012). 구강 검사시 변위된 치아 

또는 비어있는 치조골을 볼 수 있다(Figure 27). 

진단  

-   -52



두개골 영상이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뿌리 파절(Figure 28a), 치주 질환(Figure 28b), 작은 부위의 결손
된 뼈 등과 같은 미미한 문제들을 진단하기에는 충분히 세밀하지 않다(Niemiec BA 2011). 따라서 치과 
방사선 사진 또는 CT가 고정 전에 권장된다(Niemiec BA 2012). 

가능하면, 이런 경우 대체 및 고정을 위해 가능한 빨리 수의 치과 전문의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스케줄이나 환자의 안정성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약간의 지연이 있겠지만 여전히 좋은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고정법은 일반적으로 8자 모양 금속 결찰 및 아크릴 스플린트이다(Figure 29)(Niemiec BA 
2012). 그러나 이런 치아는 혈액 공급의 중단에 속발한 사망때문에 뿌리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만약 
뿌리관 치료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면 발치가 선호된다. 발치는 탈구/건열 유치에서 항상 실시된다.  

핵심 사항 

• 풍부한 혈액 공급 때문에 구강 외상에서는 최소한의 괴사 조직 제거가 권장된다.   

• 비침습적 방법(아크릴 스플린트와 치아간 금속 결찰)이 구강 골절의 고정을 위해 선호된다.  

• 외부 고정은 권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절히 응용된 미니 플레이트는 지시될 수 있다.  

• 치과 방사선 사진은 구강 외상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병적 골절은 소형견에서 일반적이며 이것은 이런 견종들에서의 골절 관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감염된 치아는 파절된 곳으로부터 발치되어야 한다.  

• 대체된 건열 치아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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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종양 

종양은 “종창” 또는 비정상적 성장을 의미한다. 구강 내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어지며 치주 근원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진다. “치은종(epulis)”은 몇 십년 동안 양성 구강 성장의 설명으로 오용되었다. 실제로 치
은종은 악성 종양도 포함하는 잇몸으로부터 생겨난 비정상적 성장이다. 구강 종양은 개 종양의 7% 정도 그
리고 고양이 종양의 10% 정도로 파악된다.  

양성 종양 

양성 종양은 잇몸의 작은 종대부터 치아의 움직임과/또는 치아 흡수를 야기하는 국소적 증생 병소까지 다양
하다. 구강 종창은 아마 낭 또는 농양을 포함할 것이다. 치은 종대는 잇몸의 과성장 부위이지만 다른 구강 종
양들과 조직병리학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는 명백히 정상 잇몸 조직의 과성장인 잇몸의 과증식
에 의해 일반적으로 야기된다. 잇몸 과증식(GH, gingival hyperplasia)은 유전적 소인(예컨데, 복서)을 가
지거나, 특정 약물(예, cyclosporine, phenobarbital, calcium channel blockers)에 의해 야기되거나, 
치태에 의해 발생된 잇몸 염증에 기인할 수 있다. 만약 GH가 약물에 의해 야기된다면 약물의 중단으로 잇몸

을 종종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치태에 의해 유발된 GH는 치은 성형술과 치은 절제술에 
반응하며 매일 양치질과 효과적인 홈 치과 치료로 관리될 수 있다. 과성장의 유전적 발생이 확인되고 다른 
원인이 배제될 경우 잇몸 절제술이 최선의 치료이다. 그러나 언젠가 재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Force J 
Niemiec BA 2009, Niemiec BA 2012).  

말초 치원 섬유종 

말초 치원 섬유종(이전에 치주 인대 유래의 섬유종성 치은종(fibromatous epulis of periodontal 
ligamnet origin)이라 불렸다)은 개에서 아주 흔한 구강 종양이며 섬유화 또는 골화될 수 있다
(Chamberlain et al 2012, DeBowes 2010). 그것은 치주 인대로 부터 일어나고 국소의 단단한 종창을 
형성한다. 변연 절제술이 관리에 충분한 반면, 치아의 절제와 치주의 완벽한 괴사 조직 제거가 치유에 필수
적이다.  

치아종 

치아종은 불규칙한 형태로 자라는 정상적인 치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과오종, harmatomas)(Niemiec 
BA 2010). 복합 치아종(compound odontomas)은 많은 완벽한 치아와 유사한 구조를 포함하는 과오종
이다. 복잡 치아종(complex ondontomas)은 에나멜질, 상아질, 시멘트질 및 수질 등의 개별적인 치아 구
성 물질에서 기인한 구조들을 포함한다. 변연 절제술은 이런 병변의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골증대(bone 
augmentation)와 조심스런 폐쇄를 다루어야 하는 수술 도중 큰 공간(voids)를 만드는 것은 매우 흔한 일
이다. (Head KW 2008) 

구강 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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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낭종은 구강 내로의 분출이 실패하여 묻혀있거나 매복된 에나멜질 기관의 잔존물로부터 발생된 치아 
낭종(dentigerous cysts)을 포함한다(Verstraete FJR et al 2012, Head KW 2008). 낭종은 종종 특히 
단두종(brachiosephalic breeds)에서 매복된 하악 첫 번째 작은어금니와 종종 연관되어 있다(Niemiec 
BA 2010). 개에서 매복된 치아의 낭종 형성의 발생율은 29%(Babbit et al 2016)로 보고되었으며 따라
서 모든 “분실(missing)” 치아는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수적이다(Niemiec BA 2011).  

낭종의 범주는 방사선 사진 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소형부터 뼈 및/혹은 종종 앞쪽으로는 하악 P1부터 
뒤쪽으로는 P4까지의 작은어금니들 뿌리의 흡수를 일으키는 확장형까지 다양하다. 이런 낭종은 심지어 송
곳니 너머 앞쪽으로 확장되어 같은 쪽 몇 개의 앞니 주위의 뼈 흡수를 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낭종은 잇몸의 
종대가 변동적이어서 촉진이 가능하지만 치과 방사선 사진 상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 낭종은 일반적으로 방
사선 사진 상으로 진단될 수 있지만 조직병리학적으로(잔존 치아의 시멘트질-에나멜질 연접부와 연관된 상
피 세포 막의 존재) 확진되어야 한다.  

치료는 이환된 치아의 절제와 낭종의 상피 세포 막의 완벽한 괴사 조직 제거를 포함한다. 결과로 생기는 강

(cavity)은 혈액으로 채워지게 되고 잇몸 폐쇄 봉합은 턱뼈 내의 새로운 뼈의 발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혈액 응고가 뼈의 치유를 위한 모든 필수 산물을 공급하는 반면 더 큰 결손은 골증대로부터 이득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약 3개월에 새로운 뼈가 원래의 낭종 부위를 완벽하게 채운 것을 볼 수 있으며 치주 인대 공간
과 백선(lamina dura)은 이전의 골이 벗겨진 치아 뿌리 주위에서 명확할 것이다. 
  
극세포성 법랑 모세포종(가시세포성 사기질 모세포종, Acanthomatous ameloblastoma, AA) 

(개에서 또한 극세포성 치은종으로 알려진) 극세포성 법랑모세포종(AA)는 국소적으로 침습적이고 전형적
으로 치열의 이동을 야기하는 양성 종양이다(Chamberlain et al 2012, Head et al 2002). 말초형
(pehipheral type)은 뼈의 종대와 일부 치아의 이동을 야기하는 반면, 중심 병변(central lesion)은 턱뼈 
내의 낭성(cyst-like) 병변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발생은 종종 다육질의 형상(fleshy appearance)이며  
송곳니와 앞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대형견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병변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최소 5-10mm 여유를 가진 절제술에 의해 가장 잘 치료된다. 이런 종양은 또한 방사선 치료에 상당히 
민감하여 최대 90%의 치료율을 나타낸다(Thrall 1984, Theon 1997). 그러나 이 치료 방법은 심각한 부
작용(예컨데 악성 변형)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보류된다(Thrall 
1981). 마지막으로 병변부 내 블레오마이신(bleomycin) 투여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Kelly JM et al 2010, Yoshida K et al 1998). 

형질세포종 

이것은 위의 AA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흔하지 않는 구강 종양이다. 매우 국소적으로 악

성이지만(aggressive) 전이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5-10mm 여유를 가진 외과적 절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서 효과가 높은 치료법이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며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  

개의 전염성 생식기 종양(T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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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면 반면에, 이 종양은 또한 구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종양은 tier 3 국가에서
는 실제로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TVT가 유행하는 지리적인 지역(전형적으로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의 
구분 목록에 있어야만 한다(Ganguly B 2016, Lapa FAS 2012). 림프종과 다른 원형 세포 병소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조직병리학이 필요하다(Chikweto A 2013, Kabuusu RM 2010). 전형적인 치료는 빈크
리스틴(vincristine)의 정맥 내 투여이며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다(Das U, Das AK 2000, Scarpelli KC 
et al 2010). 그러나 또한 이 종양은 자기 제한적(self-limiting)이며 이 후 숙주(host)는 면역성을 가진다
(Welsh JS 2011).  

유두종증 

유두종은 구강 내 그리고 어린 동물의 입술에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기원이며 또한 특발성이
다. 일반적으로 자루모양(pedunculated)의 흰색, 회색, 또는 피부색의 덩어리이다. 단독성 혹은 다발성으
로 나타난다. 이런 병변이 대개 몇몇 경우에서 자기 제한적지만 병소들이 이차적으로 감염되고 식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SCC(squamous cell carcinoma, 편평 세포 암종)로의 악성 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진행된 증례에서 외과적 절제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함께 감소술(debulking)이 권장된다. 대
체 치료 방법에는 자가 생산 예방접종(autogenous vaccination) 및 외상성 분쇄(traumatic crushing)

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Niemiec BA 2010) 

호산구 육아종 복합체(Eosinophilic granuloma complex, ECG) 

이 병변은 고양이의 구강 내의 관련 종양의 그룹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설치류 궤양(rodent 
ulcers)”이라 불리는 윗 앞니 입술 및/또는 인중에서 발견되는 무통성 궤양(indolent ulcer) 변형이다. 선
형(linear) 육아종은 입 속에서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더 공격적인 형태라서 하악 골절 또는 구비강 누관
(oronasal fistulas)을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 분해성(collagenolytic) 육아종은 하악의 앞쪽 
부분 내의 단단한 종창이지만 비염증성 입술로 나타난다. 어린 암고양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 (Niemiec 
BA 201\5).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병변의 병인학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호산구의 국소적 축적과 과립 성분(granule 
contents)의 방출이 염증 반응과 속발성 괴사를 개시한다고 제안된다. 비록 이 병변이 알러지 질환이 배재
된 경우에서도 발견이 되지만; 이 축적은 흔히 국소(음식) 또는 전신적인 알러지에 의해 발생한다. 추가적으
로 제안된 원인 매개물은 자극(irritation), 유전적 소인(genetic predisposition), 곤충 물림(insect 
bites, 벼룩 또는 모기), 그리고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자가 알러지 자극(autoallergen stimuli)에 대한 
반응을 포함한다(Niemiec BA 2015).  

시베리안 허스키(Siberian Husky)와 카발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Cavalier King Charles Spaniels) 등
의 일부 개에서 많이 나타난다. 병변은 대개 경구개 점막 바로 뒤쪽의 연구개에서 나타난다. 그 병변은 궤양

성 중심부와 함께 융기된 가장자리를 가진다. 이환된 동물은 종종 식욕부진과 삼키기를 시도할 때 구역질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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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다른 구강 종양과의 구분을 위해 조직병리학이 항상 권장된다. 어떤 치료에서
든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가능한 내재적인 알러지 원인을 배재하는 것이다. 벼룩 치료, 식이 요법 시도, 알러
지 검사가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수의 피부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것이 권고된다. 만약 알러지 
원인이 발견된다면 치료는 이 문제를 제거하거나/치료하는 것이 지시되어야 한다. 특발성의 증례를 위한 내
과적 치료 요법에는 항생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 시클로스포린(cyclosporine)이 포함
된다.  

악성 종양 

병변이 구강 내 좀 더 뒤쪽에 위치하면 예후가 더 좋지 않다. 하악/상악의 앞쪽 부분 혹은 혀의 앞쪽 반쪽의 
병변은 훨씬 좋은 예후를 수반하고 확실한 여유(margins)를 가진 절제술이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다(Mc 
Entrée 2012, Dhaliwal RS 2012).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MM)(개에서 악성 구강 종양의 30-40%, 고양이에서는 드물다) 

이 종양은 개에서 (평균 12년령) 가장 호발하는 구강 종양이다. 이 병소는 종종 일반 구강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며 대개 진단 시점에서는 진행이 된 상태이다. 증상은 초기에는 부드럽지만 이 후 궤양성으로 되는 색

소 침착성 또는 색소 비침착성 병변으로 특징된다. 병소는 주로 고착성이며 일반적으로 골성 반응을 야기하
는 매우 국소적으로 악성이다. 고도로 색소 침착이 된 구강 조직을 가진 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Dhaliwal 
RS et al 1998).  

이 종양은 다양한 양의 색소 침착을 가지는 색소성 혹은 무색소성(색소침착이 없는)일 수 있다. 특별한 조직
화학 염색이 두 가지 형태의 종양의 진단을 위해 종종 필요하다(Ramos-Vara JA 2000). 종양은 국소적으
로 침습적이고, 국소 림프절(증례 중 70%) 및 폐(66%)로 전이된다. 따라서 만약 전이 전에 진단 및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후가 조심스럽거나 불량하다.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2-3cm 여유를 가진 일괄적 외과적 제거이다. 대체 치료 선택에는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흑색종 예방접종이 있다.(Dhaliwal RS 2012, Bergman PJ 2007, Bergman et al 2003, 
Bergman 2006).  

편평 세포 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SCC)(개에서 악성 종양의 24-30%; 고양이에서 64-75%) 

개에서(평균 8년령)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고양이에서(평균 12.5년령) 가장 흔한 구강 종양이다. 병변은 
편도성 혹은 비-편도성이며 또한 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들 병변은 궤양-증식성이며 턱뼈의 광범위
한 영역을 파괴할 수 있어서 치아를 파괴하고 때때로 하악 골절을 야기할 수 있다. 병변은 또한 혀 아래 혹은 
혀 등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Dhaliwal RS 2010, Niemiec BA 2016). 조골세포성 형태(osteoblastic 
forms)는 새로운 뼈의 형성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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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오염의 수준이 더 높은 대도시에 사는 동물에서 구강 SCC의 이환이 더 높다. 벼룩 목줄을 한 고양이 
또는 흡연 집안에 사는 고양이에서 구강 SCC의 위험이 더 높다(Bertone ER 2003).  

모든 구강 악성 종양과 같이, 선택된 치료는 넉넉히 넓은 절제술(참고문에서 따르면 1.5-3cm)이다. 가속 
방사선 프로토콜(accelerated radiation protocols)은 수술이 불가능한 편도성의/인두의 SCC를 가진 
개에서 효과적(그리고 몇몇 경우 치료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흔하지 않
다(Rejec et al 2015, Theon 1997). 고양이의 일반적인 SCC에서 방사선 요법에 반응하지는 않지만 화
학 요법과 병행한 연구에서 약간의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Fidel J et al 2011, Dhaliwal RS 2010, Rejec 
et al 2015). 방사성 홀륨(radioactive Holmium, 166Ho) 미립구의 종양 내 투여가 절제술의 효과를 증
가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van Nimwegan et al. 2017). 방사선 요법을 받고 있는 극세포성 법랑모
세포종(acanthomatous ameloblastoma) 환자에서 병변이 SCC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있다.  

섬유 육종(Fibrosarcoma, FSA)(개 구강 종양의 17-25%; 고양이의 12-22%) 

섬유 육종은 개에서 평균 8-9년령, 고양이에서 10년령에서 나타난다. 이 병변은 대개 구개에서 고착성이며; 

주위 조직에 비해 부드럽고 약간 더 창백하다. 대형견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특히 골든 리트
리버) 최초 진단 시기가 일반적으로 어리다(4-5년령).   

비록 선호되는 치료법은 외과적 절제술이지만 심지어 외과적 여유(margin)에 “종양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서도 재성장이 매우 흔하다. 섬유 육종은 조직학적으로는 낮은 등급이지만 임상적으로는 높은 등급으
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강 병변이 급속하게 종대되지만 현미경상으로는 더 양성으로 보인다(Ciekot PA et 
al 1994). 골든 리트리버는 이 종양의 이러한 특별한 증상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른 중재술이 필요하다. 이 종양의 이상적인 치료법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외과적 절제술 +/- 방사선 치
료, 방사선 치료 단독, 방사선 치료 +/- 국소적 고열을 포함한 다른 치료 방법들이 일부 개에서 생존 시간을 
연장시켰다(Ciekot PA et al 1994).  

림프 육종 
림프종은 구강 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구강 종양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종양은 골성 변화와 치아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편도성과 비편도성 형태가 있다. 상피 친화성 T-세포 림프종(epitheliotropic T-cell 
lymphomas, ETCL)은 소화관 종양의 구강 증상이며 치료에 극도로 저항적이다. ETCL 병변은 치주염과 
함께 만성 치은 구내염(gingivostomatitis)으로 나타난다. 병변은 점막-피부 연접부까지 확장될 수 있고 일
부 경우에서 병변은 혈액의 혈관외 울혈때문에 푸른색을 비친다(Niemiec 2015).  

골육종 

구강 골육종은 개에서는 드물고 고양이 구강 종양의 단지 2%만 차지한다(Heyman SJ et al 1992, 
Stebbins KE et al 1989). 개에서 골육종의 7%는 두개골과 관련이 있다. 병변은 골 파괴 또는 골 증식을 
야기하는 반면 일부는 방사선 사진에서 낭종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축상(axial) 골육종처럼 질병 후기에 
전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예후가 더 좋을 수 있다(Dickerson ME et al 2001). 넓은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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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2-3cm)은 일반적으로 치료적이긴 하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하악 절제술이 더 선호되는 치료법이다
(Dhaliwal RS 2010). 골육종은 사지 형태로 더 흔하기 때문에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 또한 이용될 수 있
다(Dickerson ME et al 2001).  

비만세포종 (MCT) 

구강 MCT는 구강 종양의 6%를 차지하고 암컷에 비해 수컷에서 2배 더 흔하다. 외과적 절제술 전에 폐 전
이가 배제되어야 한다. 3cm 여유를 가진 절제술이 권장되며 따라서 수술 전 재건술이 반드시 잘 계획되어야 
한다(Macey DW 1986). 수술에 대한 한 가지 잠재적 합병증은 비만 세포의 탈과립화로부터 방출된 히스
타민의 방출때문에 과민성 반응이 생길 수 있다. 히스타민 차단제(예,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수술 30에서 60분 전 1에서 2mg/kg 피하투여])의 수술 전 투여가 이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만세
포종은 고양이의 혀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혀의 변연부가 이환되는데, 이는 치태-반응성 
변연부 설염과 유사하다. 이런 경우에서는 절제술이 지시되지 않고 반드시 내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핵심 사항: 

• 구강은 종양의 매우 일반적인 부위이다.  

• 양성 및 악성 상태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이 필수적이다.  

• 개에서 가장 흔한 구강 악성 종양은 흑색종이며 다음으로 SCC이다.  

• 가장 흔한 고양이 구강 악성 종양은 SCC이며 다음으로 섬유 육종이다.  

•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는 가장 좋은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구강 검사가 필요하다.  

• 성장과 조직면의 형태에 기반하여 여유 가장 자리를 가진 외과적 절제술이 대부분의 구강 종양을 위한 
치료의 선택이다.  

• 화학 요법과 방사선 요법이 가능하다면 완화 또는 부가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 일부 경우에서 가속 방사선 프로토콜이 치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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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교합 

부정 교합은 해당 품종에서 표준 외의 모든 교합이다(Roux P 2010). 그것은 단순히 미용적이거나 교합성 
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합성 외상 환자에서는 상당한 통증 및 불괘감이 있고 만약 치료되지 않는다면 
구-비강 누관 형성, 치아 마모, 뒤따르는 파절, 치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턱의 길이(또는 골
격성) 부정 교합(각도 등급(angle class) II, III, IV)은 유전적 혹은 유전성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치아(비골
격성) 불일치(등급 I)는 비유전적으로 여겨지지만 유전적으로 간주되는 셰틀랜드 쉽독과 페르시안 고양이에
서 나타나는 상악 송곳니의 근심 교합(란스 효과)의 유명한 예외가 있다.  

Class I 부정 교합, 중심 교합(neutrocclusion) 

하나 이상의 치아가 치열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상 턱뼈의 길이의 교합(가위 교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비유전적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경우에서 유전적 소인을 나타내는 특정 종(위 참고)에서는 몇몇 증후군이 많
이 발생한다. 등급 I 부정 교합은 입술/뺨/혀의 압력(또는 그것의 부재), 심각한 전신적 혹은 내분비 문제때
문에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종양 또는 낭포 형성 혹은 치아의 탈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부의 상황에서 

변위(displacement)가 예전에는 유치의 잔존 때문이라 믿었다. 그러나 연구들은 유치 잔존은 부적절한 영
구치의 맹출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Hobson P 2005). 이 등급의 부정 교합은 하악 송곳니의 혀쪽 전
위, 상악 송곳니의 근심 전위(란스 치아), 전치부 반대 교합, 앞니의 치열 부정(malalignment)을 포함한다
(Startup S 2013, Thatcher G 2013, Martel D 2013). 

Class II 부정 교합, 하악 원심 교합(mandibular distocclusion) 

이것은 또한 오버샷 또는 하악 단소(mandibular brachygnathism)라 칭한다. 사람의 EH 각도 등급 체계
(EH Angle classification system)에서는 위쪽 큰어금니 뒤쪽에 아랫쪽 큰어금니가 위치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Niemiec BA 2010, Angle EH 1899). 이것은 병리학적으로 상악보다 하악이 더 짧은 턱뼈 길이
의 불일치이며 서로 맞닿은 상악 작은어금니 뒤쪽에 하악 작은어금니가 위치한다. 중요한 점은 하악 송곳니
가 구개, 잇몸, 및/또는 상악 송곳니에 전형적으로 심각한 교합 외상(occlusal trauma)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술이 거의 항상 필요하다(Storli SH 2013). 

Class III 부정 교합, 하악 근심 교합(mandibular mesiocclusion) 

이것은 또한 언더샷이라 불리며 전형적으로 상악이 정상보다 짧은 턱뼈 길이의 불일치다. 이 상태는 종종 머
리의 특별한 크기나 모양을 위한 계통 교배법에 의해 발생된다(Stockard CR 1941). 견종 간에 치아 크기 
뿐만 아니라 개의 상악 및 하악의 크기와 구조의 다양성, 교잡 조합의 다양성들이 또한 부정 교합을 발생시
키고 있다. 이런 발견의 추가적인 평가는 그 환자에서 나타나는 연골 형성 부전증의 정도에 따라 속발성으로 

부정 교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지지한다(Stockard CR 1941). 골 반흔 또는 성장판의 폐쇄
를 가지는 조기 외상 또한 이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단은 외상의 병력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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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는 흔하고 정상적인 반면 종종 통증을 수반한 잇몸과 치아 외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
정 교합에서처럼, 임상 증상을 보여주는 환자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부정 교합의 치료가 권장
된다(Yelland R 2013).  

Class IV 부정 교합(상하악 비대칭)(maxillomandibular asymmetry) 

이것은 하악의 정중선의 변위를 야기하는 한쪽 하악보다 다른쪽 하악이 더 짧은 턱뼈 길이 불일치이다. 전형
적 등급 IV 부정 교합은 하나의 하악이 상악보다 길고 다른쪽이 병리학적으로 짧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비대
칭은 세 방향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앞뒤쪽(rostrocaudal), 등배쪽(dorsoventral), 좌우쪽(side to 
side). 일반적으로 이 부정 교합은 구개 또는 잇몸(+/- 치아) 외상을 야기하며, 만약 발생한다면 치료가 권
장된다 (Hardy D 2013).  

부정 교합의 치료: 
부정 교합의 치료는 몇몇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Startup S 2013, Thatcher G 2013, Martel D 
2013, Yelland R 2013, Storli S 2013, Moore J 2013) 
1. 순전히 미용적 경우에는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다. 번식가/쇼 고객(show clients)들이 미용적 치료를 원

하는 경우가 꽤 흔하다;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인 이유로 AVDC, AKC 및 다른 기관들에 의해 강력하게 
저지되고 있다(Gawor J 2013).  

2. 외과적 치료 - 일반적으로 교합 외상을 야기하는 치아의 발치. 이것은 tier 1 & 2 국가에서 외상성 부정 
교합을 위한 선택 치료가 되어야 한다.  

3. 치열 교정술: 이것은 다양한 장비의 사용을 통해 부정 교합된 치아를 알맞은 혹은 비외상성의 위치로 이
동시키는 것이다.  

4. 치관 절제술과 근관 치료/복구 - 문제의 치아는 짧아지고 근관 치료(필수 수질 치료 또는 뿌리관 치료)
를 받거나 치아 성형술과 복구/충진제에 의해 치아 모양이 변형된다.   

후자의 두 가지는 고난도의 기법이고 수의 치과 전문의(그리고 잠재적으로 고급 훈련을 받은 수의사)에 의
해서만 시도되어야 한다.   

핵심 사항: 

• 수의 환자에서 부정 교합은 종종 심각한 사망률을 야기할 수 있는 외상을 초래하며 따라서 임상 증상의 
부재에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부정 교합은 유전적 요소를 가지며 종종 특정 특성을 위한 계통 교배법에 속발한다.  

• 만약 부정 교합이 명확하게 외상의 원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치열 교정

술에 의해 교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 외상성 부정 교합을 위한 몇몇 치료 선택들이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치가 가장 적당한 치료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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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치과 건강에 관한 동물 복지 문제 

서론 

수의 직업의 필수 핵심(veterinary profession’s core)에 다섯 가지 중심 동물 복지 신조(five central 
animal welfare tenets)가 있다: 동물은 자연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두려움, 고통 
및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살펴져야 한다(Brambell R, 1965). 동물은 대체 기제(coping 
mechanism)가 없기 때문에 자극과 생리적 어려움을 견뎌야 할 때 동물의 삶의 질에 관한 추가적인 우려가 
표현되어 왔다(Fraser et al, 1997). 양질의 규칙적인 치아 관리가 수의 환자에 있어서 최적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만약 치료받지 못한다면 구강 질환은 꾸준한(unrelenting)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심각한 국소 혹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Niemiec BA 2013, Niemiec BA 2008), 적절
한 생리학적 대체 기제의 부재로 인해 구강 및 안면 행동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Palmeira I et al 2017). 치료되지 않거나 과소 치료된 치과 질환은 환자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는 의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치과 질환은 흔하다 

역사적으로 반려동물은 어떠한 치과 치료도 필요 없다라는 일반적으로 생각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는 현재 치과 질환이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3살 이하의 80% 이상의 개와 
70% 이상의 고양이에서 치주염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Kortegaard et al, 2008). 더구나 10%의 개는 통
증이 있는 직접적인 수질 노출(복잡성 치관 파절이라 명명)을 가진 부러진 치아를 가지고 있고(Golden 
1982, Chidiac 2002) Bellows(2009)는 검사된 모집단에 따라 20-75%의 성숙 고양이가 임상적으로 
구강 흡수 병변에 이환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50%의 대형견이 통증성의 상아질 노출을 가진 작은 파절(비
복잡성 치관 파절이라 명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Hirvonen et al. 1992) (구강 병리학 부분 참
조). 따라서 명확히 대부분의 수의 환자들이 통증, 감염 혹은 모두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치과 질환은 통증과 고통을 야기한다 

사람에서 치과 통증이 극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다(Bender 2000; Hargreaves et al. 2004; 
Hasselgren 2000). 생산성 저하 수면 장애, 심각한 사회적 심리학적 영향과 치아 통증의 관계를 연결시키
는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Reisine et al, 1989; Anil et al, 2002, Heaivilin et al, 2011, Choi 
et al, 2015). 만약 사람과 동물의 통증 역치가 유사하다면(Bennett et al, 1988; Rollin B, 1998) 동물
들은 꽤 감정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치과 통증은 동등할 수 있다(Cohen AS & Brown DC 2002, 
Niemiec BA 2005, Holmstrolm SE et al 1998). 통증은 각 개체에게 독특한 경험이고 통증 특히 치과 

통증에서의 행동학적 표현은 보호자와 수의사가 놓칠 수 있다.  

연구 시설에서 책임있는 동물 사용을 위해 세계적으로 교육 기관의 동물 관리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더 엄
격해졌기 때문에 통증 연구가 드물어지고 있다(le Bars 2001). 그러나 사람 세계에서의 치과 통증을 위해 
비인간 영장류들이 훌륭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심한 고통의 사람 수질염에 관한 연구는 소형 설치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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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질의 통증에 기인한 명백하고 재현성이 있는 변화들은 감소된 체중 
증가, 증가된 식사 완료 시간, 떨림, 하품,  냉담함, 감소된 활동을 포함하지만(Chidiac 2002, Chudler et 
al. 2004) 수질성(pulpal) 및 비수질성(non-pulpal) 통증에서 행동학적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개와 고양
이도 이용되고 있다(le Bars, 2002; Rodan et al. 2016). 구강 통증을 이해하고 그것이 반려동물 종에서 
어떻게 가장 잘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강력하게 권고된다. 그러나 비록 동물의 통증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동물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항상 의심하는 통증을 해소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이 직업 내에 있다(WSAVA 2013).  

치료되지 않은 치과 질환은 구강 조직의 만성 염증 및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신체 영역과 마찬가지로 
검사되지 않은 감염은 의심이 된다면 적절한 치료가 없이 내버려 두기에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
태이다.  

치과 질환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통증을 평가하는 행동학적 스코어링 시스템이 다양한 시스템과 종(species)을 위해 존재하며 마취 영역에

서는 좀 더 심도있게 설명된다. 그러나 치과 통증 지표들은 종종 불분명하고 비특이적이다.  

치주 질환, 치아 및 턱뼈의 골절, 치아 흡수, 충치, 외상성 부정 교합, 고양이 구강-안면 통증 증후군, 일부 구
강 종양에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 환자들에서 통증을 야기하는 다양한 상태들이 있다. 만성적인 치과 통증으
로 인한 행동학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통증이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슬프게도 많은 개와 고양이들은 매일 견뎌야하는 고통을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하게 나타내지는 않는다(Merola et al. 2016). 통증이 행동적으로 인지될 때 발로 긁
기, 입의 변형, 식욕 감소와 같은 행동이 주로 나타난다(Rusbridge et al. 2015). 수의사로서 우리 환자를 
위해 진단하고, 치료하고, 통증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책임감이다. 치료없이 지속적인 통증
을 야기하는 치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심각한 동물 복지 문제이다. 이런 통증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런 상태를 치료하지 않는 복지 문제에 관해 보호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수의사로서의 의무이다.  

구강 통증의 행동적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쇠약과 극도의 치통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계속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다. 동물은 생존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존 본능은 통증
을 회피하는 욕구보다 더 강하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치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안
면 샘을 이용하여 표식하거나 환경을 탐색하는데 입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구강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동물들은 만성적인 불편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방해될지도 모른
다. 또한 보호자들은 그들의 반려동물이 통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보고한다
(McElhenny J, 2005). 행동적 변화 관찰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의계 혹은 보호자들은 동물이 내재적 통증을 
견딜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된다.  

구강 질환 및 불편함에 따른 행동적 변화를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행동학적 지침이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저
자들은 이것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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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과 감염이 스트레스의 생리학적 증상을 야기한다 

근관 질환 및 특히 치주 질환과 같은 감염성 원인은 환자들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세균성 질환의 부
담을 가져온다(Niemiec BA 2013, Niemiec BA 2008). 신체의 자연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검사되지 않은 통증 및 감염은 잠재적으로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room DM, 2006). 
단기적으로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다양한 신체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면역 기능 영향은 급성 스트레스성 백혈구상의 발달이 처음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백혈구 감
소증과 면역 억제성 염증 사이토카인의 만성 변화로 진행된다(Henkman et al, 2014). 사람과 쥐에서 만
성 스트레스 반응이 세균 감염 제거 능력 감소 및 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와의 연관이 있다는 몇몇 발표가 
있었다(Biondi et al, 1997; Karin et al, 2006; Kjank et al, 2006).  

대화를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수의사의 수준에서 현재의 구강 및 안면 행동과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에 대해 보호자와 단순한 질의 또는 토
의가 진행되고, 환자의 의료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일화적으로 대부분의 보호자와 많은 수의사들은 구강 

통증이 식욕을 감소시킨다는(그리고 따라서 그것의 부재시 변화를 잘못 보고하게 된다) 것을 감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수의사들이 구강 질환의 후유증으로서 인지될 수도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더 
보편적인 견해를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 (Table 1) (DeForge, DH) 

Table 1: 치과 통증과 연관된 관찰 가능한 변화들  
• 변화된 접촉 양상들: 반려동물과 보호자   

• 타액 과다  
• 공격성  
• 위축  
• 수면 양상의 장애  
• 털고르기 감소  
• 섭식 행동 변화  
• 음식 선호 변화 -  딱딱한 사료에서 부드러운 사료  
• 입으로 음식물 토스: 음식 전체를 삼기기  
• 편측성으로 씹기  
• 입술 쩝쩝거리기  
• 입 소리내기  
• 이 갈기: 특히 고양이에서  
• 입 밖으로 튀어나온 혀 
• 놀이 행동에서의 변화  
• 밥그릇 혹은 물그릇 내 혈액  
• 비강으로부터의 혈액성 분비물 
• 얼굴 문지르기 혹은 얼굴에 발 문지르기  
• 주둥이 주위 탈모  
• 고양이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볼 문지르기의 중단 
• 밥그릇 밖으로 떨어진 음식 - 저작을 주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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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할 때 수의사가 유도성(leading) 또는 종결된(closed ended)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관찰 혹은 관찰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어떠한 변화들을 평가하도록 흥미
를 끄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변화들의 추적 관찰 혹은 전문적 치과 치료가 완료된 후
에 보호자들이 인지한 어떤 추가적인 변화들이다. 치료 후 관찰된 개선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2주, 
8-10주째 추적 관찰이 권장된다.  

동물을 다루는 기술이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동물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환자들의 복지 요구가 시작된다. 치과 치료는 적절하게 훈련받은 수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핸들링은 항상 부드럽고 인도적이어야 한다. AAFP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검사와 마취제의 도입 동안 낮은 스트레스와 고양이 친화적 핸들링 기술이 권장된다(Rodan et 
al, 2011; Carney et al, 2012, Herron et al, 2014). 사람-동물 유대는 약하고 이 유대는 수의학적 과
정에서의 핸들링 중 경험한 두려움에 의해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Knesl et al, 2016). 우리 환자들의 치과 
질환에 몰두할 때 구강 검사 및 치과 치료와 관련된 수행 중 핸들링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관한 

교육과 헌신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도 확보(기관 내 삽관)와 전신 마취 하에서의 모든 구강 내 행위(전문적 치아 스케일링을 포함한)가 수행
되어야 한다. 마취 부분에서 참고된 것 처럼 모든 예방 조치, 안전 조치, 감시 규칙 및 표준이 적용된다
(Hyperlink to Anaesthesia).   

치료 후 과도한 통증 및 종창 예방을 위해 부드럽고, 효과적이고, 신중한 조직(tissue) 핸들링(최소화의 침
습적 외과술)이 권고된다. 뿐만 아니라 개구기의 적절한 선택 혹은 사용 회피는 모두 외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Hyperlink to Anaesthesia). 적절한 치과 치료로 부터 경험될 수 있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국소 
혹은 국부 마취 차단, 수술 전-후의 충분한 통증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마취 치과(NAD) 과정은 중대한 동물 복지 우려를 나타낸다 

범세계적으로 수의 단체들은 마취가 없는 치과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치과 치료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마취 없이는 도저히 병변을 평가하거나 중요한 치은 연하 치료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 미용적으로만 개선된 지속적인 감염, 염증, 통증이 있는 구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치
료 과정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고 종종 병변의 존재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중심에 있는 복지 혜택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 소
모적인 미용적인 치료 동안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불쾌감이 의학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으로부터 전적으로 피
할 수 없고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WSAVA)는 적절한 마취가 없는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오도할 수 있는 표준 이하의 치료 수준을 제공하는 수의 치과 임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치과 치료에 관한 교육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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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치과 치료는 예방적 건강 관리 계획의 필수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수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상당히 무시
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따로 더 완벽하게 명시된 것처럼(대학 부분 참고) 치과 질환의 진단, 치료 기
법 뿐만 아니라 구강 통증의 발견과 그 병소와 관련된 행동적 변화에 대한 교육 기회의 장려 및 교육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전세계의 수의학 교육 과정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의 개혁과 우선 순위가 없이는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향상된 치과 치료로부터 성취할 수 있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저해될 것이다.   

복지 지지자로서 수의 전문직이 반려동물을 위한 치과 치료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우
리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과 치료의 지지를 시작하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양질의 치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 복지의 5가지 신조를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용함으로써 
규칙적인 치과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감염을 처리하고, 통증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되돌리는 것을 
가능하게할 것이다. 구강 내 치료 과정을 권장하고 수행하는 동시에 이 목표를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유지하
는 것이 인도적인 수의학 임상에 필수적이다.  

핵심 사항 

• 현대 동물 복지 과학은 수의사가 두려움, 고통,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치료하길 바라고 동
물이 자연적인 행동을 표출하도록 도와준다. 

• 치과 질환은 반려동물이 직면한 가장 일반적인 질환이며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을 때 복지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  

• 치과 질환은 꾸준한 통증과 검사되지 않은 감염을 초래하고, 면역 및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각
한 국소 및 전신 질환을 야기하며, 자연적인 행동 표현을 방해한다.  

• 구강 통증에 기인한 행동적 변화는 불분명하고 비특이적일 수 있으며, 드물게 식욕 소실을 유발하며 치
과 치료 전-후에 보호자들과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  

• 치료 전-중-후 치과 환자를 위한 훌륭한 핸들링 기법을 교육 및 장려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
를 유지하고 통증 및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 WSAVA 치과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마취가 없는 치과(적절한 마취 혹은 진통이 없이 치과 치료를 수행
하는)는 부적절하고 심각한 복지 및 삶의 질 문제를 초래하는 표준 이하 수준의 치료를 제공한다고 생각
한다.  

• 수의사는 부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는 그들의 반려동물이 직면한 고통, 감염, 질병 위험성에 대한 복지 문
제에 대한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과 질환을 논의하고 환자들을 위한 우리의 지지를 향상시키

는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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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마취 및 통증 관리 

서론 

거의 대부분의 개와 고양이가 치과/구강 질환을 가지고 있다(Lund EM et al 1999, U of Minnesota 
1996). 이 질환은 종종 삶의 질(QoL), 영양학적 상태, 환자의 복지에 극한의 영향을 주는 심각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고통의 외부 임상 증상이 항상 관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조용히 고통을 겪는다(Niemiec BA 2012)(구강 병리 부분 참고). 
WSAVA 세계 통증 의회(WSAVA Global Pain Council)는 반려동물에서 통증의 예방, 평가, 치료에 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http://www.wsava.org/sites/default/files/jsap_0.pdf 
(Matthews K et al 2014)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WSAVA 치과 표준화, WSAVA 영양학 평가, 앞으로 
나올 WSAVA 복지 가이드라인 관한 추가 읽을 거리로서 이용되어야 한다(Freeman L et al 2011).  
구강 및 상악-안면 질환은 적절한 임상적 그리고 방사선 검사와 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 치아 스
케일링을 포함한 전문적 구강 관리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통증과 관련이 있다. 상급의 치주 치료, 발치, 뿌리
관 치료, 하악/상악 절제술 및 턱골절 정복술과 같은 구강 외과 수술 등과 같이 더 침습적인 치과 치료 과정

은 전형적으로 중등도에서 극심한 통증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마취와 효과적인 진통이 치과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 섹션은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구강/치과 질환을 가진 개, 고양이 환자를 위한 마취와 통증 관리에 대한 “모
범 규준”를 제시한다.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리뷰 논문이 다른 곳에서 발표된 적
이 있다(Woodward TM 2008, Beckman B 2013, de Vries M Putter G 2015).  

“마취가 없는” 혹은 “무마취 치과”(NAD) 과정에 대한 입장 

“마취가 없는” 혹은 NAD는 많은 비전문가와 판에 박힌 예방 치과를 하는 일부 수의사에 의해 옹호되어왔
다. 미국 수의 마취 및 통증 협회(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Anesthesia and Analgesia)는 미
국 동물 병원 협회(AAHA), 유럽 수의 치과회(EVDS), 미국 수의 치과 협회(AVDC)의 표준에 맞는 이 문
제에 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http://acvaa.org/docs/Anesthesia_Free_Dentistry.pdf). 유럽 수의 
치과회와 미국 동물병원 협회의 입장 성명은 “치주 탐침 검사,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과 스케일링, 발치와 
같은 과정들이 구강 검사에 의해 정당화될 때 그 과정들은 마취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https://www.avma.org/KB/Policies/Pages/AVMA-Position-on-Veterinary-Dentistry.aspx). 호
주 수의사 협회(Australian Veterinary Association)는 마취가 없는 치과를 복지의 문제로 입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마취가 없는 치과는 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부정적인 심리

적, 행동적 결과를 가진다. 또한 시술자에 대한 상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온전히 의식이 있는 동물에서 
전문적으로 세심하고 완벽한 치과 검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전신 마취가 개과 고양이에서 필요하다”  
(http://www.ava.com.au/node/85991). 

WSAVA 치과 표준화 위원회는 이런 관행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체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복
지 및 예방 영역에서도 논의된다. 마취 인식으로부터 일부 다른 이유가 아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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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혹은 심지어 경미하게 쇠약한 반려동물에서 마취의 위험은 훈련된 사람이 수행할 때 특히 낮으며 
마취를 피하는 것은 타당한 우려가 아니다.  

• 진정이 전신 마취보다 항상 더 안전한 것은 아니며 수의사/보호자가 항상 이 문제를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보정에 필요한 일부 진정제는 종종 특별한 경우에서 금기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
정 동안 심폐의 감시를 쉽게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 기도가 보호되지 않으면 구강 및 치과 과정은 진정된 동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혈액, 타액, 파편 흡입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 전신 마취는 기도의 보호, 적절한 환기, 심폐 기능의 충실한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마취 프로토콜은 사
례별로 조절될 수 있다.  

• 이 경우에서 진통은 대개 제공되지 않는다.  

• 목표는 동물과 보호자에게 훌륭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 직업으로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
다” 그리고 “마취가 없는 치과”는 이 개념의 일부가 아니다.  

환자 준비 및 평가 

적절한 핸들링 및 보정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진정을 쉽게 할 것이다. 대부분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행
동은 두려움, 걱정과 관련이 있다. 어려운 동물은 인내심과 온화한 접촉으로 다루어야 한다. 수술 전 고양이
를 그들의 이동장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 고양이 수의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Feline Practitioners, AAFP) 와 세계 고양이 수의사회(International Society of 
Feline Medicine, ISFM)가 고양이 친화적 핸들링 취급 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http://
icatcare.org/sites/default/files/PDF/ffhg-english.pdf)(Rodan I et al 2011). “목덜미 잡기”는 논
쟁의 여지가 있는 보정 방법이고 많은 동물병원에서 중지하였다.   

훌륭한 마취 관리가 훌륭한 계획의 첫 걸음이다. 적절한 마취 전 검사는 마취를 위한 동물의 적합성을 평가
하고 위험 요소의 평가를 제공한다.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장비/재료의 필요성을 결정할 것이다. 
수의 마취 협회(Association of Veterinary Anaesthetists)는 마취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
다(http://www.ava.eu.com/information/checklists). 이것은 환자의 정보, 병력, 인상서
(signalment), 수반된 질병 및 약물의 확인, 신체 검사, 수술 과정과 관련된 위험성, 절식, 위험 평가(Table 
1), 장비/재료의 설치/점검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에서 마취 관련 사망의 위험은 0.05% 에서 
0.3%이다(Brodbelt DC et al 2007, Brodbelt DC et al 2008, Matthews NS et al 2017). 마취 전 

평가 및 건강 상태 분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마취 위험 평가가 불량(ASA ≥ III)한 환자에서 발생률과 사망
률이 더 높다. 가능하다면 질병이 있는 개와 고양이는 개별적으로 전신 마취 투여 전에 수액 투여와 전해질 
및 산-염기 장애의 교정으로 안정화 되어야 한다.  

병력 및 신체 검사에서 비정상이 확인되고 환자에서 질병의 존재가 확인될 때 혈청 화학 검사 및 혈액학, 그

리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권장된다. 이것은 또한 환자가 “치료”와 전반적 건강 상태의 면밀한 검사를 받는 
특별한 기회의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혈청 화학 검사와 혈액 검사가 마취 프로토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드물 것이고 혈액 채취가 일부 환자에서 스트레스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Alef 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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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 중인 고양이에서 개구기 문제 

개구기는 고양이 마취 중 위험 요소로 그리고 구강 치료 과정 후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마취 후 시력 상실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de Miguel Garcia C et al 2013, Stiles J et al 2012). 개구기는 고양이에서 망막
과 뇌의 혈행/산소 처리를 제공하는 상악 동맥을 압박하는 상악과 하악의 치아에 반하는 지속적인 힘을 가한
다. 입의 과도한 열림은 하악의 관절 돌기의 안쪽면(medial aspect)과 고실의 앞바깥쪽(rostrolateral) 경
계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상악 동맥은 이 두 뼈 구조물 사이를 지나간다(Martin-Flores M et al 2014, 
Scrivani PV et al 2014, Barton-Lamb Al et al 2013). 이는 특히 스프링이 있는 개구기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한 크기의 플라스틱(예, 자른 주사기)과 같은 대체 방법이 고려되지만, 그 
방법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떼거나 제거해야 한다.  

마취 관리 

마취 프로토콜은 개별적인 필요성, 위험 평가, 공존하는 질환, 약물 사용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환자별로 맞
추어져야 한다. 전 마취의 목적은 마취 요구의 감소와 부드러운 마취 도입 및 회복을 제공하는 동안 불안제

거, 통증 완화, 근육 이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술에 반응하는 내분비 스트레스를 감
소하고 정맥 내 카테터 장착을 쉽게 할 수 있다.  

신경 이완성 진통제는 아편계 약물과 함께 진통제/신경 이완제의 배합이며 약물의 유효한 효과를 극대화하
는 반면 두 약물의 용량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정과 전 마취를 위한 프로토콜은 일반적
으로 아세프로마진(acepromazine), 덱스메데토미딘(dexmodetomidine) 또는 벤조디아제핀
(benzodiazepine) (예, 디아제팜(diazepam) 또는 미다졸람(midazolam)) 중 하나와 함께 아편계 약물
의 배합을 포함하지만 아편계 약물의 단독 혹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의 배합 투약이 종종 질병을 가지고 
있는 ASA III 또는 IV 환자에서 사용된다. 진정과 전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의 제시된 적응증, 장단점이 
Table 2에 설명되어 있다.  

마취 도입은 프로포폴(propofol), 알팍살론(alfaxalone), 티오펜탈(thiopental),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또는 케타민/디아제팜(ketamine/diazepam) 배합의 투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각 마취
제는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Table 3) 약물들은 심폐 억압을 최소하하며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휘
발성 마취제(예컨데 이소플루란과 세보플루란(isoflurane and sevoflurane))가 마취 유지를 위해 선호되
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농도의 휘발성 마취제는 쇠약한 환자들이 견딜 수 없을지 모르는 말초 혈관 확장을 
발생시키고, 심근 수축력 및 심박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균형 잡힌 마취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된 마취제 

농도로 저혈압은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다; 휘발성 마취제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훌륭한 혈역학 안정성 및 진
통을 제공하는 약물들(예컨데 아편성 약물 점적 또는 일회 주입). 이는 노령의 혹은 쇠약한 환자들이 연관된 
경우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집단은 생리학적 예비(physiological reserves)가 감소되어 있으며 마취 약물
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의 심각한 영향을 발생시킨다. 진정 및 전신 마취 중 눈
물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눈은 적어도 매 시간 윤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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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약물 이용 가능성 
휘발성 마취제는 항상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아편계 약물들은 수의사에게 엄격한 규정과 관
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최적의 마취/구강 치료가 주사 마취 프로토콜(예컨데 자일라진(xylazine), 케타민 및 디아제팜 배합, 그
리고 틸레타민-졸라제팜(tiletamine-zolazepam)과 관련된 프로토콜)의 사용으로도 여전히 가능하다. 

• 전신 마취는 기관 내 삽관이 요구된다.  

• 이상적으로 수액 치료/산소의 투여, 적절한 마취 및 체온 감시가 수행되어야 한다.   

• 국소 마취 차단이 광범위하게 유용하며 수술기(perioperative) 통증 관리에서 필수적이다(아래 참고). 

• NSAIDs 또한 이미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 수술 후 통증 및 염증을 조절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 주사용 트라마돌(tramadol)이 남미 및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가능하며 만약 아편계 약물이 가능하지 
않다면 효과적인 대체가 될 수 있다.  

삽관  
기관 내 삽관은 심지어 휘발성 마취제가 없거나 약물의 유용성이 제한적이더라도 치과 과정에서 필수적이
다.  

• 삽관에 사용되는 커프가 달린 기관 내 튜브는 기도 보호 및 보조적 환기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높은 
흡입의 위험성 때문에 구강 치료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 구강 인후부의 패킹이 권장된다.(예방 부분을 참조) 

• 기관 내 삽관은 전신 마취 중에 필요하고 수의사는 특히 고양이에서 커프의 과팽창을 피해야 하는데 왜
냐하면 특히 환자의 움직임 중 기관 손상/괴사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환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회전될 때 항상 호흡 회로(breathing circuit)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수액 처치 
정맥의 접근은 이상적으로 정맥 내 카테터를 이용한 최고급 치료의 일부분으로 모든 환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수술기 동안 수액, 응급 약물, 항생제, 진통제 및 마취제의 투여를 가능하게 한다.   

• 수액 처치는 계속되는 소실을 보상하고, 탈수와 저혈량증을 예방 및 치료하며, 전해질을 제공한다.  

• 대부분의 마취 약물은 어느 정도의 심혈관 억압을 야기하고 균형적인 정질(crystalloid) 용액의 투입은 
마취 중 수화 상태와 조직 관류를 최적화할 것이다.   

• 선택은 환자의 요구와 필요에 기초로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액체 소실이 더 적기 때문
에 외과적 정질 용액 속도(5 mL/kg/hour)보다 더 낮은 속도(2-3 mL/kg/hour)가 구강 수술 중인 마
취 환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 개와 고양이에서 특히 치료 과정이 길어지고 침습적인 특성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수액의 과부하는 위험
하다. 만약 동반된 심질환이 없는 저혈량증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더 높은 속도의 수액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 진행된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적절한 수화를 유도하는 수술기 수액의 투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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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마취 감시는 발생률 및 사망률의 감소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대부분의 마취사가 개와 고양이가 면밀하게 
감시되지 않거나 종종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의사는 수술기의 사고사에 대해 “마취” 그 자
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간단한 말초 맥박 촉진과 맥박 산소 측정은 고양에서 마취 관련 사망의 위험
을 80%까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Brodbelt et al 2007). 

• 맥박 산소 측정은 탐촉자가 쉽게 이탈될 수 있어서 구강 치료 수행을 중 마취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지
만 귀나 발다박에 설치할 수 있다.  

• 평균 혈압 감시는 적절한 조직 관류를 위해 70mmHg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에서 특히 중요하다. 도플러 초음파는 수축기 혈압 측정에 이용될 수 있다.  

• 호흡수의 감시가 “호흡 기능의 질”(크기, 가스 교환, 대사, 마취 호흡계로부터의 분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은 이상적으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capnography)를 이용하여 
감시되어야 한다.  

• 체온은  37에서 38°C (98.6 - 100.4°F) 사이에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시되어
야 한다(Stepaniuk K Brock N 2008). 저체온증의 예방은 차가운 표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발열 패
드, 능동적인 발열 기구 및 담요의 사용, 따뜻한 환경에서 작업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사지 말단 주위의 
버블 플라스틱 랩 또한 저체온증의 예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이 재료는 싸고 전세계적으로 이용가능
하다.  

장비  
전신 마취 전에 마취 기계, 호흡계 및 기관 내 튜브를 포함한 마취 장비를 검사해야 한다. 장비들은 깨끗하고 
훌륭한 사용 상태여야 하며 규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마취-관련 사망 고위험군의 개와 고양이(예, ASA III 또는 이상)는 가능하다면 수의 마취의 고등 
훈련을 받은 수의사에게 위탁해야 한다(예, 일부 국가는 미국 또는 유럽 수의 마취 및 진통 학회에 의해 엄격
한 훈련을 받은 협회 자격증이 있는 수의사들이 있다).  

통증 관리 

일반적인 고려 사항 

통증 관리는 윤리 및 복지 관점에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기관(organ) 기능을 복구하고, 퇴원을 단축시키
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 전략으로서 중요하다. 국제 통증 연구를 위한 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는 사람 치과에서 통증에 대한 초보자 수준의 교육 과정의 윤
곽을 발표했다(http://www.iasp-pain.org/Education/CurriculumDetail.aspx?ItemNumber=763). 
수의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수의학에서 비슷한 윤곽을 개정 및 적용하였다. 수의 치과에서 수의사는 통증 
관리의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논문 및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구강-안면 통
증을 치료해야 한다. 구강 및 상악-안면 질환에서의 통증 관리 원칙들이 아래에 나와있다:  

• 통증은 네 번째 중요 평가로 여겨지고 통증의 평가 및 치료는 각 환자의 “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수술기 동안 그리고 퇴원 후 수일에서 일주일 동안의 진통 계획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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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 프로토콜은 사례별로 만들어져야 하고 용량법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치과 환자는 다양한 
수준의 통증을 가지며 효과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 통증 관리는 예방적 그리고 다양한 진통적 접근을 가지고 항상 최고로 다루어지며 종종 환자가 명백한 
통증의 증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구강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더욱 더 중요할 것이다(Box 1).  

• “기본적인” 진통 프로토콜은 금기 사항이 없다면 아편계 약물의 투여, 국소 마취 차단,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포함한다(Mathews et al. 2014 for drugs, doses and indications 참고). 

• 각 종류의 진통제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 보조적인 진통제의 투여는 중등도 및 심한 통증의 경우 그리고 퇴원 환자를 위해서 권장된다. 예컨데 빈
번한 평가와 아편계 및 케타민의 점적 투여 치료가 요구되는 침습적 외과 치료를 위해 환자의 입원이 권
장된다.   

통증 평가 
구강 질환을 가진 환장의 통증 평가를 위한 특별한 장비/기구들이 아직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가 개
와 고양이에서 통증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하나의 기구가 현재 연구 중이고 특히 만성 감염 혹은 외상이 존
재하는 대다수의 동물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ella et al 2016). 구
강 질환 및 연관된 통증은 삶의 질과 영양학적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의 문제이다(Box 2). 
최근 한 연구에서 치과 질환이 고양이의 통증과 관계가 있었다(Palmeira et al 2017).  

일반적으로 구강 질환과 관련된 통증은 구강 치료 후 개선될 수 있는 특이적 혹은 비특이적인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치과 통증의 증상은 타액 과다, 구취, 감소된 식욕, 얼굴 문지르기 혹은 발로 문지르기, 태도 
변화,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꺼리는 것을 포함한다. 통증 인지 및 평가는 개와 고양이에서 글라스고 통증 채
점(Glasgow pain scoring) 수단을 이용해 수행될 수 있다(Reid et al 2017). 이 수단들은 특별히 구강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그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내과/외과적 질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수술기 통증 관리 

BOX 1 : 

예방적인 진통제는 수술 후 통증을 다루고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수술기 중재법 및 노력을 말한다. 진통제의 
투여는 어느 때나 수행되고 이질통(allodynia)과 중추 신경 민감화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기 동안 다양하게 수행된
다. 다양식의(Multimodal) 진통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진통제의 투여이다. 이 약물의 조합은 최
소의 부작용을 가지는 더 적은 양의 각 종류의 진통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BOX 2 : 

예컨데 구강 질환 치료 후 증가된 체중 및 활동성, 더 훌륭한 수면 양상/삶의 질을 관찰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 일부 
동물은 치료 이전 보다 치료 후에 더 상냥해지는데 이것은 통증과 염증의 잠재적인 감정적 및 정서적 요소들을 보여
준다. 진통 관리는 통증과 고통을 감소시키며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다(복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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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계 약물은 급성 통증 관리에서 치료의 첫 번째 라인이며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리뷰되었다(Simon BT 
Steagall PV 2016, Bortolami E, Love EJ 2015).  
• 그것은 (약물과 환자의 건강 상태에 의존하여) 다양한 수준의 진정을 유발하고, (개에서) 농도-의존적으
로 마취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가역성의 혜택(benefit of reversibility)을 가진다. 

• 아편계 약물은 수용체 친화성, 효능, 유효성, 각 반응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 이 토론은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넘지만 많은 완전 아편계 작용약(full opioids agonists)(예컨데 몰핀
(morphine), 하이드로몰폰(hydromorphone), 메타돈(methadone), 펜타닐(fentanyl), 레미펜타
닐(remifentanil))은 용량 의존성 진통 효과를 제공하고, 전신 혈관 저항 또는 심근 수축력의 변화없이 
서맥을 유도하고, 혈역학적 안정화를 제공하는 미주 신경 긴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 뷰프레놀핀(Buprenorphine)은 뮤-아편계 수용체(μ-opioid receptors)의 부분 작용약이며, 고양이
에서의 사용이 리뷰되었다(Steagall PV et al 2014). 뷰프레놀핀과 메타돈 둘 다 고양이에서 구강 점
막을 통해 투여 가능하며 유의한 진통 효과를 제공한다. 이것은 치과 환자에서 흥미롭지만 보호자에 의
해 투여되는 이런 약물의 처방에 대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염증이 구강 점막 pH와 아편계 약

물의 흡수 및 진정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대다수의 구강 및 상악-안면 질환과 치료 요법은 염증과 조직 손상/외상을 수반한다. 이런 증례에서 NSAIDs
의 투여가 강력히 권장되며 수의사는 그들 국가에서 인증된 용량법을 숙지해야 한다.  

• 만약 금기 사항이 없다면  NSAIDs 치료는 구강 질환/치료 과정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투여된다.  

• NSAIDs는 또한 고양이에서 며칠 동안 투여될 수 있다. 이것은 고양이 만성 치은구내염(feline 
chronic gingivostomatitis)에 기인한 전발치(full-mouth extractions)와 같이 중대한 구강 수술 후 
특히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고양이에서 일부 NSAIDs의 장기간의 투여가 허가되어있고, 이런 환자를 위
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 상악-안면 외상, 침습적이고 복잡한 치료(예컨데 상악 절제술 및 하악 절제술)는 몸시 심한 고통을 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술 직후 기간(24-48시간)동안 균형적인 마취/다양한 진통제(아편계, 리도카인 및 
케타민과 같은 진통제 주사의 전신 투여)와 NSAIDs와 조합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된다.  

• 진통제의 주사는 중증의 외상이나 개구 장애(trismus)(저작근의 근육염), 이외의 상태들 때문에 진통제
의 구강 투여가 선택되지 못할 때 특히 중요하다.  

• “집에 가져가는” 진통제 처방은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 NSAIDs는 이상적으로 트라마돌, 아미트리프틸린(amitriptyline), 가바펜틴(gabapentin) 및/혹은 아
만타딘(amantadine)과 같은 보조적인 구강 진통제와 조합된다.  

구강의 국소 마취 기법 

국소 마취 약물은 나트륨/칼륨 경로와 통각 입력 전달의 가역적 차단을 발생시킨다. 국소 마취 기법은 수술
기 (그리고 수술 후 즉시) 진통을 제공하고 비용대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휘발성 마취제의 필요성을 감소시
킨다(Snyder CJ Snyder LB 2013, Aguiar J et al 2015, Gross ME et al 1997, Gross ME 2000). 
뿐만 아니라 초기 수술적 외상을 둔하게 하고 회복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 차단은 최소한의 훈련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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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를 포함한 다양한 치과 치료 또는 상악 절제술, 하악 절제술, 다른 치료와 같은 많은 구강 수술에서 사용
될 수 있다. 일부 고려 사항들이 아래에 나와있다: 

• 불행하게도 국소 마취 기법은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수의학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 WSAVA 치과 
표준화 위원회는 진통제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수술기 통증 관리를 위해 이 기법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
게 제안한다.  

• 이런 약물은 즉시 사용 가능하며 구강 상악-안면 질환을 가진 환자의 마취 관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해부학적 차이 때문에 개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고양이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
다.  

• 다양한 국소-국부(loco-regional) 마취 기법을 묘사한 설명과 도표가 통증의 인지, 평가, 관리에 관한 
WSAVA 가이드라인에서 설명되어 있다(Mathews K et al 2014).   

• 이 기법은 몬트리올대학 수의학과의 유투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링크 아래에 제공).  

재료: 
구강의 국소-국부 마취 기법은 일회용 1mL 주사기, 25-30mm 27G 또는 25G 바늘과 같은 단순하고 저
비용의 재료가 필요하다. 큰 바늘은 신경과 혈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는 반면 작은 
주사기는 주입 시 과도한 압력을 유발하고 국소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약물  
Table 4는 국소 마취제의 일반적인 용량과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Table 4). 레보뷰피바카인
(levobupivacaine) 또는 뷰피바카인은 연장된 작용 기간 때문에 구강 국소마취 기법에서 리도카인보다 더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구강과 특히 혀는 치료의 종결 후/기관 튜브를 제거 후에도 여전히 마취가 되어
있는 경우 자가-절단이 일화적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혀 및 턱목뿔(mylohyoid) 신경의 마취는 아마 하악 
신경 차단 중에 일어날 것이고 혀의 앞쪽 3분의 2의 무감각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 견해는 국소 마취의 사용
으로 수술 중 그리고 초기 수술 후 탁월한 진통을 가지며 반면 수술 후 통증 경감은 아편계 약물, NSAIDs  , 
보조적인 진통제의 투여로 획득된다는 것이다. 일부 수의사는 구강 차단을 위한 국소 마취제와 뷰프레놀핀
(0.003-0.005 mg/kg)과 같은 아편계 약물을 조합한다. 사람에서 뷰프레놀핀의 투여가 작은 구강 수술 후 
뷰피바카인의 효과를 향상 및 연장한다(Modi M et al 2009). 개에서 뷰피바카인 단독 혹은 뷰프레놀핀과
의 조합이 이소플루란의 필요성을 약 20%까지 감소시켰다. 뷰프레놀핀의 추가는 신경 차단 기간을 연장시
키지 않았지만 일부 개체에서 장기간 이소플루란 절약 효과를 발생시켰다(Snyder LB et al 2016).  

국소 마취제의 혼합 
역사적으로, 2% 리도카인과 0.5% 뷰피바카인은 뷰피바카인의 작용 시작을 감소시키는 반면 리도카인의 작
용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혼합되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서로 다른 pKa, 단백질 결합 %를 가지며 
이 조합이 뷰피바카인 단독 사용보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없다.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고 작용 기간이 실제로 
감소되었다(Shama T et al 2002).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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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법을 위해 소량의 국소 마취제가 요구된다. 만약 필요한 모든 치과 차단을 고려하여 독성 용량이 계산
되는 한 일반적으로 고양이에서 0.1-0.2mL 개에서 0.2-1mL까지 리도카인 혹은 뷰피바카인의 용량이 다
양하다(아래 참고). 구강은 다양한 뇌신경 가지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차단이 실패되는 것은 드물지 
않다(Krug W Losey J 2011). 수의사가 만약 독성 용량(아래 합병증을 참고)을 고려한다면 반복 가능한 
기법의 조합을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진통 기법들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골 내 또는 인대 내 마취는 다른 
기법이 실패했을 때 선택될 수 있지만 이 차단은 주사 시 내재적 통증을 유발한다.  

합병증 예방 
국소 마취 차단의 투여 전 합병증 예방을 위한 몇몇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 독성 용량 계산 - 투여 용량법과 투여 간격이 적절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때 국소 마취제의 독성이 발생
할 수 있다.  

• 10mg/kg(개)과 5mg/kg(고양이) 이상의 리도카인, 그리고 2mg/kg(두 종에서 모두) 이상의 뷰피바
카인은 개와 고양이에서 발작, 심폐 억압, 혼수, 사망과 같은 독성 임상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Chadwick 1985, Feldman et al 1989, Feldman et al 1991, Woodward TM 2008).  
• 고양이에서 기관 내 삽관을 위한 리도카인 분사의 투여가 용량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한다.   

• 혈액의 음압 흡인 - 수의사는 심장 독성 측면 때문에 뷰피바카인 투여 시 우발적인 정맥 내 투여를 예방
하기 위해 약물 투여 전에 항상 혈액의 음압 흡인 검사를 해야한다(Aprea F et al 2011). 만약 뷰피바
카인이 정맥 내로 투여되면 심실 조기 수축과 같은 부정맥이 관찰될 것이다.  

• 리도카인의 정맥 내 투여는 문제가 아니지만 차단이 효과적이지 않고 혈종/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Loughran CM et al 2016). 혈종은 국소 마취 투여 후 30-60초 동안 지압을 이용하여 가장 잘 예방
할 수 있다.  

• 투여에 대한 저항성 - 투여에 대한 저항성이 신경 바늘 침투와 신경 손상의 위험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
에 만약 저항이 발생한다면 국소 차단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바늘을 빼거나 다시 적용해야 
한다.  

드물지만 국소 마취 차단 후 구강의 합병증이 보고되고 있고 아주 가끔 안구 적출이 필요한 안구의 관통을 
포함한다(Perry R et al 2015). 안구 관통은 또한 발치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고 따라서 마취제의 투여
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Smith MM et al 2003, Guerreiro CE et al 2014). 수의사는 이 기법의 사용
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기법은 적절한 표지점(landmarks)을 이용해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한
다. 국소 차단은 농양 혹은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 혹은 종양 세포 파종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야 한다.  

염증과 국소 마취 차단의 실패  

국소 마취제는 pKa가 7.5와 9 사이이며 염산염(pH 3.5-5.0)의 산성 용액으로 만들어진다. 이 제제는 이
온화 형태의 망상 퍼짐(net prevalence)을 제공하고 따라서 수용성이다. 국소 마취 용액이 생리학적으로 
pH 7.4인 신체 조직으로 주입될 때, 비이온화된 지용성 형태가 만연될 것이다. 이것은 비이온화 형태가 생
물학적 막을 통과 하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에 있어서 중요하다. 염증성 조직에서는 이온화된 형태가 만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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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은 왜 국소 마취제가 그런 상태에서(산성 pH와 염증) 비효과적일 수 있는지 설명이 된다. 국소 마취 
차단의 투여는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염증성 부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하치조 신경 차단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은 그 차단이 염증 부위로부터 근위(거리)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원위의 
염증성 치아의 마취를 일으킬 수 있다. 

특수 기법들 

1) 하치조 신경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2q8ndh5Bn6U) 

치아, 아랫입술, 혀의 일부, 경구개, 연구개를 포함한 하악골의 감각 및 운동 신경 지배의 마취. 이 구멍은 아
마 고양이에서 촉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단은 여전히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고양이는 개에서 쉽
게 위치가 파악될 수 있는 하악골 몸의 배쪽 가장자리의 오목함이 없다.  

2) 구개 신경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xsDqqGRrjI) 

구개 신경과 구개의 마취 

3) 안와 아래 신경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H3L1LHBcM-g) 

구강 내의 피부와 연부 조직, 비강의 등쪽 부분, 안와 아래 구멍 앞쪽의 상악골, 앞니의 마취. 같은 쪽의 송곳
니의 무감각화를 위해서 상악 신경 차단이 더 선호되며 더 지속적인 차단을 발생시킨다. 안와 아래 구멍이 
안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뼈 능선(bony ridge)은 고양이에서 쉽게 만져질 수 
있다. 안와 아래 관은 정상 및 장두종의 개에 비해 고양이와 단두종의 개에서 훨씬 더 짧다. 그것은 길이가 
단 몇 mm이다. 안구 관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늘은 배쪽으로 주입되고 대략 2mm 정도만 전진되어야 한
다.  

4) 중간 이 신경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r9j06VVGvMw) 

앞쪽 아랫입술 및 같은 쪽 앞니 뼈/치아를 포함한 하악쪽의 마취. 고양이와 소형견에서는, 구멍이 작으며 신
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5) 상악 신경 차단 (https://www.youtube.com/watch?v=1AYNmsyzCv0) 
같은 쪽 상악, 치아, 구개, 코의 피부, 뺨 및 윗입술의 마취. 상악 신경의 또 다른 접근이 설명된 적이 있다. 
안와 아래 접근을 이용하여 카테터(탐침이 없는)의 끝이 안와 아래 관과 평행한 가상의 선과 그것에 직각으
로 그려진 외안각 절개(참고)지점까지 전진된다. 윗입술이 거상되면 안와 아래 구멍이 위치한다 (대략 3번
째 작은 어금니 등쪽으로). 카테터는 약 2-4mm정도 구멍 속으로 전진되고 카테터의 크기는 수의사에 의해 
미리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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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Table 1 - ASA 신체 상태 분류 체계(허가 받음). (ASA House of delegates, 2014)  

*각 등급은 응급 수술을 나타내는 “E”를 포함하여 추후 세분되며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ASA 분류* 정의

ASA I  
ASA II  
ASA III  
ASA IV  
ASA V 

정상적으로 건강한 환자 
경미한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중증의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생명에 지속적 위협이 있는 중증의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수술이 없이는 생존이 예상되지 않는 빈사 상태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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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개와 고양이*에서 진정, 전 마취 및 화학적 보정에 이용되는 약물 
 

*더 낮은 용량은 정맥 내 투여가 선택될 때 사용될 수 있다.  

**치과에서만 사용 

† 어린, 건강한 환자에서 벤조디아제핀계의 투여 후 일반적으로 역설적 진정(paradoxal sedation)이 관
찰된다.  

약물 용량 용법** 주석

아세프로마진
(Acepromazine) 0.01-0.05 mg/kg IM, IV, SC

고양이에서 경미한 진정 효과. 

고용량이 필수적으로 효과를 배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작용 기간은 증가될 수도 있다.

디아제팜 
(Diazepam)† 0.2-0.5 mg/kg IV

근육 내 투여 후 불량한 흡수. 

일반적으로 마취 도입 시 케타민이나 프로포폴과의 
조합으로 사용된다.

미다졸람(Midazolam)† 0.2-0.5 mg/kg IM or IV
일반적으로 마취 도입 시 케타민이나 프로포폴과의  

조합으로 사용된다.

자일라진 
(Xylazine) 0.2-0.5 mg/kg IM, IV

(덱스)메데토미딘이 불가능할 때 진정에 사용. 
구토 및 오심이 일반적으로 발생.

덱스메데토미딘
(Dexmedetomidine)

1-10 μg/kg IM, IV  
10-20 μg/kg (OTM) (cats)

저용량은 일반적으로 진정과 신경 이완 진통에 사용되는  
반면 고용량은 휘발성 마취제가 불가능할 때 케타민 및  

아편계와의 조합(“강아지 또는 “고양이 마술”)으로  

마취를 위해 투여된다. 

더 고용량은 길들여지지 않는 개와 고양이의 화학적 진정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메데토미딘
(Medetomidine) 6-20 μg/kg IM, IV

덱스메데토미딘 참고. 
덱스메데토미딘의 절반의 효능(용량이 두배). 

고양이에서 구강 점막 투여 시 타액 과다 발생.

케타민 
(Ketamine) 3-10 mg/kg IM or PO

케타민은 고양이에서 미다졸람과 아편계와 조합될 때  

진정/화학적 보정에 이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경구 투여는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에서 사용된다.

알팍살론 
(Alfaxalone) 0.5-1 mg/kg IM

알팍살론은 이례적으로 미다졸람과 아편계와 조합되어  

고양이에서 진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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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 마취 유도 및 주사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  

† 이 마취제에 관한 특별한 정보는 적당한 교재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용량은 효과를 나타낸다. 각 약물의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마취 도입 전에 진정의 수준이 평가되어
야 한다. 이 약물들은 모두 특정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약물 용법 용량 주석

알팍살론 
Alfaxalone* 

0.5-3 mg/kg IV  
Up to 3-5 mg/kg  

(전마취되지 않는 환자) IV

용량은 효과를 나타낸다. 
심폐 억압이 관찰될 수 있다. 

회복이 교란될 수 있다(약물 라벨 참조).

프로포폴 
Propofol* 0.5-4 mg/kg IV

고양이에서 더 고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혈량증 그리고 심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 
일부 제제는 긴 반감기를 조장하는 보존제가 들어있다. 

신장병증과 간병증에서 선택 마취제.

케타민 
Ketamine*

2-5 mg/kg (도입) IV  
2-20 μg/kg/min  

(균형이 잡힌 마취에서  
점적투여) IV

일반적으로 마취 도입을 위해 미다졸람 또는  
디아제팜과의 조합으로 사용. 

절대 단독으로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N-methyl D-aspartate(NMDA) 수용체 길항 작용을  

통한 항-통각 과민 효과. 
훌륭한 심폐 안정. 

잠재적인 마취 회복의 어려움.

티오펜탈 
Thiopental* 2.5-5 mg/kg IV

다른 약물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용. 
심폐 억압. 

약물 축적(예, 저체온증, 간병증, 신장병증)이 지연된 마취 회복
을 초래할 수 있다. 

엄격하게 정맥 내로 투여(그렇지 않으면 정맥염 또는 중증의 피
부 괴사의 위험성).

틸레타민-졸라제팜 
Tiletamine-
zolazepam* 

1-2 mg/kg IV

휘발성 마취제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선택. 
진통제가 반드시 통증 관리를 위해 투여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지연된 그리고 거친 회복. 
케타민과 유사한 약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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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수의 마취 및 통증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국소 마취제  

*주사 용량(0.25 ‒ 1 mL)은 크기, 환자의 해부학 및 체중에 따라 다양하다. 마취 차단은 과정의 기간, 수술 
후 진통제의 관심, 최고 권장 용량 이하의 사용에 따라 반복될 수도 있다(교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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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구강 검사 및 기록 

모든 환자의 철저한 구강 진단은 증례 병력, 임상 검사 그리고 챠트 작성, 치과 방사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
험실 검사의 결과에 기초를 둔다. 검사는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
다. 모든 발견은 의료 병력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검사 

일부 과정은 첫 진료 동안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 수행될 수 있다. 결과는 개괄적인 질병의 정도를 알려주고 
예비적인 치료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초기 계획이고 후속 치료는 종종 필히 마취 하에서 얻
어지는 검사 및 방사선 사진을 토대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보호자와 함께 면밀하게 토의되어야 
한다.   

구강/치과 검사 
검사는 구취, 섭식 습관의 변화, 타액 과다, 머리 흔들기 등과 같은 치과 질환을 나타낼 만한 징후들을 포함
하는 면밀한 병력 청취부터 시작된다. 임상 검사는 눈, 두부의 대칭성, 종창, 림프절, 코, 입술을 평가하기 위

해 머리의 검사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교합과 측두 하악골 관절(TMJ)의 기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치과 
검사는 분실된, 파절된 또는 착색된 치아 뿐만 아니라 치열(일차/영구)의 단계를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강의 연부 조직 검사는 구강 점막, 치은, 구개, 혀의 등쪽 및 배쪽면, 편도선, 침샘 및 관을 포함한다. 검사
자는 종양, 종창, 궤양, 출혈, 염증을 위해 구강 연부 조직을 평가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의 치주 검
사는 치은의 염증, 치석 퇴적물, 치은 퇴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용해된 티올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한 치주 진단 검사 스트립이 잇몸 건강과 치주 상태에 대한 매우 유용한 진료실 지시자가 될 수 있다
(Manfra Maretta et al, 2012). 이것은 치과적 권고 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강 건강 지표(Oral Health Index, OHI) 
모든 증례에서 첫 번째 단계는 최소한의 임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구강 건강 지표(OHI)(Gawor et 
al., 2006)는 의식이 있는 환자의 기본 검사로부터 만들어진 유용한 방법이며 전반적으로 좋은 임상적 인상
을 준다. 검사는 구강 및 주위 부위 뿐만 아니라 생활 형태 및 영양도 포함한다. 검사된 평가 항목은 림프절, 
치아 퇴적물, 치주 상태, 영양, 구강 관리(전문적 및 홈케어)를 포함한다. 평가 항목은 임상 증상에 관련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전체 점수가 결정된다. 결과는 추가적인 검사 및/혹은 치료가 지시되는지를 결정
하고 확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Link to PDF  

교합  
미국 수의 치과 협회(AVDC)의 전문 용어 위원회에 따라 이상적인 교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상악 치아
와 하악 치아의 완벽한 감합(interdigitation). 개에서 이상적인 치열 궁(arches) 내에서 치아의 위치는 전
형적인(archetypal) 개의(예컨데 늑대) 치아의 교합, 치열 궁-사이 및 치아 사이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
(www.avdc.org/nomenclature). 비정상은 각 치아의 골격의 부정 교합 또는 위치 이상으로 정의된다(좀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부정 교합의 1d 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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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합을 위한 검사 목록: (Gorrel C, 2004) 
1. 머리 대칭 
2. 앞니 관계 
3. 송곳니 교합 
4. 작은어금니 배열 
5. 뒤쪽 작은어금니/큰어금니 교합 
6. 각 치아의 위치 

2. 전신 마취 하에서의 검사 

완전한 검사는 전신 마취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취 전 검사 및 마취는 마취 섹션 XX(Section XX, 
Anaesthesia)에 설명되어 있다. 마취 도입 후 검사는 일제히 수행된 챠트 작성을 이용해 상세하고 체계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 전반의 시각적인 검사 후 촉각적인 검사가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두 
단계로 수행된다. 첫 번째로 치아 자체는 치아 탐침을 이용하여 치아 마모, 흡수, 충치, 수질 노출, 에나멜질 

질환과 같은 결손이 검사된다. 이 후 치은 낭(pocket) 깊이 및 치근 이개부 노출이 치주 탐침을 이용해서 평
가된다. 적절한 진단을 위해 관련된 구조의 해부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좀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 구강 및 
치과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의 1a 장을 참고하라). 검사자 한 명과 기록자 한 명이 함께 하는 포 핸디드(four-
handed) 작업이 매우 도움이 된다 (Huffman LJ, 2010).   

단계적인 검사: 

1. 구강 인후부를 검사하라: 기관 내 삽관과 인후부 패킹 전에 구강 인후부의 빠른 검사가 권장된다
(Fig 1).  

2. 수술 전 사진 촬영을 하라: 수술 전 사진은 치료 전에 촬영되어야 한다. 양쪽 각 한 장씩 그리고 앞쪽 
한 장이 권장된다. 사진은 주인에게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수술 전 치아 상태를 증
명하는데 이용된다. 전체 치열 및 주변 구조의 더 좋은 시야를 위해 입술 견인기 또는 치과 거울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Fig. 2).  

3. 세균의 양을 줄여라: 0.12%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하여 구강을 세척하라. 

4. 치열을 평가 및 확인하라: 유치, 영구치 혹은 혼합.  

5. 연부 조직을 평가하라: 변화 및 구강 종양을 위해 구강 점막(색깔, 촉촉함, 종창), 입술 및 뺨, 구개, 
혀 및 혀밑 조직 등을 포함한 구강 전체가 검사되어야 한다.  

6. 초반 치아의 스케일링: 치아 표면과 잇몸의 더 좋은 시야를 위해 치아 스케일러를 이용한 초반 스케
일링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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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술 중 사진: 스케일링에 의해 드러난 병변의 사진을 찍은 것이 권고된다(Fig. 3).  

8. 치아 탐침을 이용한 치과 검사: 각 치아는 치아 탐침을 이용하여 각 사분면의 첫 번째 앞니부터 시작
하여 전체 치아 궁을 덮고 있는 치아 하나 하나를 점차 원위 및 뒤쪽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건조한 
치아를 검사하는 것이 더 쉬우며 치과 거울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상 치아 표면은 매우 부드
럽다; 어떠한 거친면도 병변의 지시가 된다. 각 치아의 전체적인 표면이 탐색되어야 하고 흡수 병변
을 찾기 위해 특히 잇몸 가장자리 바로 아래 부분이 탐색되어야 한다. 검사는 기록되어야 한다: 
a. 치아의 존재(혹은 부재): 치아의 부재는 부분 무치(선천적인 결핍 치아), 미맹출(혹은 매복) 치
아, 잔존 치아 뿌리, 이전의 발치 혹은 박탈된 치아를 의미할 수 있다(Niemiec BA, 2010). 간
혹, “결핍” 치아는 실제로 기형의 치아일 것이다. 치과 방사선 사진은 “결핍” 치아의 모든 예에
서 항상 지시된다(Niemiec BA, 2011). 과잉 치아도 가능하다.  

b. 치아 표면: 모든 불규칙성은 병리적 진행 과정이 의심스럽다. 거칠어진 치아 표면의 다양한 감별
은 치아 파절(비복잡성/복잡성)(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절 치아의 1c 장을 참고하라), 에나멜질 

결손(예, 저석회화증), 충치, 교모/침식, 치아 흡수를 포함한다(DuPont GA, 2010)(좀 더 자
세한 내용은 치아 흡수의 2f 장을 참고하라).   

c. 색 (DuPont GA, 2010): 내인성 착색(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혹은 회색 치아)은 치아 수질염
을 나타낸다(예컨데 죽은 치아) (Fig. 4). 이런 치아는 근관 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하다. 외인성 
착색은 마모, 금속 씹기, 성장기의 특정 약물 때문일 것이다. 이런 치아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
요없지만 치과 방사선 사진이 지시된다.  

9. 치주 검사: 
a. 치주 탐침 깊이(PPD): 치주 탐침 깊이는 각 치아의 각 뿌리에서 적어도 4-6 곳에서 눈금이 매
겨진 치주 탐침으로 측정되어야 한다(Holstrom SE et al., 2004). 정상적인 PPD는 개에서 0-
3mm, 고양이에서 0-1mm이다(Niemiec BA, 2012).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위해 치주 질환, 
1b 장을 참고하라).  

b. 잇몸 비대: 잇몸의 비대는 거짓 낭(pseudo pockets)을 초래한다(Fig. 5) 
c. 잇몸 퇴축: PPD가 필수적으로 증가되지 않을지라도 치주 질환을 지시한다(Fig 6).  
d. 치근 이개부 연루: 치근 이개부의 연루는 다근 치아의 뿌리 사이의 골 소실을 지시한다(Fig. 7).  
e. 흔들림: 흔들림의 정도가 진단되어야 한다(Fig. 8) 

f. 전체 구강 치주 점수(Total Mouth Periodontal Score, TMPS): 이 방법은 환자의 치주 건강
의 매주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된다(Harvey CE et al., 2008). 

10.치과 방사선 사진 노출: 치과 방사선 사진은 치과 검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실시되
어야 한다(Niemiec BA, 2011). (Figure 9)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위해 방사선 2c 장을 참고하라.  

11.치주 질환의 단계화: 단계화는 임상 증상 및 치과 방사선 사진을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수의 치과 협회, 2017)(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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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최종 세척 및 연마 

13.추가적인 치료: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시각, 촉각, 방사선 사진)를 바탕으로 최종 치료 계획이 결정
되고 시행된다. 이것은 최종 세척 전 혹은 후에 실시될 수 있다.  

14.수술 후 방사선 사진 및 사진(Fig. 11) 

치과 방사선 사진은 구강 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보고서의 시점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Hotlink to Required Equipment Section). 이 상황에서 치과 탐침, 치주 탐침, 거울을 이용한 완전한 
검사가 구강 상태에 관한 꽤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다. 치과 x-ray를 이용하지 않은 치주 질환의 단계화는 
매우 부정확하지만 만약 어떤 선택 사항도 없다면 여전히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치아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치관:뿌리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0:60이다. 치관의 측정으로, 뿌리의 길이가 추정될 수 있고 단계
화가 근사화될(approximated) 수 있다.  

3. 기록 

마취된 환자에서만 완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임상 검사의 결과들은 모든 단계(tiers)에서 적절한 치

료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치과 챠트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기록의 일부분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수행된 치료를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Modified Triadan System) 
다양한 동물 종을 통들어 치아의 번호를 매기는 일관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Modified 
Triadan System)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치아 스코어링 시스템이다(Floyd MR, 1991). 각 치아는 
사분면, 위치, 유치 혹은 영구치를 식별하는 3자리의 숫자를 가진다. 첫 번째 숫자는 사분면을 의미하고 오
른쪽 위 사분면부터 시계 방향으로 숫자가 매겨진다(1-4 영구치, 5-8 유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숫자
는 사분면 내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며 정중면에 있는 첫 번째 앞니에서 시작하는 순서의 배열이다(Fig. 12).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은 치아의 확인을 쉽게 해주고, (언어의 장벽이 없이) 전세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종에서 적합하고, 치아의 설명을 적는 것 보다 더 빠르고 디지털화된 기록 및 통계에 이상적이다.  

수동 스코어링 
임상 증상은 수기로 기록될 수 있다(Fig. 13) 몇몇 종을 위한 치과 챠트를 (http://cpd.vetdent.eu)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결과는 치과 챠트에 손으로 그려지거나 첨부된 다양한 선택 문서에 표기될 
수 있다. 치과 기록에서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결핍 치아는 동그라미(O),  파절 치아는 우물정(#) 그리고 발
치된 치아는 엑스(X)이다. 더 상세한 지식은 기초 치주 치료 부분을 참고하라.  

전자 스코어링 
결과들은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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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의 치과 학회(UK charity 1128783)는 다섯 가지 언어의(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
투갈어) 모든 수의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치과 챠트 소프트웨어(electronic Veterinary 
Dental Scoring)을 제공한다. 그것은 일상 진료에서 수의사들을 지원해주는 간단한 도구이다. 기본적인 임
상 증상이 치과 챠트에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스코어링될 수 있다. 스코어링 척도는: 결핍 치아, 개에서의 
잔존 유치/고양이에서의 흡수 병변, 파절 치아, 염증 지수, 발치이다. 보고서는 PDF로 진료 소프트웨어에 저
장될 수 있고 보호자를 위해 여섯 가지의 일반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
갈어) 중 하나로 출력되거나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임상 자료와 로
고가 삽입될 수 있고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는 개별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Fig. 14). 프로그램은 
또한 사진을 기본으로 하는 튜토리얼을 갖추고 있다. 그 기능은 교육적인 도구, 진단 및 치료 계획의 보조로 
사용되고 고객들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www.evds.org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Tier 2&3는 더 상세한 상업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몇몇 가능한 옵션이 있다 (알
파벳 순서로 2017: www.chartific.com; www.evds.org; www.vetdentalcharts.com) 

핵심 사항: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검사(conscious examination)는 중요하지만 매우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완전
한 검사는 전신 마취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위원회가 비-마취 치과(NAD)를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이다.  

• 완전한 구강 검사는 모든 치과 치료 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은 치과 챠트/기록에 사용되어야 한다.  

• 구강 검사는 체계적이고 반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치과 방사선 사진은 검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만약 가능한 x-ray 장비가 없다면 치과 탐침 및 치주 탐침을 이용한 섬세한 검사가 치아 상태의 꽤 적절
한 그림을 제공한다.  

• 임상 증상 및 치료의 적절한 기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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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 

         
Fig. 1 구강 인후부 검사. 정상(왼쪽) 그리고 비정상 (구강 종괴 - 오른쪽). 

Fig. 2 수술 전 사진                            

Fig. 3 수술 중 사진                            

Fig. 4 내인성 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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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잇몸 비대                                  

Fig. 6 잇몸 퇴축                                  

Fig. 7                                       

Fig. 8  

치근 이개부 지수(Furcation Index)  
1 단계 (F1): 치근 이개부 1 단계 연루는 부착 소실이 있는 
다근 치아의 어떤 방향으로든 치관 아래의 절반 이하로 치주 
탐침이 걸쳐질 때 존재한다.  

2 단계 (F2): 치근 이개부 2 단계 연루는 부착 소실이 있는 
다근 치아의 치관 아래로 송두리째가 아닌 그러나 절반 이상 
치주 탐침이 걸쳐질 때 존재한다. . 

3 단계 (F3): 치근 이개부의 노출은 다근 치아의 치관 아래
로 치주 탐침이 송두리째 걸쳐질 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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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치과 방사선 사진의 중요성 

      

Figure 10: 치주 질환의 단계화   

치주 질환의 단계 

치주 질환(PD)의 심각성 정도는 하나의 치아와 관련이 있다; 한 환자에서 다
양한 단계의 치주 질환이 있는 여러 개의 치아를 가질 수도 있다.  

정상 (PD0): 임상적으로 정상; 잇몸 염증 또는 치주염의 임상적 증거가 없다.  

1 단계 (PD1): 부착 소실이 없는 치은염; 치조 변연부의 높이와 구조는 정상
이다.  

2 단계 (PD2): 초기 치주염; 25% 미만의 부착 소실 또는, 대부분 다근 치아
에서 1 단계 치근 이개부 연루가 있다. 치주염의 초기 방사선학적 증상이 있다. 
탐침에 의한 임상적 부착 수준의 검사에 의해 혹은 뿌리 길이 대비 시멘트질-
에나멜질 연접부로부터 치조 변연부의 간격의 방사선학적 측정에 의해서 치주 
부착의 소실은 25% 미만이다.  

3 단계 (PD3): 중등도 치주염- 탐침에 의한 임상적인 부착 수준의 검사에 의
해 혹은 뿌리 길이 대비 시멘트질-에나멜질 연접부로부터 치조 변연부의 간격
의 방사선학적 측정에 의해서 25-50%의 부착 소실, 혹은 다근 치아에서 2 단
계 치근 이개부 연루가 있다.  

4 단계 (PD4): 진행된 치주염; 탐침에 의한 임상적인 부착 수준의 조사에 의
해 혹은 뿌리 길이 대비 시멘트질-에나멜질 연접부로부터 치조 변연부의 간격
의 방사선학적 측정에 의해서 50% 이상의 부착 소실, 혹은 다근 치아에서 3 
단계 치근 이개부 연루가 있다. 

www.av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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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수술 후 사진                    
                                                              

  
Fig 12: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을 이용한 치과 챠트 

                                                              

  

Fig 13: 개의 치과 챠트에서 수기 스코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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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고객을 위한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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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치주 치료 

기본적인 전문 치료 

치주 질환에서 많은 유용한 치료 선택이 있지만 치주 치료의 기본은 결국 치태 억제이다. 
치태 제거와 억제는 질병의 단계에 따라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 치료들은 다음과 같다: (Niemiec BA 
2013) 

1. 완벽한 치과 예방(스케일링, 구강 ATP(평가(assessment), 치료(treatment), 예방
(prevention)), COHAT(종합 구강 위생 평가 및 치료(Comprehensive Oral Health 
Assessment and Treatment)). (Bellows J 2010) 

2. 홈케어  
3. 치주 외과 
4. 발치 

이 부분은 치주 외과와 발치를 위한 기본적인 적응증 뿐만 아니라 완벽한 치과 예방/스케일링을 다룰 것이
다. 홈케어와 기본적인 발치 기술은 이 문서의 다른 곳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치주 외과는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아니다. 이름에 관계없이 이 치료의 목적은 치아를 스케일링하고 폴리싱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주 
조직 및 전체 구강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자를 위한 모든 전문적인 치주 치료는 커프(cuff)가 잘 된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 마취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Colmery 2005, Niemiec 2003, Niemiec 2013, 
Holmstrom 1998, AAHA 2013). 환자가 적절하게 마취되었을 때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사가 수행될 수 있다. 적절한 치주/치과/구강 치료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치
과 케이스에 최소 한 시간이 할당되어야 하고 많은 경우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치주 치
료는 (양이 아닌) 질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치료 과정: 

완벽한 치과 예방은 다음의 최소한의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Bellows J 2010; Niemiec BA 2013, 
Niemiec BA 2003; Holmstrolm et al 1998; Wiggs RB & Lobprise HB 1997). 

1 단계: 수술 전 검사 및 진료: (Huffman LJ 2010) 

수의사는 완벽한 신체 및 구강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 전 검사와 함께 신체 검사는 치주 질환을 악화하
거나 마취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조사한다(Joubert KE 2007)(마취 부분 참
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강 검사는 치주 상태의 예비 평가 뿐만 아니라 가장 명백한 구강 병변을 확
인해야 한다. 진찰 중인 수의사에 의한 치주 진단 스트립의 사용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치주 평가의 정
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의사는 보호자와 함께 가능한 치료 선택들 뿐만 아니라 검사에서 발견된 다양한 
질환의 진행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이 대면 논의는 질병 진행과 관련된 후유증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향
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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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의 임상 증상에 기초하여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더 정확한 치료 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견적을 만들
어 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보호자는 완벽한 구강 검사는 의식 상태의 환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
식하여야 한다.  

스태프 및 환자 보호 

초음파 및 음파 스케일러에 의한 심각한 양의 세균 에어로졸 발생이 연구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Szymańska J 2007; Harrel SK 2004; Pederson ED et al 2002). 전염성 미생물은 환자의 입 뿐만 
아니라 전동 핸드피스의(초음파 스케일러와 고속 핸드피스) 물관(water line)에 의해 공급된다(Shearer 
BJ 1996; Meiller TF et al 1999; Wirthlin MR et al 2003). 치과 예방(혹은 어떠한 치과) 치료를 수행
중인 스태프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항상 개인 보호 장구(마스크, 고글, 장갑)를 착용해야 한다(Figure 2)
(Pattison AM & Pattison GL 2006; Harrel SK et al 1998; Holmstrolm SE et al 2002). 또한 세균 
물 여과기 혹은 클로르헥시딘 세척도 오염을 줄이기 위해 권장된다(Bellows J 2004). 또한 치과 치료 과정
은 수술실과 같은 “멸균” 환경에서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는 아프거나 면역이 쇠약한 환자 혹은 깨
끗한 치료 행위의 주위에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Bellows J 2004). 치과 치료는 치과의 지정된 공간에서
만 가장 적절하게 제한된다(Legnani P et al 1994; Osorio R et al 1995; Leggat PA & Kedjarune U 
2001; Al Maghlouth A 2007).  

2 단계: 클로르헥시딘 세척: 

구강은 오염 구역이며 완전한 치과 스케일링은 다소 침습적이다. 이것은 치과 스케일링이 심한 치주염을 가
진 환자에서 종종 일시적 균혈증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Lafaurie GI et al 2007; Forner L et al 

2006; Daly CG et al 2001). 치과 스케일링은 초음파 장비 사용 중 세균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작업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예방 치료 시작 전 0.12 혹은 0.2% 클로로헥시딘 클루코네이트 용액을 이용한 구강의 
세척은 세균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ne DH et al 1993; Bellows J 2004). 
  
3 단계: 치은 연상 스케일링 

아주 큰 치석은 치석 겸자를 이용해 빨리 제거될 수 있다. 하지만 치아와 잇몸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매우 조
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치은 연상 스케일링은 기계 혹은 수동 스케일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 
방법의 조합을 사용할 때 가장 잘 수행된다(Pattison AM & Pattison GL 2006; Bellows J 2004).  

기계 스케일러 

기계 스케일러는 음파 및 초음파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Jahn CA2006, Holmstrolm SE et al 1998). 오
늘날 수의 치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스케일러는 초음파 모델이다. 두 가지의 주요 형태(자기 
변형식(magnetostrictive)과 피에조 전기식(piezoelectric))가 있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이 두 초음파 스케일러는 약 25,000-45,000Hz로 진동한다. 두 형태의 초음파 스케일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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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냉각제 분사에서 항균 효과(공동화, cavitation)를 형성하는 추가적 효과도 제공한다 (Felver B 
et al 2009; Arabaci T et al 2007).  

음파 스케일러는 압축된 공기를 사용하고 비록 9,000Hz까지 보고가 되어있지만 2,000-6,500Hz에서 진
동한다. 더 낮은 진동에서는 최소한의 열을 발생시켜 초음파에 비해 더 안전할 것이다.  

(기계 스케일러의 철저한 토론을 위해 장비 부분을 참고하라). 

기계 스케일링 

기계 스케일러 사용 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출력의 설정이다. 초음파 팁(tip)은 권장된 진동값(Hz) 범위를 
가지며 스케일링 시작 전에 결정 및 설정되어야 한다. 출력은 낮게 설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출력으로 조정
해야 한다. 초음파 스케일러를 위한 최고 진동 영역은 팁으로부터 1-3mm이다(DeBowes LJ 2010). 뾰족
한 부분은 치석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치아의 에나멜질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비의 뾰
족한 팁을 사용하지 말고 평평한 면을 사용하라.  

다음으로, 스케일러 작업 끝단을 통해 전달되는 적절한 냉각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비 작동 시 미
세하지만 중요한 분사가 명확해야 한다(Figure 1). 충분한 냉각제가 없는 기계 스케일러의 사용은 치아 사

망을 비롯한 많은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Nicoll BK & Peters RJ 1998). 표준 치주 팁을 치은 변연부 
아래로 넣어서는 안된다 것이 중요하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냉각수가 장비의 작업 영역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자기 변형식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 과열 및 치아 손상이 가능하다. 특정 저출력 
치주 팁은 치은 연하 사용이 가능하고, 수의사 및 스태프는 그 장비의 사용 전에 장비 사용에 익숙해져야 한
다. 또한 치주 팁이 있는 치과 장비는 치은 연하 스케일링에 적절한 기계에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다.  

촉감 민감성 증가, 작동자의 피로 감소, 우수한 스케일링의 제공을 위해 장비를 부드럽게 잡아야 한다.  

장비 표면이 치아 표면과 아주 가볍게 닿도록 위치하라(Debowes LJ 2010)(Figure 2). 과도한 압력은 장
비의 효율을 개선시키지 않을 것이고 장비 및 치아 모두에 손상을 줄 수 있다(Brine EJ et al 2000). 스케
일러 팁의 과도한 하향(downward) 압력이 진동을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  

수많은 다른 방향의 겹침 긁음(overlapping strokes)을 이용하여 전체 치아 표면에 장비를 사용하라. 치아
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항상 장비의 움직임을 유지하라.   

초음파 스케일러가 한 치아에 머무르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오랫동안 권고되어왔다. 전형적으로  
15초 이하의 치아와 지속적인 접촉이 권고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냉각수의 부재에 의해서도 열 손상
이 야기된다(Nicoll BK & Peters RJ 1998; Vérez-Fraguela JL et al 2000).     

장비가 치아와의 접촉을 상실하게 되면 스케일러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장비는 겹치고, 넓고, 광범위한 

동작으로 치아 표면 위에서 천천히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치태는 치아가 깨끗하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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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상관없이 치아의 모든 표면에 미세하게 존재할 수 있고 각 치아 표면의 각 평방 mm마다 처리되어야 한
다.  

팁의 끝단 1mm에 가해진 손상은 초음파 스케일러의 효과를 25%까지 그리고 2mm는 50%까지 감소시킨
다(Bellows J 2004). 따라서 마모된 오래된 팁은 새로운 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회전식 스케일링이 인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Bellows J 2004). 이것은 이 장비
가 핸드 스케일러 및 초음파/음파 출력 스케일러와 견주어 상당히 더 거친 표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Brine EJ et al 2000). 또한 그 장비는 지금까지 가장 손상을 많이 유발하는 기계 스케일링 장비였다 
(Wiggs RB & Lobprise HB 1997).  

핸드 스케일링: 

장비 

치은 연상 치아의 핸드 스케일링은 스케일러를 이용해 수행된다. 이것은 두 개의 날카로운 절삭 날과 하나의 
날카로운 팁으로 구성된 삼각형의 기구이다. 전형적으로, 날은 자루(shaft)에 90도 각도로 위치하며 이것은 
일반 스케일러(universal scaler)로 불린다. 스케일러는 날카로운 뒷면과 팁 뿐만 아니라 기구의 모양이 잇
몸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어서 치은 연상 치아에만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치주 핸드 기구의 더 상세한 설명
을 위해서는 장비 부분을 참고). 

치주 핸드 기구는 그것이 날카로울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것은 장비를 규칙적으로 날카롭게 
갈아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규칙적으로 사용한다면 적어도 매주). 

기법 

핸드 장비는 일반적으로 수정 펜잡이(a modified pen grasp)로 잡지만(Figure 3) 특정 상황에서 다른 쥐
는 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장비는 엄지와 검지의 끝 사이에 질감이 있거나 고무로 싸여진 곳에서 부드럽게 
쥔다. 중지는 자루의 끝 근처에 두고 잔존 치석 또는 병적/거친 치아/뿌리 표면을 신호하는 떨림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4번째 5번째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목표 치아 또는 근접 치아와 같은 안정적인 
표면에 위치한다. 이 잡는 방법과 앞서 설명된 스케일링 방법이 스케일링 과정 중에 최고의 통제력을 허용한
다.  

핸드 장비는 또한 부드럽게 접촉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장비는 끝 자루(terminal shank)를 치아 표면과 평
행하게 잡고 날은 치은 변연부에 위치하여 잡는다(Figure 4). 핸드 스케일러는 당기는 긁음(pull stroke)으
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연부 조직으로부터 멀어지게 당김으로써 부주의에 의한 잇몸의 열상을 피하게 
한다(Pattison AM & Pattison GL 2006; Bellows J 2004).  

4 단계: 치은 연하 치태 및 치석 스케일링 

-   -107



치은 연상 치태 관리가 치주 질환 치료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스케일링에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Westfelt E et al 1998).  

치은 연하 스케일링은 전형적으로 큐렛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현재 음파 및 초음파 팁의 전
진(advances)이 치은 변연부 아래에 사용될 수 있다. 초음파 스케일러의 사용만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음파(혹은 음파) 및 핸드 스케일링의 조합이 최상의 결과를 위해 권장된다
(Holmstrom 1998, Pattison AM & Pattison GL 2006; Bellows J 2004). 

핸드 스케일링 

큐렛은 뭉툭한 끝단과 바닥을 가지는 두 절삭 날을 가진다(그러나 실제로는 치아에 기대어 놓여진 하나의 날
이 사용된다). 뭉툭한 바닥은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연약한 치주 부착을 절단하지 않을 것이다. 일
반 그리고 그레이시(Gracey) 두 가지 형태의 표준 큐렛이 있다. 일반 큐렛은 대개 장비를 90도 각도로 치
아에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구강 전반에 사용하게 도안되었다. 그레이시 큐렛은 부위 특이적이고, 치아의 
특정 부위에 최상의 적용을 제공해주기 위해 다른 각도로 도안되었다. 적절한 큐렛은 각도 측정에 따라 선택
되어야 한다. 큐렛은 숫자에 의해 라벨이 부착된다: 낮은 숫자(예컨데 1-2)일수록 더 작은 자루의 말단 각도
를 가지며 구강의 더 앞쪽에 쓰이는 장비이다(Niemiec BA 2013) (핸드 장비의 전체적인 토론을 위해 장

비 부분을 참고).  

수동 치은 연하 스케일링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비록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의사
는 기술 연마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시된다. 치은 연하 스케일링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하부 자루를 치아 표면에 평행하게 하여 유리 치은 변연부 바로 위의 치관 표면에 장비의 날을 위치
하라(Figure 5). 

2. 날의 평평한 “면”이 치아 표면에 기대도록 장비를 회전시켜라. 
3. 열구 또는 낭의 기저부로 장비를 조심스럽게 넣어라(Figure 6). 
4. 낭의 바닥에 도달했을 때 90도의 작업 각도를 형성하도록 장비를 회전시켜라. 이것은 끝부분(또는 
자루)이 치아와 평행할 때이다(Figure 7). 

5. 치아 표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약간의 압력을 적용하라.  
6. 치관 방향으로 낭 안에서 견고한/짧은 긁음으로 장비를 움직여라(Figure 8). 이 기술은 치아/뿌리
가 부드럽게 느껴질 때까지 다른 끝단에서 치관 방향으로 수많은 겹침 긁음으로 반복된다.  

기계 스케일링 

전통적인 초음파 스케일러(특히 자기 변형식)는 치은, 치주 조직, 수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치은 연하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최근에 치은 연하 사용을 위해 특별한 치주 팁이 있는 음파 및 초음파 스케일러들이 

개발되었다. 임상 시험에 의해 확증되지 않았지만 이 장비들은 사용하기 훨씬 쉬워서 미숙자의 손에서도 최
상의 스케일링을 제공해 줄 수 있다(Kocher T et al 1997 (a & b)). 치은 연하 스케일링을 성취하기 위해
서 이 장비들은 위에 묘사된 치은 연상 스케일링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뿌리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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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좀 더 주의가 요구된다. 다시 한 번, 이 기술은 뿌리가 부드럽게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접촉하여 
수많은 겹침 긁기를 이용해 수행된다.  

5 단계: 잔여 치태 및 치석의 확인 

스케일링 후에 탐침을 이용하여 작은 부위의 치과 병소 또는 잔여 치석을 지시하는 거친 부위의 감촉을 검사
하는 것이 권장된다(Figure 8). 잔여 치태 및 치석은 또한 치태 검사 용액 또는 공기를 이용한 치아 표면의 
건조(잔여 치석은 가루처럼 나타날 것이다)를 이용해 확인될 수 있다(Pattison AM & Pattison GL 
2006). 

6 단계: 연마 

치과 스케일링(기계 및 수동 모두)은 치아 표면의 미세 침식과 거침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치태의 점착을 
증가시킬 것이다.  

시판 중인 연마제를 사용하거나 부석 가루와 클로르헥시딘 용액 또는 물의 현탁액을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각 환자를 위해 다펜 디쉬에서 혼합될 수 있다.  

연마 과정은 일반적으로 90도 각을(프로피 각) 가진 저속 핸드 피스 끝의 고무 프로피 컵을 이용해 수행된

다(Fichtel T et al 2008). 핸드 피스는 3,000RPM 이하의 저속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더 빠른 회전은 연
마의 속도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이고 치아의 과열을 야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적당한 양의 연
마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피 컵을 작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
라 치아를 과열시킬 수 있다.    

스케일링처럼 각 mm2 치아 표면이 연마되어야 한다. 치은 연하 영역을 연마을 위해 프로피 컵의 가장자리
를 벌어지게 하도록 치아 위로 약간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Figure 9). 과열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치아에서 
한 번에 최대 5초 동안 연마할 수 있다.  

7 단계: 열구 세척 

스케일링 및 연마 동안, 치석 및 연마제(이들 중 어떤 것은 세균이 가득하다)와 같은 찌꺼기들이 치은 열구(또
는 치주 낭) 내에 축적된다. 이물질의 존재가 지속적인 감염 및 염증을 일으키고 따라서 치은 열구의 부드러
운 세척이 치유 향상을 위해 강력히 권장된다. 열구 세척은 작은 규격(22-25 게이지)의 뭉툭한 끝을 가진 
배관(cannula)를 이용해 수행된다. 배관은 열구 안으로 부드럽게 위치되고 용액은 아케이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주입된다.  

멸균 생리 식염수가 세척 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0.12%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선
호한다((Jahn C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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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치주 탐지, 구강 평가, 치과 챠트 작성  

이것은 완벽한 치과 예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지만 불행하게도 종종 형편없이 수행되거나 완전히 생
략된다. 구강 전체는 시각적 및 촉각적 감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치주 평가는 낭의 깊이 측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치주 낭은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항상 진단되지 않기 때문
에 치주 낭을 탐지하고 측정하는 단 하나의 정확한 방법은 치주 탐침을 이용하는 것이다(Carranza FA & 
Takei HH 2006; Tetradis S et al 2006, Niemiec BA 2010, Niemiec BA 2013, Niemiec BA 
2011).  

치주 평가는 사분면 중 하나의 첫 번째 앞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하나의 치아씩 원위
쪽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정중면에서 시작하고 이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원위쪽로 이동하는 것은 어느 한 치
아를 건너뛰는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다. 치주 탐지는 탐침이 멈출 때까지 부드럽게 낭 속으로 주입하고 그리
고 나서 천천히 기구를 치아 주위로 “주행”함으로써 수행된다(Figure 10).(Carranza FA & Takei HH 
2006; Niemiec BA 2008; Bellows J 2004). 깊이 측정은 각 치아 마다 6개의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Carranza FA & Takei HH 2006). 정상 열구의 깊이는 개에서 0-3mm, 그리고 고양이에서 0-0.5mm
이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Debowes LJ 2010). 

모든 비정상적인 증상이 치과 챠트에 기록되어야 한다. 치과 챠트 작성은 4 핸드로 수행될 때 더 쉽고 효율
적이다(Huffman LJ 2010). 이것은 한 사람이 구강을 평가하고 챠트를 기록하는 보조자에게 병소의 발견
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 또한 이 단계의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다.  

수정 트리아단 시스템은 치아를 식별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한다(Floyd MR 1991; Huffman LJ 2010). 
우선 각 사분면은 오른쪽 상악 사분면부터 시작하여 100 시리즈로 수치화된다.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
되어 왼쪽 상악은 200, 왼쪽 하악은 300, 오른쪽 하악은 400 시리즈이다. 다음으로 앞쪽 정중면에서 시작
하여 치아들은 첫 번째 앞니는 치아 01로 시작하여 원위쪽으로 계속된다. 송곳니는 항상 숫자 04이고 첫 번
째 큰어금니는 09이다. 예를 들어, 왼쪽 상악 4번째 작은어금니는 208이다. 이것은 조상의 육식 동물
(ancestral carnivore)의 완전한 치열이 각 사분면의 구성이 3개의 앞니, 1개의 송곳니, 4개의 작은어금
니,  3개의 큰어금니로 구성된다는 것이 해부학자들에 의해 측정되어져 왔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되었다.   
치과 챠트는 정확한 병소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적당한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10 단계: 치과 방사선 사진 

가능하다면 치과 방사선 사진은 최소한 치과 검사에서 언급된 병소의 각 부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구강 검
사를 참고). 이것은 정상보다 더 큰 치주 낭, 파절 또는 조각난 치아, 종괴, 종창, 결손 치아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들은 모든 치과 환자에서 전체 구강 방사선 사진이 누락된 병소를 추가적으로 제거한다 

것을 뒷받침한다(Tsugawa AJ & Verstraete FJ 2000; Verstraete FJ et al 1998 (a & b).  

11 단계: 치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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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수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정보(시각, 촉각, 방사선 사진 상의 발견)를 
이용한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홈케어를 수행하는 보호자의 관심 및 의지, 모든 가능한 추적 검사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Niemiec BA 2008).  

만약 환자가 매우 긴 마취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수의사가 지나치게 서둘러야 한다
면 남은 치과 작업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 명백히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마취 환자에서 장기적인 발생률과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요인은 저체온과 저혈압
인데(Torossian A 2008, Brodbelt DC 2008) 이것은 마취 시간이 연장될 수록 더 뚜렷해진다. 실제로마
취의 길이가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iret L et al 1986; 
Broadbelt DC 2008) (See anesthesia section).  

12 단계 (선택적): 치과 실런트 (밀봉제, sealant)의 적용 

치과 스케일링 후 치태와 치석의 재부착을 예방하기 위한 2개의 시판 중인 실런트가 있다. 치아의 정전기 전
하를 변화시키는 왁스 기반 실러가 임상적으로 치태 및 치석을 감소시키는 것이 증명되었다(Gengler WR 
2002). 예방 치료 후 치아가 건조되고 나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제품이 적용된다. 매주 보호자에 의해 지

속적인 적용이 집에서 수행된다. 다른 것은 레진 실런트로서 치태가 치은 연하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폴리머 기술을 이용한 브러스(brus)를 이용해 치은 연하에 적용된다. 최소 30일 동안 치태 및 치석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tzman C 2013).  

핵심 사항: 

• 완벽한 치과 예방은 수많은 단계의 복잡한 과정이다.  

• 모든 치과의 예방적 치료 과정은 전신 마취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각 단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 상당한 임상 혜택을 가지기 위해 치료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어야 한다.  

• 치은 연하 스케일링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 완벽한 구강 검사와 챠트 작성이 치료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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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홈케어 

서론  
홈케어는 치주 치료의 중요한 측면이다. 세균 치태는 스케일링 후 24시간 이내에 치아 표면에 부착한다
(Wiggs RB & Lobprise HB 1997, Boyce EN et al 1995). 뿐만 아니라 홈케어가 없으면 잇몸 감염/염
증이 빠르게 재발한다(Fiorellini JP et al 2006; Rober M 2007; Corba NH 1986). 만약 홈케어가 수
행되지 않으면 예방 치료 후 2주 안에 치주 낭은 재감염되고 낭의 깊이는 치료 후 6주 이내에 치료 전 깊이
로 돌아간다(Rober M 2007). 더구나 사람에서 전문적인 스케일링은 홈케어가 없이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는 것이 밝혀졌다(Needleman I et al. 2005). 한 합의 보고서는 “40년 동안의 실험 연구, 임상 시험, 다양
한 지역 및 사회적 환경에서의 시범 프로젝트들이 치태의 효과적인 제거가 일생 동안의 치과 및 치주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단호하게 공표했다(Quintessence 1998).  

홈케어 토론/교육 
일상적인 홈케어의 장점을 규칙적으로 각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종종 강아지/고양이 건강 검진 혹은 예

방 접종과 같은 첫 동물병원 방문 시 보호자와 함께 치과 치료(홈케어를 포함한)에 관해 토론해야 하고 전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홈케어의 초기 교육은 최대의 이익을 이끌 뿐
만 아니라 훈련을 더 쉽게 만든다.  

가정에서의 치태 관리의 목표 
홈케어의 일차적인 목표는 치아에서 세균성 치태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Perry DA 2006). 이것은 다음에는 
잇몸 염증의 정도 및 궁극적으로 치주 질환을 감소시켜야 한다.  
치은 연상 치태와 치석은 치주 질환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 선 및 아래의 치태가 염증을 
유발하고 치주 질환을 일으킨다(Westfelt E et al 1998, Niemiec BA 2008). 어떤 홈케어 방법을 권장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것을 항상 숙지하라. 변연부 및 치은 연하의 치태 관리를 위한 다른 방법들의 적합성
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설명과 함께 다루어진다.  

칫솔질은 현재까지 치태를 기계적으로 제거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Hale FA 2003). 씹는 제품들
은 적절하게 고안되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구강 스프레이, 세척제, 물 첨가제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치아에 점착하는 치태가 가지고 있는 점착력과 살균제에 대한 치태 생체막의 증가된 저항성(하
나의 세균보다 500,000배까지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때문이다(Williams JE 1995; Quirynen M et 
al 2006).  

홈케어의 종류 
가정에서의 치태 관리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능동적 관리 및 수동적 관리이다. 두 가지 종류 모두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수행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능동적 홈케어가 현재 표준이다. 능동적 홈케어는 칫솔질 또는 
세척과 같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참여가 수반된다. 수동적 방법은 전형적으로 간식 혹은 특별히 고안된 사료
를 통한 씹는 행동에 기반한다. 능동적 홈케어는 앞쪽 치아(앞니 및 송곳니)에서 가장 효과적이다(Capik I 
2007). 반대로 수동적 홈케어는(씹는 기반) 뒤쪽 치아(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에서 더 효과적이다(Ca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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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7; Bjone S et al 2007). 앞쪽 치아는 보호자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반면 수동적 홈케어는 저작이 일
어날 때 뒤쪽 치아에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명확하다.  

능동적 홈케어 

칫솔질  
적절히 수행된다면 치태 관리에 있어서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증명되어 오고있다(Hale FA 
2003). 따라서 보호자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의 칫솔질을 장려하는 것이 모든 수의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칫솔질을 위한 재료 및 방법 
칫솔: 도구 중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칫솔이다. 수많은 동물용 칫솔이 가능하며 환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칫솔이 선택되어야 한다. 둥근 모양의 고양이 칫솔 뿐 아니라 쌍 혹은 세 쌍으로된 칫솔이 효과적인 
제품이고 환자의 크기와 성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거즈나 수건은 잇몸 선 아래를 청소할 수 없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Holmstrolm SE et al 1998).  

동물용 제품 뿐만 아니라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사람용 칫솔도 대체될 수 있다. 어린이용 칫솔이 

종종 작은 환자에 적당한 크기이고 오히려 그보다 큰 동물용 제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유아용 칫솔은 
토이 견종, 고양이, 미성숙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에서의 연구에서 기계화된(음파 및 특히 회전식) 칫솔이 전통적인 칫솔에 비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Moritis K et al 2008; Deery C et al 2004). 수많은 사람용 제품의 선택 뿐만 아니라 현재 기계화된 동
물용 칫솔이 이용 가능하다. 이 칫솔의 단 하나의 단점은 장비의 움직임/진동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혹
은 환자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Holmstrolm SE et al 1998). 따라서 기계화된 칫솔은 받
아들일 수 있는 기질을 가진 환자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치약  
수많은 동물용 치약이 가능하고 반려동물의 칫솔질 수용을 매우 증가시킨다. 치약은 또한 치아 위의 치석 퇴
적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칼슘 킬레이트화제(chelator)를 함유할 것이다(Hennet P et al 
2007; Liu H et al 2002). 그러나 치석 그 자체는 거대한 비병원성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
약은 치태와 치은염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칫솔/장비의 움직임에 의한 치태의 기계적 제거가 치
태 관리에서 중요하다(Hale FA 2003). 만약 삼켰을 때 위 이상(gastric upset) 혹은 불소증을 유발하는 
세척제 혹은 불소, 베이킹 소다(중탄산염)과 같이 뇨의 pH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
문에 사람용 치약은 권장되지 않는다(Niemiec BA 2008, Wiggs RB & Lobprise HB 1997).  

항균 조합제(아래 클로르헥시딘 참고)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품은 칫솔질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치
약의 효과를 넘어 치태와 치은염 조절을 향상시킬 것이고 따라서 고위험군 환자 및 치주 질환이 발생된 경우
에서는 치약 대신 고려되어야 한다(Eaton KA et al 1997. Hennet P 2002).  

칫솔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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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환자에서 칫솔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다음의 훈련이 권장된다. 이상적인 기술은 가
장 다루기 쉬운 환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숙고라하. 이런 수준의 관리가 되도록 보호자들이 노력해야 하
지만 어떤 성공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환자의 홈케어를 너무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적이고 보호
자-동물 연대를 파괴할 수도 있다(Niemiec BA 2013, Wiggs RB & Lobprise HB 1997). 

칫솔질을 준수하는 열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될 수 있다.   
1. 빨리 시작하라: 어린 환자들은 훈련에 더 잘 따른다.  
2. 천천히 가라: 단지 입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손가락으로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칫솔
질을 천천히 시작하라.  

3. 일관되라: 이 것을 훈련된 행동으로 만들어라.  
4. 긍정적으로 만들어라: 보상으로 음식, 간식, 놀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수용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다.  

5. 위험성을 논의하라: 동물의 입 주위를 핸들링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보호자를 교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항상 칫솔질 논의의 일부분으로 이런 위험을 보호자들에게 조언하라.   

적절한 칫솔질 기술은 치아의 장축에 45도 각도로 칫솔을 잡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칫솔은 치은 
변연부에 위치하고 회전 운동을 이용하여 아케이드를 따라 움직인다. 치아의 뺨쪽 표면이 가장 접근성이 있
고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뺨쪽 표면이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치석 퇴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칫솔
질 과정의 초기에 반려동물의 입을 여는 것을 시도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언하라. 대부분의 동물 환자는 입
이 강제로 열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이 접근은 저항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대신 보호자는 입이 닫힌 상
황에서 볼쪽 표면을 효과적으로 칫솔질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원위쪽 치아는 이런 치아에 
도달하기 위해 볼 안쪽으로 칫솔을 부드럽게 넣고 적절한 위치 선정을 위해 촉감과 경험에 의존하여 접근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순하다면, 보호자는 치아의 구개쪽/혀쪽 표면의 관리까지 발전해야 한다. 입을 열기 위
해서, 아래 송곳니 뒤쪽에 비우세(non-dominant) 손의 엄지를 위치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것은 손가락
을 두기에 입 속의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이런 수준의 관리가 치태 형성 전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칫솔질의 빈도는 하루에 한 번이 이상적이다. 게다가 
격일의 칫솔질은 치은염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발견되지 않았다(Gorrel C & Rawlings JM 1996). 일주일
에 3일이 건강한 구강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빈도라고 여겨진다(Tromp JA et al 1986). 치주 질
환 환자에서는 매일의 칫솔질이 구강 건강을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하루 두 번이 권장될 것이다(Gorrel C 

& Rawlings JM 1996; Corba NH et al 1986 a & b; Tromp JA et al 1986). 마지막으로 일관적인 
홈케어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칫솔질이 한 달에 한 번처럼 거의 단절된다면 잇몸의 염증 수준
이 치료가 없는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Ingham KE & Gorrel C 2001).  

살균 세척 
능동적 홈케어의 또 다른 선택은 살균/항치태 용액의 적용이다. 전통적인 항균제의 선택은 클로르헥시딘이
다. 녹농균(Pseudomonas spp.) 이 외에 이 제품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매우 안전
하다(Robinson JG 1995 Roudebush P et al 2005). 클로르헥시딘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다면 치은염을 줄인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Hamp SE et al 1973 (a & b); Hennet 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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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e JH et al 1983). 전하는 바에 따르면 클로르헥시딘은 빠른 개시와 최소량의 전신적 섭취를 가지며 
구강 살균제로서 탁월한 선택이다(Salas Campos L et al 2000). 이 제품의 부가적인 장점은 적용 후 최
대 7시간까지 살균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이다(Cousido MC et al 2009; Bonesvoll P 1977). 이 제품의 
사용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호성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홈케어의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Holmstrolm et al 1998).  

이런 제품들의 적절한 사용은 단지 적은 양의 용액만 필요로 한다. 이상적으로 세척은 치아와 잇몸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뺨과 치아 사이에 용액을 넣는 것이 보호자가 성취
할 수 있는 최대이다.  

능동적인 구강 홈케어를 위한 다른 선택은 가용성 아연염(soluble zinc salts)의 사용이다. 연구들은 이 물
질이 살아있는 치태 생물량(biomass)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Wolinsky LE 
et al 2000). 구강 아연 아스코르브산염 겔이 부착된 한 동물용 제품이 치태와 치은염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고(Clarke DE 2001) 수용성(acceptance)를 증가시켜주는 무미하다는(being tasteless) 추가
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더구나 이 제품은 골라겐 합성을 지지/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코르브산을 함유

하고 있어서 치과 스케일링 및/혹은 구강 수술 후 치유를 향상시킬 것이다(Pinnel SR et al 1987; Murad 
S et al 1981).  

방벽 실런트 
능동적 홈케어의 마지막 선택은 시판 중인 방벽 실런트의 적용이다. 한 실런트는 치아의 정전기적 전위를 변
화를 통해 기능을 하고 치태의 부착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소수성(hydrophobic) 표면을 형성한다. 이것
은 치태와 치석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Homola AM et al 1999; Gengler WR 2005). 
추가적인 실런트는 적어도 30일 동안 치태와 치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Sitzman C 2013).  

수동적 홈케어 

수동적 홈케어는 보호자에 의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장기적 일
관성이 치과 홈케어의 효과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Ingham & Gorrel, 2001). 매우 적극적
인 보호자의 칫솔질 준수율이 6개월 후에 단 50% 정도라는 것이 밝혀졌다(Miller & Harvey, 1994). 사
실 실제로 수행된다는 사실 때문에 수동적 홈케어는 능동적 홈케어에 비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한 연
구에서 나타났다(Vrieling et al., 2005).  

칫솔질에 부가적 혹은 칫솔질 대신 동물 사료, 보조제, 간식이 가정에서의 치태 관리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 
이 제품들과 기술들은 항상 전문적인 치과 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보호자가 치태를 “능동
적으로” 제거하지 않거나 세척제나 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수동적인” 홈케어 형태로 간주된다

(Niemiec, 2013).  

치과용 사료 또는 간식은 치태와 치석의 관리에 보조제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치석이 일반적으로 비병원성
이고 치은 변연부 윗쪽의 치태 조절이 치주 질환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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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elt et al., 1998, DeBowes, 2010, Niemiec, 2008). 예를 들어, 보고에 의하면 야생의 육식 동
물은 치아에 상당히 적은 양의 치석을 가지고 있지만 가축화된 육식 동물과 비슷한 수준의 치주 질환을 가진
다(Verstraete et al., 1996; Clarke & Cameron, 1998; Steenkamp & Gorrel, 1999). 더구나 사람
에서의 한 연구는 임상적인 부착 증가가 잔존 치석의 수준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herman,1990). 따라서 보호자들에게 권고할 때 치은 연하 효과를 위해 잇몸 선 아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아야 한다(아래 참고).  

반려동물 사료 규정 및 수의 구강 보건 위원회(Veterinary Oral Health Council, VOHC) 
많은 사료 및 간식들이 치과 건강을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아마 치아를 청소하고, 입냄새를 청결
하게 하고, 건강한 잇몸을 조장하고, 치주 질환의 예방을 돕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Logan et al., 2006). 
규정을 표시함으로써 주장들이 사실이어야 하고 일부는 너무 엄격하여 규정 아래에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비록 미국 사료 관리 당국자 협회(AAFCO)는 치과 치석을 
위한 주장을 논의한다고 할지라도(AAFCO, 2010) 미국 사료 관리 당국자 협회와 유럽 반려동물 사료 산업 

연맹(FEDIAF)은 반려동물의 사료 또는 간식에서 치과(또는 어떤 다른) 질환의 치료 예방을 위한 주장을 허
용하지 않는다(AAFCO.org; FEDIAF.org).  

제품의 효과를 명확히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주장을 검증하는 출간된-전문가 재검토 연구를 조사하는 것이
다. 만약 이 것이 가능하다면 효과적이라고 권장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대표 연구자에게 연구 정보를 요
청하라. 그러나 이 조사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바쁜 수의사들에게 가치있는 수단은 수의 구
강 보건 위원회(VOHC(vohc.org))이다. VOHC는 개와 고양이에서 미리 설정된 치태 및 치석의 축적의 
조절에 관한 유효성 기준에 만족하는 시판 중인 제품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Harvey, 
2003). 만약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이 VOHC에 의해 인정되었다면 치태/치석을 예방 또는 감소에 효과적
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간된 연구와 VOHC는 단지 전체 치아 스코
어링(whole teeth scoring)만 제공하는데 이 것이 실제로 치주 상태를 개선 또는 개선시키지 않을 수도 있
다. VOHC는 연합 수의(veterinary) 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문적 치과 협회들로부터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규제 기관이다. VOHC 위원회는 과학적 프로토콜 및 연구 설계에 경험이 있는 아홉 명의 수의 치과 전
문의 및 치과 연구자, 한 명의 비선출직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VOHC는 제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프로토콜과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를 평가한다. 연구는 회
사 자체에 의해 시행되고 상세한 검사 보고서가 평가를 위해 제출된다. VOHC는 제출된 제품의 검사에 대

한 독립적인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주장들은 아마 치과 위생 향상에 대한 기계적인 혹은 화학적인 수
단에 근거될 것이다. VOHC는 두 개의 범주에 대한 인감 승인(Seal of Acceptance)을 수여한다: 치태 조
절에 도움이 되는 것과 치석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VOHC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품은 환
자가 씹을 수 있고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굳기를 가져야 한다.  

구강 건강에 대한 반려동물 사료의 효과  

수동적 홈케어 단독으로는 임상적으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치태 관리법 중 단 일부분에 불과
하다. 대부분의 씹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의 실패 원인은 동물이 전반적으로 전체 구강을 이용하여 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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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동적 홈케어는 씹는 치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대조적으
로 능동적 홈케어는 앞니 및 송곳니에서 뛰어나다(Capik, 2007). 따라서 능동 및 수동 홈케어의 조합이 최
상이다.  

습식, 건식 그리고 홈메이드 사료  
사료는 조직 상태의 유지, 치태 세균의 대사, 타액 흐름과 구성에 미치는 영향, 치아 및 구강 표면에 접촉의 
영향을 통해 구강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Logan & Allen, 2003). 소동물 임상에서 공통적인 개념은 건
식 사료의 급여가 치태와 치석을 감소시키고 통조림 사료는 치태의 형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
하면 단단한 건식 사료 안으로의 씹는 분쇄 작용이 치아를 청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식 사료는 구강 세균
이 먹는 잔존물을 구강 내에 덜 남김에 따라 치태가 더 천천히 축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판 중인 건식 
사료를 급여 중인 많은 동물이 여전히 상당한 치태와 치석의 축적 그리고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다(Logan 
et al., 2006; Harvey et al., 1996). 한 연구에서 부드러운 사료를 먹는 개와 고양이는 좀 더 섬유질 사료
를 먹는 동물에 비해 더 많은 치태와 치은염을 가지고 있었다(Watson, 1994). 다른 연구들에서는 습식 사

료가 치태 및 치석 축적에서 전형적인 건식 사료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었다(Boyce & Logan 1994; 
Harvey et al., 1996). 마지막으로 표준 건식 사료는 치아의 절단연 끝단에서 부서져 치은 변연부에서의 
청소 효과를 최소한 혹은 거의 제공하지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Niemiec, 2008, Westfelt, et 
al., 1998; Niemiec, 2013). 홈메이드 사료와 시판 중인 습식 및/또는 건식 사료를 비교한 연구는 홈메이
드 사료의 급여가 고양이에서 구강 위생 문제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개와 고양이에서 적어도 사료의 일부
가 건식 사료일 때 홈메이드에 비해 시판 중인 사료 급여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Buckley et al., 2011). 
또 다른 연구는 부드러운 혹은 홈메이드 사료에 비해 건식 사료를 급여한 고양이에서 치주 질환, 치과 퇴적
물(치석)에서의 개선, 감소된 림프절증의 발생을 보여 주었다(Gawor et al 2006).   

건식 사료에서 사료 알갱이의 크기, 질감, 구성이 구강에서 건식 사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효과들은 치
태 세균의 변화, 치아의 청결, 조직 상태의 유지를 포함한다. 식이 섬유 또한 잇몸을 운동시키고, 잇몸의 각
화(keratinisation)를 촉진하며, 약간의 치아 청소 효과를 가진다(Logan, 2006). 식이 섬유는 치태 및 치
석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가장 표준의 건사료 알갱이를 씹기 때문에 건사료 알갱
이가 부서져 가루가 될 것이고 이것은 기계적인 청소에 거의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Logan et al., 
2010).  

치과용 사료 

일부 시판 중인 성견 및 성묘용 건식 사료는 표준 반려동물 사료와 비교하여 증가된 구강 청소 능력을 가지

게 고안되었다. 이런 사료의 기계적인 작용은 저작을 촉진하고 치아와의 접촉을 최대화하는 더 큰 크기와 질
감의 건식 사료 알갱이에 의해 제공된다. 알맞은 형태, 크기, 물리적 구조의 사료는 치태, 착색, 치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Logan, 2006; Jensen et al 1995). 치과용 사료의 섬유 형태 또한 잇몸을 운동시키고, 잇
몸의 각화를 촉진하고, 치아를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Logan et al 2010). 하나의 중요한 점은 심지어 
이런 제품이 치태와 치석을 감소키더라도 전형적으로 치은 변연부가 아닌 뾰족한 끝단 주위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tookey & Warrick, 2005). 만약 사료가 적절하게 고안된다면 사료가 분리되기 전
에 치아가 사료 속으로 잠기게 된다. 치아가 사료 알갱이에 침투하는 동안 사료 속의 섬유소가 치아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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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깎아내고 따라서 치태를 제거하게 된다(Jensen, et al., 1995). 연구들은 일부 치과용 사료가 개
와 고양이에서 특별히 치과 예방법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치태, 치석, 착색을 유의한 수준으로 조절을 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Logan et al., 2002; Jensen et al., JVD 1995; Theyse et al., 2003). 현재 단 하
나의 사료만 실제로 잇몸 염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표하였다. 일반적인 사료와 이 치
과용 사료 급여를 비교한 6개월 간의 연구는 치과용 사료에서 약 33% 정도 감소한 치태와 잇몸 염증을 보여
주었다(Logan et al., 2002). 이런 사료는 대개 성숙 동물을 위한 고섬유 유지(maintenance) 사료인데 
성장, 임신/수유, 높은 칼로리가 요구되는 동물에게 제공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치과용 사료는 주 사료
(main food) 공급원으로 급여되게 되어있다. 연구는 가장 좋은 결과가 치과용 사료가 주 사료일 때 획득되
었지만 처방 사료가 총 칼로리 섭취의 75%, 50%, 심지어 25%로 급여되었을 때에 효과가 감소했지만 여전
히 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치과용 사료를 단순히 간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기대
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Hale, 2003).  

치과용 간식 

일반 구운 비스킷 간식과 씹는 장난감(예컨데 노끈 및 밧줄 장난감)은 치주염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Roudebush et al., 2005). 압축된 밀, 간식에 함유된 셀룰로오스, 생가죽으로 만들어진 치과용 
씹는 간식들은 효능에 관한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Roudebush et al., 2005; Beynen et al., 2011; 
Stookey., 2009; Hooijberg et al., 2015). 비록 고양이에서 치태 감소에 대해 인증 받은 VOHC 인장을 
가진 치과용 간식은 없지만 일부 간식은 VOHC 인증을 받았다(vohc.org). 가능한 제품들 중 단지 소수만 
치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었다(Gorrel & Bierer, 1999; Stookey,2009; Mariani et 
al., 2009; Gorrel et al., 1999; Warrick et al., 2001; Brown & McGenity, 2005). 

앞서 나온 것처럼 송곳니와 앞니는 씹기 기반의 제품에 의해 효과적으로 청소되지 않는다. 이 영역으로의 새
로운 진입은 항-치태 물질(delmopinol)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구강 전체로 퍼지고 이런 치아에 현저한 효
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품은 또한 치아들을 전체 간식을 통해 씹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은 변연부를 청소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구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  

치과용 씹는 제품의 위험성 

흔하지 않지만 치과용 씹는 제품에 의한 식도 내 이물 폐색이 개에서 특히 소형견종에서 보고되고 있다
(Leib and Sartow, 2008). 뿐만 아니라 둥근 구멍이 있는 씹는 장난감에 의한 혀 걸림(entrapment)의 
두 증례의 보고가 있다(Rubio et al., 2010). 일부 치과용 씹는 제품은 비교적 고칼로리이며 만약 칼로리 
함유량이 전체 섭취량에 고려되지 않는다면 체중 증가 및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씹는 제품들이 대개 완벽

한 영양소 공급원으로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또한 식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개에서 판코니 증후군(Fanconi’s syndrome)의 발생과 생가죽 씹는 제품과 관련이 있다는 몇몇 보고가 있
다(Hooper & Roberts, 2011; Igase et al., 2015: Major et al., 2014). 또한 씹고 삼킬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은 일부 동물에서 위장관계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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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은 뿔, 발굽, 나일론 뼈와 같은 매우 단단한 간식에서 위험 요소이다. 영국 수의 치과 협회는 “많
은 수의 치과 의사들이 뿔 막대기의 저작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파절 치아의 발견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상
악 네 번째 작은어금니”라고 언급한다(BVDA). 간식의 과도한 견고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술
의 권고 사항들은 손톡으로 간식을 움푹 팰 수 있는지 또는 간식으로 무릎 위를 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를 포함한다(Hale, 2003).  

첨가제  
일부 사료와 간식은 항균제 또는 치태/치석 축적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첨가제를 함유한다. 헥사메타인산나
트륨(HMP, sodium hexamethaphosphate)은 양이온(예, 칼슘)과 함께 수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고 치석 
형성의 가능성을 낮춘다(Stookey & Warrick, 2005; White et al., 2002; Hennet, 2007). 건식 사료
에 HMP의 첨가가 개에서 거의 80% 까지 치석을 감소시켰지만(Stookey et al., 1995) 치석은 잇몸 질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연구들은 개에서 HMP가 코팅된 비스킷
의 3주간 급여가 치태 또는 치석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Logan et al., 2010, Stookey et al., 1996). 

마지막으로 HMP 내의 나트륨과 인의 양은 명백한 혹은 잠재적 신장 질환이 있는 동물에서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간식에 항균제의 첨가 혹은 수분 첨가제는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치태 세균은 단일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제 농도의 500,000배 까지 저항성을 가진다
(Williams, 1995). 따라서 그 물질이 단일 세균에 적합한 효과를 가질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치태 
감소에 충분하지 못하다.  

클로르헥시딘은 비록 치태의 치석으로의 석회화를 향상시킬지라도(Hale 2003) 특히 치료기
(perioperative) 혹은 스케일링 전 린스제로서 치태를 줄여주는 구강 항균제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증명되었다(Roudebush et al., 2005). 그러나 린스제로 이용될 때 충분한 접촉 시간을 성취할 수 없
다. 또한 효능에 대한 연구들이 각각 다르고 클로르헥시딘의 첨가가 가죽껌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
하지 못하였다(Brown and McGenity, 2005).  

효소계(enzyme systems)는 당 산화효소(glucose oxidase)와 락토과산화효소(lactoperoxidase), 라이
소자임(lysozyme) 혹은 락토페린(lactoferrin)을 포함할 것이다(Logan et al, 2003). 개와 고양이에서 
항균 효과에 대한 효능의 낮은 수준의 증거가 있다(Hale 2003).  

비타민 및 미네랄 결핍 

비타민 A, C, D, E 그리고 B 비타민 엽산, 나이아신, 판토텐산, 리보플라비의 결핍은 잇몸 질환과 관련이 있
다(Logan et al., 2010). 칼슘의 식이 결핍은 영양성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며 이것은 치
주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Logan & Allen 2003).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은 AAFCO 또는 FEDISAF 가이
드라인에 충족하는 사료에서는 적당하지만 많은 홈메이드 사료와 같이 이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
료에서는 결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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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식이 및 생뼈 급여 
생뼈 급여 지지자들은 이 것이 반려동물의 치아 청결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때로 시판 중인 동물 
사료의 급여가 사육 고양이와 개에서 치주 질환의 높은 발생률에 기여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생뼈를 포함한 날것의 사체를 급여한 폭스하운드에서의 연구는 개들이 높은 발생률의 치아 파절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수준의 치주 질환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Robinson and Gorrel, 1997). “자연 식이”(대부
분 야생 영양)를 먹은 29마리의 아프리칸 야생 개의 두개골은 치주 질환(41%), 치아 마모(83%), 파절 치
아(48%)의 증거를 보여주었다(Steenkamp and Gorrel, 1999). 다양한 자연의 음식(대부분 조류)을 먹
어온 남아프리카의 마리온 섬에 사는 작은 야생 고양이에서의 연구는 비록 치석의 증거는 단 9%였지만 61%
에서 치주 질환을 발견하였다(Verstraete et al 1996). 혼합 자연 식이를 한 호주의 야생 고양이에서의 한 
연구는 비록 두 그룹 사이의 치주 질환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지만 건식 혹은 습식 시판 사료를 급여한 사육 
고양이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양의 치석을 가지고 있었다(Clarke and Cameron, 1998). 피질골(소 대퇴
골)을 급여한 8마리의 비글에서의 연구는 비록 치태에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치석에서의 향

상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rx et al, 2016).  

이 연구들은 생뼈 급여가 치석에 대한 약간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치주 질
환에서 효과를 보여주는 출간된 연구가 없다. 또한 파절 치아의 위험성 및 잠재적으로 인수공통 질환의 전파
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LeJeune and Hancock, 2001; Lenz et al, 2009).  

수분 첨가제 
자일리톨 음수 첨가제의 효과에 대한 한 연구는 고양이에서 감소된 치태 및 치석을 보여주었다(Clarke, 
2006). 자일리톨은 저혈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이 물질의 사용을 제한시킬 것이다. 
그러나 권장 용량으로 사용될 때 동물 제품에 공급되는 농도가 낮다. 또 다른 동물 제품은 활성 물질의 일부 
효과를 보여주는 사람에서의 연구는 있지만 현재 동물 환자에서의 사용을 지지하는 전문가-재검토 증거가 
없다(Chapek CW et al 1995; Hamp SE & Emilson CG 1973).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한 염증 매개물인 일산화질소(NO)가 사람의 치주 질환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tejka et 
al, 1998; Lappin et al, 2000; Hirose et al, 2001) NO의 발생을 차단하는 물질 혹은 그 효과는 치료
법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Paquette and Williams 2000). Lactobacillus brevis(L brevis)는 고농도
의 아르기닌 탈이민효소를 함유한 프로바이오틱 세균이다. 고농도의 아르기닌 탈이민효소는 같은 아르기닌 

기질을 위해 NO 합성과 경쟁함으로써 NO의 발생을 억제한다. 사람에서의 연구는 L brevis를 함유한 프로
바이오틱스의 국소적 적용이 치주염과 관련된 염증 매개물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Leraido et al, 
2010). 사람에서 치주 질환 치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연구들은 감소된 잇몸 출혈을 측정함으로써 
향상된 잇몸 위생을 보여주었다. 이런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은 L. reuteri strains, L. 
brevis (CD2), L. casei Shirota, L. salivarius WB21, Bacillus subtilis, L. reuteri, L. brevis를 포함
한다(Haukioja, 2010). 개에서 L brevis CD2의 국소적 적용 예비 연구 결과는 잇몸 염증 침윤의 감소를 
보여주었다(Vullo,2014).   
  

-   -125



결론: 
홈케어는 치주 질환 치료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무시된다. 조기의 지속적인 교육이 보호자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능한 많은 선택이 있지만 칫솔질이 황금 표준으로 남아있다. 건식 사료가 치아를 청소한다는 일
반적인 미신이 마음에 끌리지만 표준 건식 사료는 치주염의 위험성의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치과
용 사료 혹은 간식은 일부 효과가 있으며 특히 치태에 관한 전문가-재검토 연구가 발간되거나/ 혹은 VOHC 
인증 인장이 있는 제품이 권장된다. 제품들은 치은 변연부 아래까지 혹은 아래를 청소해야 한다. 표준 건식 
사료 혹은 생뼈 급여는 아마 치석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치주염의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핵심 사항: 

• 치태는 24시간 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매일의 홈케어가 권장된다.  

• 홈케어가 없이는 전문적 치주 치료의 효과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 수동적 홈케어 방법은 아마 효과적이거나 아닐 수도 있으며 효과도 아마 주로 뒤쪽 치아에 있을 것이다.  

• 표준 건식 개 사료는 구강 위생에 유익하지 않다.  

• 능동적 및 수동적 방법의 조합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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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치과 방사선학 

개와 고양이의 치과 방사선 촬영 

전체-구강 치과 방사선 사진은 특히 만약 동물이 처음 방문했거나 임상적인 상태가 이전의 방문 후 유의하게 
변했다면 치과 환자의 진단 작업의 일부로서 수행된다. 치과 방사선 사진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치료를 안내
한다. 또한 합법적인 기록의 중요한 부분이며 보호자 교육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전체-구강 치과 
방사선 사진은 임상 검사보다 약 40%의 병소를 더 발견한다(Verstraete FJ et al 1998a, b)(구강 병리 부
분 참고). 비용이라는 이유로 수의사들은 종종 보호자의 경제적인 상태와 전체-구강 방사선 사진을 위한 필
요성의 균형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된 치아의 치과 방사선 사진을 획득하
는 것은 필수이다.  

장비 및 기법 

치과 방사선 사진은 치과 x-ray 장치(예컨데 벽 고정식, 이동식, 휴대용)와 탐지 시스템(예컨데 일반적인 구
강 내 치과 필름, “직접” 디지털 방사선(DR) 또는 컴퓨터 방사선(CR))이 필요하다(Niemiec BA 2010, 

Niemiec BA et al 2004, Wiggs RB Lobprise HB 1997). 그러나 tier 1 국가에서는 구강 외 플레이트
를 이용하는 의료용 x-ray 장비가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Mulligan TM et al 1998)(장비 부
분 참고). 

치과 방사선 사진을 획득하는 3가지의 표준 기법이 있다: 평행 기법(parallel technique)(중간에서 뒤쪽 
하악의 치아를 위해), 구강-외 혹은 근접-평행 기법(extra-oral or near parallel technique)(고양이에서 
뒤쪽 상악 치아를 위해), 다른 모든 부위를 위한 이등분 각도 기법(bisecting angle technique) (AVDC 
2016a, Niemiec BA et al 2004, Niemiec BA Furman R 2004, Oaks A 2000, Wiggs RB 
Lobprise HB 1997). 모든 방사선 사진은 전신 마취 하의 동물에서 획득된다(마취 부분 참고).  

평행 기법 

필름/센서/인광판을 구강 내에서 방사선 사진이 촬영될 치아에 혀쪽으로 위치하라 그러면 필름이 목표 치아
의 장축에 평행하게 된다. 필름은 하악의 배쪽 경계 너머로 그리고 치관의 등쪽 너머로 튀어나와야 한다.  
Size 2 센서를 가지고 큰 치아를 영상화할 때 두 장의 방사선 사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필름의 명확한 
3mm 여백이 방사선 촬영이 되는 치아의 주위로 명백해야 한다. 엑스레이 관을 중심 엑스레이 빔(검은색 화
살, Fig. 1)이 필름에 직각이 되게 위치하고 엑스레이 관을 표적물(치아)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와라(Figs. 
1, 2 왼쪽). 마지막으로 관심 부위가 엑스레이 관의 원형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라(AVDC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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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완전한 개의 두개골 모형을 이용한 뒤쪽 하악 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를 촬영을 위한 평행 기법의 묘
사. 검은색 화살표는 필름에 수직으로 위치된 중심 엑스레이 빔을 가리킨다.  

    

Fig. 2 마취된 환자에서 왼쪽 하악 네 번째 작은어금니 및 첫 번째 큰어금니 촬영에서 Size #4 일반 치과용 
필름을 이용한 평행 기법의 묘사(왼쪽) 및 방사선 사진 결과(오른쪽). 검사되는 두 치아의 뿌리 너머 3mm
의 깔끔한 여백을 주목하라.  

이등분 각도 기법 

이등분 각도 기법은 필름이 치아와 평행하게 그리고 구강 및 치아의 해부학 때문에 엑스레이 빔에 수직으로 

위치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 예컨데 모든 상악 치아 및 앞쪽 하악 치아. 필름은 구강 내에 위치되고 따라서 
필름의 끝이 검사될 치아의 치관 위에 놓여지고 반면 필름의 나머지 부분은 구강/구개에 걸쳐 놓여질 것이
다. 방사선 촬영될 치아의 장축(뿌리 끝에서 치관 끝까지)에 의해 형성되는 각도와(Fig. 3 검은색 선) 필름
의 평면을 마음 속으로 그려라. 그리고 가상의 선으로 그 각도를 이등분하고(Fig. 3 붉은색 선) 중심 엑스레
이 빔이 가상의 이등분 선에 수직이 되도록 엑스레이 관을 위치하라(Fig.3 검은색 화살표). 엑스레이 관을 
치아에 가능한 가깝게 위치하고 중요 치아가 둥근 모양의 관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AVDC 2016a). 만약 
size #4 또는 #5를 사용한다면 치아/턱뼈로부터 엑스레이 관을 약간 당기면 관을 떠나는 발산 빔이 전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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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를 노출시킬 것이다. 만약 너무 가까우면, coning-off가 일어날 것이다(플레이트 일부가 노출되지 않
는다).  

  

Fig. 3 완전한 개의 두개골 모형을 이용한 이등분 각도 기법의 한 예시(개에서 우측 상악 송곳니의 외측상). 
검은색 선은 송곳니의 장축을 지시하고 붉은색 선은 송곳니의 장축과 필름 평면 사이의 이등분 선을 지시한
다. 검은색 화살표는 중심 엑스레이 빔을 지시하는데 이것은 이등분 선(붉은색)에 직각이다. 

    

Fig. 4 마취된 환자(왼쪽)에서 왼쪽 상악 송곳니(외측상)의 방사선 촬영을 위한 방벽 봉투(barrier 
envelope) 안에 있는 size #2 구강 내 영상 플레이트를 이용한 이등분 각도 기법의 묘사 및 방사선 사진 결
과(오른쪽). 송곳니가 방사선 상에서 중앙에 잘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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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 기법 

구강-외 근접-평행 기법은 고양이에서 구강 내 이등분 각도 기법을 사용했을 때 종종 나타나는 뒤쪽 상악 치
아 뿌리 위로 협골궁의 겹침을 피하기 위해 상악 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의 방사선 촬영에 이용된다(AVDC 
2016a, Oaks A 2000, Niemiec BA and Furman R 2004). 고양이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위치하고 고
양이의 머리/상악 아래의 테이블 위에 필름을 위치하라(방사선 촬영이 될 측면이 테이블/필름에 더 가깝다). 
환자의 입은 완만한 개구기를 이용하여 열려 있다(단기간 동안만 개구기를 이용하라 - 예컨데 방사선 촬영
만을 위해 - 개구기 사용과 관련된 가능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 마취 부분을 참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선택 사항은(Fig. 5 왼쪽) 고양이의(반대쪽 상악 치아와 겹침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약간 비스듬히 위치하
고 중심 엑스레이 빔이 필름에 수직이 되도록 엑스레이 관을 위치하는 것이다. 필름의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컨데 만약 사이즈 #2 필름을 사용한다면) 방사선 촬영이 될 치아들의 뾰족한 끝단들이 필름 가장
자리를 따라 결집되도록 머리를 위치하라.  

     

Fig. 5 마취된 환자에서 오른쪽 상악 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의 방사선 촬영을 위해 방벽 봉투 내의 size #4 
구강 내 영상 플레이트를 사용한 구강-외 근접-평행 기법의 묘사(왼쪽) 및 방사선 사진 결과(오른쪽). 이 상
을 “오른쪽 상악- 구강-외”라고 항상 표시하라. 오른쪽 상악 P4의 앞쪽 뿌리들의 분리를 주의하라 - 또한 협
골궁이 이 치아들의 뿌리 끝단이 아니라 치관에 겹쳐지는 것을 주의하라.   

구강 내 근접-평행 기법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구강이 열려있는 채로 필름은 구강을 따라 대각선으로 위치된다(약간은 개구기로
서 작용). 필름은 반대쪽의 상악 치아의 구개 표면 위에 그리고 같은 쪽의 하악 치아의 혀쪽 표면에 놓여야 
한다. 빔은 그리고 나서(거의 치아 뿌리에 수직으로) 플레이트에 거의 평행하게 위치된다(Woodward TM 
2009)(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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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오른쪽 상악 치열의 근접-평행 영상 

a) 근접 평행 기법을 위한 정확한 위치. 
b) 뿌리 위의 최소한의 협골궁 간섭을 가지는 적절한 결과 영상. 

표준 상(views)(AVDC 2016a) 

개에서의 표준 상은 1) 상악 앞니 및 송곳니의 교합상(이등분 각도 기법), 2) 상악 송곳니의 외측상(이등분 
각도 기법), 3) 앞쪽 상악 치아(P1-P3; 이등분 각도 기법), 4)뒤쪽 상악 치아(P4-M2; 이등분 각도 기법), 
5) 하악 앞니 및 송곳니의 교합상(이등분 각도 기법), 6) 하악 송곳니의 외측 상(이등분 각도 기법), 7) 앞
쪽 하악 치아(P1-P3; 이등분 각도 기법), 8) 뒤쪽 하악 치아(P4-M4; 평행 기법)을 포함한다.  

고양이에서의 표준 상은 1) 상악 앞니 및 송곳니의 교합상(이등분 각도 기법), 2) 상악 송곳니의 외측상(이
등분 각도 기법), 3) 상악 치아(P2-M1)의 구강-외(근접-평행)상, 4) 하악 앞니 및 송곳니의 교합상(이등
분 각도 기법), 5) 하악 송곳니의 외측상(이등분 각도 기법), 6) 뒤쪽 하악 치아(P3-M1; 평행 기법)을 포함
한다.  

뿐만 아니라 상악 4번째 작은어금니의 겹쳐진 앞쪽-뺨쪽 및 앞쪽-구개쪽 뿌리들의 분리를 위해 다른 상(들)
이 포함될 수 있다 (AVDC 2016a, Niemiec BA and Furman R 2004).  

치과 방사선의 단순화된 접근이 Dr. Tony Woodward에 의해 개발되었다(Woodward TW 2008). 이 기
법은 어떤 각도의 직접적인 측정을 이용하지 않지만 대신 진단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략의 각도를 사용한다. 

이 체계에서 20, 45 및 90도가 모든 방사선 촬영을 위한 단 3개의 각도들이다.  

하악 작은어금니와 큰어금니는 90도 각도에서 노출이 된다(평행 기법). 상악 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는 치
관과 수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센서는 구개를 가로질러 본질적으로 평평하게 위치하여 90도 각도를 만
든다. 그러므로 상악 작은어금니 및 큰어금니는 45도 엑스레이 센서 이등분 각도를 이용하여 영상화된다.  

송곳니와 앞니의 뿌리는 구개/하악 잇몸까지 원위쪽으로 대략 40도 각도로 굽어져있고 따라서 앞-뒤쪽으로 
20도 각도를 가지고 영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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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방사선의 해석 

기술적 품질 

방사선 사진이 획득되면 기술적인 품질이 평가되어야 한다(예, 중요 영역이 영상에 있는가? 치아의 신장/단
축이 있는가? 노출의 품질이 어떠한가? 사진 처리 과정의 오류가 있는가?)(Mulligan et al 1998, Eisner 
ER 2000).  

  

Fig. 7 고양이의 외측상에서 오른쪽 하악 송곳니의 신장의 예. 이것은 이등분 각도 기법의 부적절한 사용의 
결과이다(방사선 빔이 치아의 장축에 거의 수직으로  편중되었다).  

  

Fig. 8 개에서 오른쪽 상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은어금니의 단축의 예. 이것은 이등분 각도 기법의 

부적절한 사용의 결과이다(방사선 빔이 필름에 거의 수직으로 편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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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고양이에서 인화된 영상에서 뚜렷한 인공 물질을 야기하며 소실된 하악의 왼쪽 첫 번째 큰어금니 부
위의 해석을 방해하는 영상 플레이트 위의 혈액의 예.   

치과 방사선 사진의 배치 

방사선 사진은 “입술모양 배치”를 사용하여 위치되어야 한다.  

1) 만약 일반 치과 필름을 사용한다면, 양각의 점/방향 표시가 구강 내 기법이 사용된 모든 방사선 사진
에서 반드시 위쪽을 향해야 한다. 
a. 점 방향을 확실히 하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디지털 시스
템에서 표준 방향이기 때문이다.  

2) 상악 치아의 치관이 아래를 향하고 하악 치아의 치관은 위로 향해야 한다.  

3) 교합상은 첫 번째 앞니와 중심선이 중심에 위치한다.  

4) 큰어금니는 외면에 위치 한다.  

  
이 표시는 환자의 왼쪽에 있는 치아의 방사선 사진이 오른쪽에 있게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구강-외 상들의 위치를 주의하라).  (AVDC 2016b). 

치과 방사선 사진의 해석 

진단에 유용한 양질의 방사선 사진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치과 방사선 사진의 해석은 해부
적/발생적 비정상, 치주 병소, 근관 병소, 다른 비정상의 진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상적인 치과 방사선 
사진의 해부학 지식이 요구된다(Niemiec BA 2005, Dupont G and Debowes LJ 2009).(구강 병리 부
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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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발치 

서론 

발치는 대부분의 동물 병원에서 가장 흔히 수행되는 행위이지만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발치는 일반적으로 
감염된/혹은 통증이 있는 치아 제거를 위해 수행된다. 징후들은 근관 질환(예컨데 파절된 혹은 내인성으로 
착색된 치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증증 치주 질환, 외상성 부정 교합, 잔존 유치, 치아 흡수, 감염된 치아, 뒤
쪽 구내염, 맹출되지 않은 치아를 포함한다.  

병적인 치아의 완전한 발치는 존재하는 질환 상태를 거의 예외없이 해소한다. 그러나 발치가 부적절하게 수
행될 때 심지어 단순한 행위들 조차도 출혈, 골수염, 구-비강 누공, 하악관 또는 비강으로 치아 뿌리를 밀어 
넣기, 턱 골절, 안구 손상을 포함한 많은 의인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Taylor TN 2004, Holmstrolm 
Se et al 1998, Niemiec BA 2014).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인성 합병증은 잔존된 치아 뿌리이다
(Woodward TM 2006, Moore JI & Niemiec BA 2014). 이것은 일반적으로 잔존 뿌리 내에 혹은 주
위에 지속적인 감염을 유발한다(Woodward TM 2006). 적절하고 성공적인 폐쇄형 치과 발치의 지침은 
다음의 10 단계에 요약되어 있다. 이 단계들은 단근(single rooted) 치아를 위한 기법을 구성한다; 하지만 

다근 치아는 분절 후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된다. 마지막으로 큰 치아와 뿌리 이형성을 가진 치아는 점막골막
(mucoperiosteal) 피판 형성과 골 제거를 포함하는 “개방형” 접근을 이용하여 가장 잘 치료된다.  

1 단계: 동의를 받아라 
얼마나 진행된 문제인지 혹은 발치가 적절한 치료라는 것이 얼마나 명백한지 관계 없이 사전 보호자 동의 없
이는 절대 발치를 수행하지 말라(Holmstrolm SE et al 1998). 이 동의는 문서 형태가 선호되지만 전화 통
화 상에서 구두로도 허용 가능하다. 만약 보호자가 연락이 불가능하고 사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발치를 
진행하지 말라(Niemiec BA 2008). 

2 단계: 치료 전 치과 방사선 사진을 획득하라  
치과 방사선 사진은 발치 시작 전에 모든 차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Tier 1 국가에서는 일반 방사선도 허용 
가능할 것이다)(장비 부분을 참고)(Niemiec BA 2009, Holmstrolm SE et al 2009). 방사선 사진은 수
의사가 현재 질병의 양, 뿌리 이상, 흡수/강직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Niemiec BA 2009, Blazejewski 
S et al 2006). 치주 질환으로 부터 원발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하악 치조골 소실은 뼈를 약하게 하고 환자
에게 의인성 병적 골절을 쉽게 야기한다. 치조골 경직은 전통적 거상(traditional elevation)으로는 실질적
으로 발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치과 방사선을 통해 확인된 진행된 Type 2 고양이 치아 흡수에
서는 치관 절단술이나 의도적 뿌리 보전이 허용된다(DuPont 1995). 요약하자면 치과 방사선 사진은 치료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보와 치과 발치 행위의 성공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사진은 의료 기
록에서 확고한 증거를 제공한다(Niemiec BA 2009).  

3 단계: 적절한 시계와 접근성을 확보하라 
환자는 구강의 치료 부위의 시계를 최대한 허락하고 수의사가 가장 편하고 따라서 더 성공적일 수 있도록 위
치해야 한다(Holmstrolm SE et al 1998). 수술 조명은 밝고 수술 부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수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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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흡입기, 공기/물 주사기, 거즈가 항상 이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돋보기가 유용
할 수 있다(Niemiec BA 2008).  

4 단계: 통증 관리 
발치는 수술적 과정이며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다양식의 진통제 접근이 뛰어난 진통을 제공하
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에 따라 이 접근이 사용되어야 한다(Kelly DJ et al 2001, Lanz GC 2003)(마취 
부분 참고). 

5 단계: 잇몸 부착을 절단하라.  
이것은 수술 칼, 골막 거상기, 치과 거상기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선택된 기구를 치아쪽으로 구부러진 
날의 끝을 치은 열구 내에 위치시키는데 이것은 도구를 치주 인대 공간 내에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
게 하지 못하면 점막 손상을 야기하거나 잇몸을 통과하는 절단을 야기할 수도 있다. 날은 그리고 나서 치조
골 높이에서 뿌리 끝단쪽으로 전진된고 전체 치아 주위를 통해 조심스럽게 작업된다(Niemiec BA 2008, 
Hobson P 2005).  

6 단계: 거상 

거상/탈구는 발치 과정에서 가장 섬세하고 위험한 단계이다. 거상기는 날카로운 외과 기구이고, 작업 부위에
는 상당히 중요하고 섬세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거상기가 환자 뇌를 찌르는 것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사망이 확인된 것 뿐만 아니라 발치 기구에 의한 안구 손상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Smith MM 
et al 2003). 기구 미끄러짐 또는 병적인 뼈를 만나는 것과 같은 사건에서 의인성 손상의 야기를 피하기 위
해 검지를 기구의 끝단 가까이에 위치해야 한다(Niemiec BA 2008, Blazejewski S et al 2006).  

뿌리의 굽은 정도와 크기에 맞는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Woodward TM 2006). 일반적으로 “작
은 것부터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더 적은 압력과 더 적은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탈구형 그리고 날
개가 달린 형태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거상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거상기와 날개
가 달린 거상기는 치주 인대를 찢기 위해 “삽입과 비틀기” 동작으로 사용되는 반면 탈구기는 치주 인대를 절
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되는 동안 흔드는 동작으로 사용된다. 수의사는 아마 거상을 
위해 탈구기를 부드럽게 비트는 것에 유혹될 수도 있지만 탈구기는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
으로 사용되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거상은 치주 인대 공간(치아와 치조골 사이)으로 견고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Niemiec BA 2014). 삽입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쪽으로 10-20도 정도로 기구를 유지하는 동
안 진행되어야 한다(Harvey CE & Emily PP 1993). 뼈와 치아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기구는 부드

럽게 비틀어진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치주 인대를 약화시키고 절단하기 위해 10-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라(Holmstrolm SE et al 1998). 하나의 중요한 점은 치아는 거상 중 적어도 약간은 
움직여야 한다. 만약 치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치주 인대에 어떠한 손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탈구는 탈구기를 치은 열구에 부드럽게 삽입시키고 그것을 기구가 뿌리쪽으로 전진할 때 진동에 의해 일어
난다. 탈구 거상기(luxating elevators)를 이용할 때 많은 수의 치과 의사들이 탈구와 거상의 조합을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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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인대는 짧고 강렬한 힘에 매우 효과적으로 저항한다(Proffit WR et al 2000). 장기의 힘의 발휘
(exertion of prolonged force)에 의해서만 (예컨데 10-30초) 인대가 약하게 될 것이다. 증가된 압력은 
치조골과 치아에 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상당한 힘을 전달시킬 것이다. 따라서 힘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
다. 10-30초 동안 유지한 후 치아 주위로 약 1/8 정도 기구를 재위치시키고 위의 단계를 반복하라. 매 번 
거상기를 뿌리쪽으로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면서 치아 주위 360도를 계속 시행하라(Niemiec BA 2014, 
Holmstrolm SE et al 1998, Wiggs RB & Lobprise HB 1997).  

성공적인 거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오로지 천천히, 안정된 거상이 부러짐이 없이 뿌리를 느슨하게 
할 것이다. 파절된 뿌리 끝단을 제거하는 것보다 온전한 뿌리를 발치하는 것이 항상 더 쉽다(Woodward 
TM 2006, Niemiec BA 2008, Blazejewski S et al 2006).  

만약 거상이 단시간 내에 치아의 흔들림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발치 기술, 혹은 
치아-치조골 유착 부위 때문일 것이다. 만약 발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적 접근이 좋은 선택이다. 실
패의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방사선 사진의 재촬영을 고려하라.  

7 단계: 발치 
치아를 제거하는 것은 치아가 아주 흔들리고 느슨해진 이후에만 시도해야 한다. 이것은 발치 겸자을 이용하

여 치아를 잡고 소켓으로부터 치아를 조심스럽게 당겨냄으로써 성취된다. 만약 뿌리가 다루기 쉽다면(둥글
지만 심하게 구부러져있지 않은) 비틀림이 최대 10초 동안 유지되는 한 부드러운 회전이 가능하다. 뿌리의 
파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마라(Wiggs RB & Lobprise HB 1997, Niemiec 
BA 2008, Niemiec BA 2014). 

발치 겸자를 손가락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안된다. 만약 치아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상이 약간 더 필요하다. 치아가 치조골로부터 쉽게 제거될 만큼 충분히 느슨해질 때
까지 거상을 다시 한 번 시작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뿌리 파절이 거상기를 이용할 때
보다 발치 겸자를 이용할 때 더 흔히 일어나기 때문이다(Niemiec BA 2015). 

8 단계: 치조 성형 
이 단계는 질병 조직 또는 뼈, 혹은 잇몸을 자극하고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는 뼈의 거친 가장자리를 제거하
기 위해 수행된다. 질병 조직은 큐렛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제거될 수 있다. 뼈 제거와 다듬기는 냉각수 고속 
공기 구동 핸드 피스(a water-cooled high-speed air driven hand-piece)에 장착된 거친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가장 잘 수행된다(Smith MM 1998, Taney KG & Smith MM 2006, Wiggs RB & 
Lobprise HB 1997, Frost Fitch P 2003, Harvey CE & Emily PP 1993, Niemiec BA 2014).   

9 단계: 수술 후 치과 방사선 촬영 
치과 방사선 사진은 치아의 완벽한 제거를 문서화하기 위해 발치 후에 촬영되어야 한다(Holmstrolm et al 
2005, Niemiec BA 2009, (Figure 20). 최근 한 연구는 개와 고양이에서 발치된 열육치의 92%가 잔존

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Moore JI & Niemiec B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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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된 뿌리의 끝단이 감염을 일으키거나, 더 흔히 이물로서 작용하고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Wiggs RB & Lobprise HB 1997Ulbricht RD 2003). 이 합병증이 관찰되는 임상 증상은 드물지만 잔
존된 뿌리는 통증을 유발하고/혹은 감염된다. 가끔식 이 문제는 잔존된 뿌리로부터 배액관을 유발하고 이것
은 의료 사고 청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Holmstrolm SE et al 1998).  

10 단계: 발치 부위의 폐쇄 
이것은 수의 치과 전문의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주제이며 따라서 일부 교과서들은 단지 큰 발치에서만 봉합
을 권고한다. 그러나 많은 저자들은 거의 모든 발치 부위의 봉합을 권장한다. 발치 부위의 폐쇄는 지혈을 촉
진하고 수술 후 안락과 미관을 향상시킨다. 큰 치아의 경우 혹은 발치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잇몸 피판이 만들
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지시된다. 이것은 역 절단 바늘(reverse cutting needle)이 달린 크기 3/0에서 5/0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가장 잘 이루어진다. 폐쇄는 2-3mm 간격의 단순 단속 봉합으로 수행된다
(Figure 18). 혀 동작에 대항하기 위해 제조사의 권장보다 하나 더 추가적인 감기(throw)를 사용할 것이 
더 권장된다(Smith MM 1998, Taney KG & Smith MM 2006, Wiggs RB & Lobprise HB 1997, 

Frost Fitch P 2003, Harvey CE & Emily PP 1993, Niemiec BA 2014). 
피판 폐쇄에서는 성공적인 치유와 밀접한 몇몇 중요 사항들이 있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선 위에 장력(tension)이 없어야 한다 (Blazejewski S et al 2006, 
Frost Fitch P 2003). 만약에 봉합선 위에 어떠한 장력이 존재한다면 그 봉합은 나중에 벌어질 것이다. 장
력은 아케이드를 따라 잇몸 절개를 연장(봉투 피판(envelope flap)이라 명명된)하거나 혹은 수직 이완 절
개(vertical releasing incisions)를 만들고 골막 천공술(periosteal fenestration)에 의해 제거될 수 있
다(Blazejewski S et al 2006, Frost Fitch P 2003). 골막은 뺨쪽 점막(buccal mucosa)을 아래의 뼈에 
부착시키는 매우 얇은 섬유 조직이다(Evans HE 1993Grant DA et al 1998). 그것은 섬유성이기 때문에 
경직성이며 장력이 없이 결손을 폐쇄하는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 뺨쪽 점막은 매우 유연하고 따라서 큰 결손
을 폐쇄하기 위해 당겨질 것이다. 장력이 없이 피판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치될 때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면 제 위치에서 봉합이 될 것이다. 천공술은 외과용 날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지만, LaGrange 가위
가 더 훌륭한 통제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피 조직은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
직의 가장자리에서 조직 제거술이 완전하게 시행된 것을 확인하라(Blazejewski S et al 2006). 이것은 구-
비강 누공을 폐쇄할 때 가장 중요하다.  

다근(multirooted) 치아의 발치 
모든 다근 치아를 단근(single rooted) 조각으로 절단하라(Smith MM 1998, Charmichael DT 2002). 

거의 모든 다근 치아의 뿌리들은 분기하며 이것은 만약 발치가 한 조각으로 시도된다면 뿌리 끝의 부러짐을 
야기할 것이다(Wiggs RB & Lobprise HB 1997 Manfra Marretta S 2002). 흔들리는 치아에서는 절
단 단계만으로도 종종 단순한 발치를 가능하게 한다.  

치아 절단에 가장 좋은 기구는 고속 공기 구동 핸드 피스에 달린 버(bur)이다(Charmichael DT 2002, 
Blazejewski S et al 2006 ). 가장 효율적인 장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괴사를 야기할 수 있는 주위 뼈의 과
열을 방지하는 공기 및 물 냉각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다양한 형태의 버가 사용 가능하지만 많은 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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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ut taper fissure bur(고양이와 소형견에서 699, 중형견에서 701 그리고 대형견에서 702)를 선
호한다(Niemiec BA 2008, Wiggs RB & Lobprise HB 1997).  
치아를 절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근 이개부(furcation)에서 시작하여 치관 쪽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Niemiec BA 2014). 이 방법은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이용된다. 첫 번째 그것은 치근 이개부를 놓쳐 
뿌리를 절단하고 뿌리를 약하게 하여 뿌리 파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회피한다(Smith MM 
1998). 두 번째로 이 방법은 또한 치아를 지나쳐 절단하고 부주의하게 잇몸 또는 치조골을 손상시킬 가능성
을 회피한다.  
두근(two rooted) 치아는 일반적으로 치아를 두 개의 반으로 분리하기 위해 중간에서 절단된다. 고양이에
서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는 그것의 불균형적인 뿌리들 때문에 예외이다(아래 참고). 개에서 세근(three 
rooted) 큰어금니의 적절한 절단은 뺨쪽 교두 끝단(buccal cusp tips) 사이에서 절단되고 그리고 나서 바
로 구개쪽에서 수행된다(Figure 23). 치아가 적절히 절단된 후 각 단근 조각을 위해 위의 단계들을 따르라.  

개방 발치: 
어려운 발치는 개방 접근을 통해서 가장 잘 수행된다(Niemiec BA 2008). 이것은 전형적으로 송곳니와 열
육치(상악 4번째 작은어금니와 하악 첫 번째 큰어금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뿌리의 이형성 또
는 병소 그리고 잔존된 뿌리를 가진 치아에 유효하다(Woodward TM 2006, Blazejewski S et al 2006, 
Frost Fitch P 2003 ).  

개방 접근은 수의사가 더 쉬운 발치 과정을 조장하는 소량의 뺨쪽 피질골을 절개하는 것을 허락한다. 개방 
발치는 잇몸 절개 피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아치를 따라 수평 절개 피판(봉투 피판) 혹은 수
직 이완 절개를 가지는 피판(완전 피판)일 수 있다(Blazejewski S et al 2006). 봉투 피판은 발치되는 치
아 혹은 치아들의 한쪽 옆면에서 하나부터 여러 개의 치아를 포함하는 아케이드를 따라 골막 거상기를 이용
하여 잇몸 부착을 분리함으로써 형성된다(Grant DA et al 1988, Niemiec BA 2015 )(Figure 25). 피
판은 아케이드를 따라 치아 사이의 공간 잇몸 내에서 잇몸을 절개하여 점막잇몸 연접부(mucogingival 
junction, MGJ) 수준의 혹은 아래의 조직을 분리함에 따라 형성된다. 이 피판의 장점은 혈액 공급이 방해
되지 않으며 더 적은 봉합이다.  
더 흔히 사용되는 피판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수직 이완 절개를 포함한다(Holmstrolm SE et al 1998, 
Niemiec BA 2015),(Figure 26). 이 방법은 더 큰 피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만약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더 큰 결손의 폐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고전적으로 수직 절개는 목적 치아의 선 각도(line 
angle)에서 혹은 목적 치아 쪽으로 앞쪽 및 원위쪽에서 형성된다(Smith MM 2003). 만약 자연적으로 나

타나는 치아 간격 혹은 이전의 발치와 같은 치아 사이의 공간이 있다면, 절개는 건강한 치아쪽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그 공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Niemiec BA 2014).  
절개는 끝단쪽으로 약간 벗어나서(치은 변연부에서 보다 기저에서 더 넓게) 만들어져야 한다(Carmichael 
DT 2002, Manfra Marretta S 2002). 전층 절개는 (천천히 그리고 변동이 심한 것 보단) 한 번의 동작에
서 만들어져야 한다. 전층 절개는 뼈에 이르기까지의 절개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골막은 피판과 함께 유
지된다(Manfra Marretta S 2002, Frost Fitch P 2003). 형성이 되면 전체 피판은 골막 거상기를 이용
하여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점막-잇몸 연접부에서 피판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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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판 거상 후 뺨쪽 뼈가 카바이드 버를 이용하여 제거될 수 있다. 제거되는 양은 이견이 있는데 일부 치과  
전문의들은 뺨쪽의 덮고 있는 전체 뼈를 제거하고 다른 치과 전문의들은 하악에서는 뿌리 길이의 단 1/3 그
리고 상악에서는 1/2을 제거한다(Smith MM 1998, Frost Fitch P 2003). 이것은 뺨쪽 면에서만 수행되
어야 한다. 만약 적절한 발치가 불가능하다면 더 제거될 수 있다.  
뼈의 제거 후 다근 치아는 절단 되어야 한다(위쪽 참고). 일부 저자들은 피판 형성 전에 절단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각 조각들에서 단근 치아 발치를 위해 설명된 단계를 따르라. 뿌리가 제거된 후 (그리고 
방사선 사진 증거가 획득되고 난 후) 치조골은 폐쇄 전에 다듬어져야 한다(치조 성형 참고). 

폐쇄는 골막 천공술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개시된다(위쪽 참고). 골막은 뺨쪽 점막을 아래에 있는 뼈에 연결
시켜주는 매우 얇은 섬유성 조직이다(Niemiec BA 2014, Grant DA 1988). 골막이 섬유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직성이고 장력이 없이 결손을 폐쇄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뺨쪽 점막은 매우 유연하며, 
큰 결손을 덮기 위해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골막의 절개는 이런 속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천공술은 
피판의 기저부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골막이 매우 얇기 때문에 매우 얕아야 한다. 이 단계는 피판을 잘라먹

지 않도록 조심스런 주의가 요구된다. 이것은 외과용 수술도를 이용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LaGrange 
가위가 더 훌륭한 통제력을 제공한다. 
  
천공술 후 피판은 봉합이 없이도 희망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장력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완이 폐쇄 전에 좀 더 필요하다. 이완이 성취되면 피판은 위쪽의 폐쇄 부분에서 설명된 
것처럼 봉합된다.  

치관 절단술 
TRs을 가진 치아에서 치료의 선택은 발치이다. 그러나 치관 절단술은 진행된 type 2 병변에서 허용되는 치
료 선택이다(Dupont, 1995). 치관 절단술은 환자에게 상당히 더 작은 외상을 발생시키며 완전 발치보다 
더 빠르게 치유된다. 비록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다할지라도 이 과정은 여전히 논쟁이 있다. 수의 치과 전
문의들은 뿌리가 심각하게 혹은 완전히 뼈에 의해 대체되었을 때만 일반적으로 이 치료 선택을 사용한다. 불
행하게도 대부분의 일반 수의사가 이 기법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 치관 절단술은 특정 기준에 충족될 때만 
수행될 수 있다 (Niemiec BA 2015). 

이 기준들은: (Figure 33) 

• 방사선사진 상으로 type 2 TRs이 확진되었을 때  

• 근관 질환의 증거가 없을 때(치근단 주위 희박화) 

• 치주골 소실의 증거가 없을 때 

• 방사선 사진 상으로 치근관(root canal) 증거가 없을 때 

• 치주 인대의 방사선 사진의 증거가 없을 때 

• 뒤쪽 구내염을 치료하지 않을 때 

저자들은 이 기법을 하악 송곳니와 3번째 작은어금니에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악 첫 번
째 큰어금니(특히 원위쪽 뿌리)와 상악 송곳니도 종종 이 방법으로 치료된다. 방사선 사진 상의 발견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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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다른 치아들은 일반적으로 발치된다. 수의사들은 치과 방사선이 없이 치관 절단술을 수행해서는 안된
다. 이런 경우에서는 치아들은 완전히 발치되거나 치과 방사선 시설이 있는 곳으로 환자를 위탁해야 한다.  

기법  
치관 절단술은 목적 치아 주위의 작은 잇몸 피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a) 다음, 치조골 수준에서 전체 
치관을 제거하기 위해 고속 핸드 피스에 달린 cross cut taper fissure bur를 사용하라. (b) 그리고 나서, 
뼈와 치아가 coarse diamond bur를 이용해서 다듬어져야 한다. (c) 치아가 적어도 뼈 수준에서 제거된 것
을 방사선 사진 상으로 확인한 후 결손 부위 위에서 잇몸을 봉합한다. (d) 이것은 장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간의 천공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발치는 수의학에서 매우 흔한 치료 과정이고 특히 초보자에게는 때로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이 치료는 구강 통증과 감염을 해소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발치 과정이 적절한 주
의를 가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뿌리 끝단 파절 및/혹은 더 심각한 의원성(iatrogenic) 문제와 같은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단계들을 따르고 인내심을 활용함으로써 발치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더 
성공적이고 보람될 것이다.  

핵심 사항 

• 발치는 수술적 치료 과정이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다른 수술과 같은 수준의 주의를 가지고 치
료되어야 한다.  

• 모든 발치는 절단과 뺨쪽 피질골 제거를 통하여 단순한 단근 발치로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을 숙달
하라 그러면 발치가 수행될 수 있다.  

• 발치는 통증을 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포함한 적절한 통증 관리가 모든 환자에서 제공되
어야 한다.  

• 치관 절단술은 단지 특정 기준(임상적 및 방사선 사진)이 충족될 때만 고양이에서 진행된 type 2 병변
을 위해 용인되는 치료 방법이다.  

•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발치하지 마라.  

References:  

Holmstrolm SE, Frost P, Eisner ER: (1998) Exodontics, in Veterinary Dental Techniques (2 
ed). Philadelphia, PA, Saunders, pp 238-242  

Wiggs RB, Lobprise HB (1997) Oral Surgery, in Veterinary Dentistry, Principals and Practice. 
Philadelphia, PA Lippincott ‒ Raven, pp 312-377  

Taylor TN, Smith MM, Snyder L (2004) Nasal displacement of a tooth root in a dog. J Vet 
Dent. 21(4):222-5.  

-   -150



Blazejewski S, Lewis JR, Reiter AM: (2006) Mucoperiosteal flap for extraction of multiple 
teeth in the maxillary quadrant of the cat. J Vet Dent. 23(3): 200-305.  

Woodward TM: Extraction of fractured tooth roots. (2006) J Vet Dent. 23(2): 126-9.  

Smith MM. (1998) Exodontics in: Vet clin N Am sm anim pract. 28(5): 1297-319.  

Moore JI, Niemiec B: (2014) Evaluation of extraction sites for evidence of retained tooth 
roots and periapical pathology. J Am Anim Hosp Assoc.50(2):77-82.  

Niemiec BA (2008 ) Extraction Techniques. Top Companion Anim Med. 23(2):97-105.  

Niemiec BA (2009) Case based dental radiology. Top Companion Anim Med.24(1):4-19.  

DuPont G (1995). Crown amputation with intentional root retention for advanced feline 
resorptive lesions: a clinical study. Journal of Veterinary Dentistry 12, pp:9‒13.  

Kelly DJ, Ahmad M, Brull SJ. (2001) Preemptive analgesia I: physiological pathways and 
pharmacological modalities. 48(10):1000-10.  

Kelly DJ, Ahmad M, Brull SJ. (2001) Preemptive analgesia II: recent advances and current 
trends. Can J Anesth. 48(11):1091-101,  

Lanz GC: (2003) Regional anesthesia for dentistry and oral surgery. J Vet Dent. 20(3): 
181-186.  

Hobson P: (2005) Extraction of retained primary teeth in the dog. J Vet Dent 22(2): 132-7.  

Smith MM, Smith EM, La Croix N, Mould J: (2003) Orbital penetration associated with tooth 
extraction. J Vet Dent. 20(1): 8-17.  

Harvey CE, Emily PP. (1993) Oral Surgery, in Small Animal Dentistry. Mosby, St. Louis, pp 
213-265  

Niemiec BA (2014) Dental extractions made easier. Practical Veterinary Publishing, San 
Diego.  

Proffit WR, Fields HW (2000) Contemporary Orthodontics (ed 3). St. Louis, Mo, Mosby, pp 
297-306.  

Niemiec BA (2015): Extractions. In: Feline Dentistry for the General Practitioner. San Diego, 
Practical Veterinary Publishing.  

-   -151



Charmichael DT (2002): Surgical extraction of the maxillary fourth premolar tooth in the 
dog. J Vet Dent. 19(4): 231-3.  

Frost Fitch P: (2003) Surgical extraction of the maxillary canine tooth. J Vet Dent. 20(1): 
55-8.  

Ulbricht RD, Marretta SM, Klippert LS (2003). Surgical extraction of a fractured, nonvital 
deciduous tooth in a tiger. Journal of Veterinary Dentistry 20(4): 209‒12.  

Taney KG, Smith MM: (2006) Surgical extraction of impacted teeth in a dog. J Vet Dent. 
23(3): 168-77.  

Evans, HE: (1993) The skeleton, in Miller’s anatomy of the dog (3rd ed) Philadelphia, PA, 
W.B. Saunders, pp 122-218  

Grant DA, Stern IB, Listgarten MA (1988 ) Alveolar Process, in, Periodontics. St. Louis, MO, 
C.V. Mosby, pp 94-118  

Manfra Marretta S (2002) Surgical extraction of the mandibular first molar tooth in the dog. 
J Vet Dent. 19(1):46-50.  

Grant DA, Stern IB, Listgarten MA:(1998) Periodontal flap, in, Periodontics. St. Louis, MO, 
C.V. Mosby, pp 786-822  

Smith MM: (2003) Line angle incisions. J Vet Dent. 20(4): 241-244.  

Frost Fitch P (2003) Surgical extraction of the maxillary canine tooth. J Vet Dent. 20(1): 
55-8.  

-   -152



Section 8: 치과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WSAVA 치과 표준화 프로젝트 위원회는 학부 및 대학원 수준 모두에서 수의 치과 강의가 설치될 것을 강력
히 권고하고 있다.  

수의과 대학에서의 훈련 
비록 구강 및 치과 질환이 소동물에서 아주 흔하다고 할지라도 수의 치과학은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의 수의
학 교육 과정에서 매우 무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수의 수의학과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치과학을 포함하
고 단지 조금 더 많은 수가 일반적으로 제한된 등록을 가지는 선택 과정으로 수의 치과학을 제공한다(Perry 
2014). 모든 대학에서 수의 치과 교육은 적어도 구강 및 치과 해부학, 생리학, 구강/치과 검사 기법(치과 방
사선을 포함), 가장 흔한 병변과 질환에 대한 강의를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강/치과 검사, 치과 방사
선, 치주 치료, 국소 마취, 발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실습 wetlabs이 제공되어야 한다. “작은 반려동물의 치
과 및 구강 외과에서의 임상적인 역량에 대한 EVDS/EVDC 공동 성명서”에 상세히 설명된 “1일 역량(day-
1 competence)”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부속 동물 병원의 치과 부서를 통한 로테이션이 가능해야 한

다.(Available also at: http://www.evds.org/policystatements/day1skills) 

전문(specialty)으로서 수의 치과는 학생들에게 임상적인 증례를 가지는 필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임상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Esteghamati et al. 2016). 수의 치과 부서의 설립은 장비에 대한 일정 정도
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 대비-효과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장비 부분 참조). 더구나 
부속 동물 병원은 전문의 수준의 수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인
턴 및 레지던트) 학생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협회-인증(Dipl. AVDC, Dipl. 
AVDC-Eq, Dipl. EVDC, Dipl. EVDC-Eq) 수의 치과 전문의의 채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면 
대체 방법으로 학생들은 개인 동물 병원의 수의 치과 전문의와 함께 학외 연수로 수의 치과 로테이션을 완료
하는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협회-인증 수의 치과 전문의가 그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수의 치과에
서 선진 교육을 받은 서류가 있는 수의사(수의 치과 펠로우, 박사, 석사 혹은 유사한)가 수의 치과 교육에 포
함되어야 한다.(CE 부분 참고) 

대학원 교육 

박사 교육 
박사는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학위이며 연구를 중요시한다. 앞으로는 임상가-연구
가를 교육시키기 위해 이상적으로 수의 치과-중심 박사 교육 프로그램 및 이후 전공의(residency) 프로그

램이 혹은 그 반대로 만들어져야 한다(DeLuca et al. 2016).  

전공의 교육 
수의 치과에서 전공의는 현재 세계적으로 두 개의 등록된 협회 중 하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 AVDC(미
국 수의 치과 협회, www.avdc.org) 혹은 EVDC(유럽 수의 치과 협회, www.evdc.org). 전공의 교육은 비
록 전공의가 일부 연구 활동에 참여가 필요하지만 임상-지향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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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의사는 AVCD 혹은 EVDC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대개 적어도 1년 수련의(또는 동등 과정) 과정이 가입 전에 필요하다. 등록 후 교육 과정에 들어
가면 전공의는 AVDC 또는 EVDC 서류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높은 수준의 지식 및 임상 기술을 증명
해야만 한다. 전공의가 협회 가입 시험을 위한 자격이 갖추기 전까지 2.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수 있다(인증
된 표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3년, EVDC의 인증된 대체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5년; 인
증된 AVDC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78주). 응시자가 실기 및 필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야 자격 
취득 상태(Diplomate status)가 수여된다. 앞으로 전공의 교육은 박사 교육 이후에 혹은 박사 교육과 통합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DeLuca et al. 2016, Esteghamati et al. 2016, Bourgeois et al. 2015).  
현재 수의 치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의과 대학의 수준은 형편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수의 치
과에서 교육 및 전공의 프로그램의 설립이 전세계적으로 수의학과의 하나의 주요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  

핵심 사항: 

• 수의 치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의학 교육 과정 중 가장 무시되는 영역이다.  

• 학부생 수준에서 수의 치과 교육은 기초 검사 기법에 관한 강의 및 실습 워크숍, 가장 흔한 구강/치과 질
환 및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  

• 부속 동물 병원은 수의 치과 부서를 설립하고 필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의 수준의 치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수의 치과에서 대학원 교육은 앞으로 이상적으로 박사 교육과 결합된 전공의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수의과 대학에서 수의 치과의 효과적인 교육은 수의학에서 이 영역의 발전에 중요하다.  

References:  

Bourgeois, J. A., Hategan, A., Azzam, A. (2015) Competency-based medical education and 
scholarship: Creating an active academic culture during residency. Perspectives on Medical 
Education 4(5): 254-258.  

DeLuca, G. C., Ovseiko, P. V., Buchan, A. M. (2016) Personalized medical education: 
Reappraising clinician-scientist training.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8(321):321fs2.  

Esteghamati, A., Baradaran, H., Monajemi, A., Khankeh, H. R., Geranmayeh, M. (2016) Core 
components of clinical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with attending physicians and their 
resident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4(2):64-71.  

Perry, R. (2014) Final year veterinary students' attitudes towards small animal dentistry: a 
questionnaire-based survey. Journal of Small Animal Practice 55(9):45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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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취 치과(NAD)에서의 WSAVA의 위치 

이 문서는 반복적인 메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용한 치과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 치과 스케일링, 적절한 구강 검사, 치과 방사선, 발치, 다른 필수 치료를 포
함한다.   

NAD의 비효율성 및 부적절성은 마취 및 복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저자들이 NAD가 완전히 가치가 없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은 치아 표면을 스케일링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구강 검사의 결과를 왜곡한다. 이것은 대
부분의 보호자와 수의사가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을 치석의 정도가 질병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것은 보호자(및 수의사)에게 그 치료 과정이 효과적이라는 잘
못된 인식을 준다.  

외관적 증상의 부재에 근거하여 결정적인 치료가 종종 지연되고 이것은 이런 환자를 종종 만성 통증 및 감염
을 겪게 만든다. 잇몸 아래 부위가 스케일링되지 않고 감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의사는 규칙적으로 깨끗한 

치관을 가지고 있는 치아를 뽑아야 한다.  

위에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위해, WSAVA 치과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NAD가 치료 기준에 밑돌 뿐 아니라 
심각한 동물 복지 우려를 위협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WSAVA는 이런 임상에 격렬히 반대하는 다음의 수의
사 단체들과 함께한다.  

국제 단체들(International Societies): 
- American Veterinary Dental College  
- Academy of Veterinary Dentistry  
- American Veterinary Dental Society  
- European Veterinary Dental College (EVDC ) http://www.evdc.info  
- European Veterinary Dental Society (EVDS) http://www.evdc.info  
- Federation of European Companion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s (FECAVA) http://
www.fecava.org/  
- American College of Anesthesia and Analgesia  

국가 단체들(National Societies):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ustralian Veterinary Association  
Japanese Small Animal Dental Society  

유럽(Europe):  
오스트리아(Austria) 
- Austrian Society of Veterinary Dentistry (ÖEGTZ -Österreichische Gesellschaft für 

Tierzahnheilk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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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Belgium)  
- Belgian-Dutch Scientific dental Society (NWTD -Nederlandstalige Wetenschappelijke 

Tandheelkundige Dierenartsenkring)  
크로아티아(Croatia)  
- Croatian Small Animal Veterinary Section (CSAVS)  
체코(Czech Republic) 
- Czech Veterinary Dental Society (CVDS)  
핀란드(Finland)  
- Suomen Elinlääkripraktikot ry (SEP)  
     http://www.sep.fi/  
프랑스(France)  
- French Veterinary Dental Group (GEROS-Groupe d'Etude et de Recherche en 

Odontostomatologie)  
독일(Germany)  
- German Veterinary Dental Society (DGT ‒ Deutsche Gesellschaft für Tierzahnheilkunde)  
     http://www.tierzahnaerzte.de/  
그리스(Greece)  
- Hellenic Companion Animal Veterinary Society (HCAVS)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 Italian Society of Veterinary Dentistry and Oral Surgery (SIODOCOV-Societa' Italiana Di 

Odontostomatologia e Chirurgia Orale Veterinaria)  
  h t t p s : / / www. f a c e b o o k . c om / p a g e s / S i o d o c o v - S o c i e t à - I t a l i a n a - d i -
OdontostomatologiaChirurgia-Orale-Veterinaria  
네덜란드(Netherlands)  
- Dental Working Group of the Netherlands (WVT -Werkgroep Veterinaire Tandheelkunde)  
노르웨이(Norway)  
- Norweig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http://www.vetnett.no/svf  
폴란드(Poland)  
- Dental Working Group in Pol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포르투갈(Portugal):  
- ortuguese Society of Veterinary Dentistry (SPMEDVE ‒ Sociedade Portuguesa de Medicina 

Estomatológico-dentária Veterinária e Experimental)  
     http://www.spmedve.com  
루마니아(Romania)  
- Romanian Society of Veterinary Dentistry (ARVS-Asociatia Romana Veterinara de 

Stomatologie)  
     http://www.arvs.ro/  
러시아(Russia)  
- Russ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RS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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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sava.org 
슬로베니아(Slovenia)  
- Sloven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SZVMŽ-Slovensko združenjeveterinarjev za 

male živali) 
     http://www.zdruzenje-szvmz.si/ 
스페인(Spain)  
- Spanish Veterinary Dental Society (SEOVE -Sociedad española de odontología 

veterinaria) 
     http://www.seove.com  
스웨덴(Sweden)  
- Swedish Veterinary Dental Society (SSDt) 
     www.ssdt.se 
스위스(Switzerland)  
- Swiss Society of Veterinary Dentistry (SSVD) 
     www.ssvd.ch 
영국(UK):  
- British Veterinary Dental Association (BVDA) 
     http:// www.bvda.co.uk 

뿐만 아니라, 다음의 수의사 협회들은 비-마취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 California VMB 
• Nevada VMB 
• Ontario (Canada) VMB 
•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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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필수 장비 

구강 검사 

의식이 있는 상태의 환자 평가 
구강 검사는 소동물 임상에서 가장 흔히 수행되는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WSAVA는 구강 검사가 모
든 건강 검사의 필수 부분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정상 및 비정상 검사를 이용한 체계적인 접근은 완벽한 
구강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상세한 구강 내 검사에 필요한 기구는 적절한 조명, 확대기, 펜 라이트를 포함한다.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의사 및 환자 모두들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사는 구강 평가를 위해 
검사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이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수의사는 형편없는 조명 아
래 육안으로 검사를 수행하려고 하고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준다. 펜 라이트(또는 검이/검안경)는 
생동성을 확인을 위해 치아에 빛을 통과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야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환자의 자세는 검사하는 수의사가 편안한 평가를 하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구강을 제공할 것이다(인

체 공학적 자세가 유리하다).  

Tier 1,2,3 국가에서 의식 상태에서의 구강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1. 훌륭한 조명 
2. 검사용 장갑 

전신 마취 하에서의 검사 
전신 마취 및 삽관이 이루어진 후 완전하고 철저한 구강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모
든 치과 과정은 전신 마취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마취 부분 참조). 

기관 내 삽관은 치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두부 패킹을 이용하여 한층 더 호흡 기도를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기관 튜브를 사용 하는 것이 권장된다. 후두경의 사용은 
삽관 및 구강 인후의 평가를 도와줄 것이다.(FIG) 

COHAT 및 다른 치과 과정 동안의 개구 및 시야를 돕기 위해 이용되는 물품들은 스프링이 달려있는 개구기 
보다는 적절한 크기의 소도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양이에서 과도한 개구에 따른 실명의 위험을 숙지하라 
(Martin-Flores M et al 2014, Scrivani PV et al 2014, Barton-Lamb Al et al 2013).  
- 체온 유지 장비: 

- Tier 1: 온수 보온 장비 

- Tier 3&2: 강력한 온풍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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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기법: 흡입 마취, 총 정맥 내 마취, 전-산화(preoxygenation) 및 이후 흡입 마취 중 이용될 산소
의 접근, 국소 신경 차단을 위한 도구 

- 마취 감시: 체온, 맥박 수 및 호흡수 기록, 혈압 기록, 호기 이산화탄소 측정(tier 3, 2) 

- 추가 장비: IV 인퓨전 펌프(tier 3) 

마취 도입 후 수의사는 혀, 잇몸, 점막, 구강 인두, 편도 부위를 포함한 연부 조직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그 다음 소실, 회전 및/혹은 파절 치아를 포함한 경부 조직(상악 및 하악) 및 치열(전체 및 개별적)의 평가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탐침 깊이(치아 당 최대 6 지점), 잇몸 퇴축 및 비대, 흔들림, 치근 이개부 연
루, 다른 구강 병변을 포함한 치주 건강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상 및 비정상 소견 모두 치과 기록지에 기록
되어야 한다(검사 부분 참고). 

상세한 구강 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장비는 (Tier 1,2,3) 다음과 같다: 
1. 훌륭한 조명 
2. 확대기(예컨데 루페 또는 돋보기) 

3. 사진(카메라 또는 비디오 - 모바일 폰 가능) 
4. 치주 탐침 
5. 치과용 거울 
6. 입술 견인기 
7. 개구기(적절한 크기의 주사기 또는 플라스틱 개구기) 
8. 개인 보호 장구(보호 안경, 마스크 및 검사용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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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탐침은 치은 열구 및 치주 낭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눈금의 밀리미터 표시가 있고 손잡이가 
부착된 뭉툭한 끝을 가진 점점 가늘어지는 일반적으로 금속 혹은 플라스틱의 막대이다. 사용 가능한 몇 가지 
형태가 있다. Williams, Marquis, Michigan-O, UNC 및 Nabors가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하다. FIG 

탐침은 수의사가 치은염의 징후(탐침에서 출혈), 열구 및 낭의 깊이, 잇몸의 비대 및/혹은 퇴축 정도, 치근 
이개부의 노출(다근 치아에서)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탐색기는 종종 치주 탐침의 반대쪽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수의사가 치은 연상 및 치은 연하 모두에서 치석
을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을 가진 기구이다; 흡수 병변, 수질 노출, 침식, 마멸, 에나멜질 또
는 상아질 소실과 같은 치과 결손들 또한 평가될 수 있다. FIG 

치과용 거울은 치열의 뒤쪽 부분 뿐만 아니라 치열의 구개 및 혀쪽 표면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진단 도구이
다. FIG 

입술 견인기는 평가 또는 사진을 위해 뒤쪽 치열의 시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그것은 술야를 향상시키
기 위해 치과 과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 FIG 

진단을 위한 또 다른 선택 사항은 치태를 드러내는 용액이다: 치아 표면 위의 치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염
색이 강해진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한 단계 염색은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다. 치아 스케일링 전에, 2% 
에리스로신 한 방울을 치은 연상의 치아 표면에 떨어뜨리고 약하게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형광 또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도구는 성숙한 치태가 붉은 빛을(치태 내의 포피린 때문에) 발생하게 하는 푸른 
조명(대략 405nm 파장)을 사용한다. 이 정성적(quantitative) 빛-형광의 혹은 QLF 도구는 성숙 치태를 
드러내기 위해 어두운 진료실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선학/방사선 사진 

구강 방사선학 및 방사선 사진은 수의 치과에서 적절한 진단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중요하다. 방사선 사진이 
없이 치과를 수행하는 것은 병원성(iatrogenic) 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병변을 놓칠 확률을 매우 증가
시킨다.  

진단 방사선 사진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x-ray 발생 장치, 치과 필름 및 현상액, 또는 디지털 치과 장치, 적
절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이다. 치과용 목적으로 치과 x-ray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더 좋지만 
일반 전신 x-ray와 적절한 기법의 사용으로 진단 영상이 획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신 방사선 사진은 적
절한 치과 진단을 위한 섬세함이 충분하지 못하고 노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치과 방사선 발생 장치 및 구강 내 필름/센서가 항상 권장된다. 작은 물체(예컨데 발가락) 또는 작은 환자(주

머니 크기 동물)를 방사선 촬영할 때 치과 x-ray 장비가 전신 장비로서 유용할 것이다. FIG 

진단 치과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1) 일반 전신 수의 x-ray 발생 장치(Ti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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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 방사선 발생 장치 그리고: 
a. 비스크린(non-screen) 구강 내 치과 필름 (Tier 2) 
b. 인광체(phosphor)-활성(PSP) 플레이트 (CR system) 
c. 디지털 센서(DR system) 

     디지털 치과 방사선은 모든 tier 3 국가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수동 현상은 암실(입구로부터 빛이 차단된 방)에서 혹은 빛 차단 상자(Chair-side 현상기라 명명) 안에서 
습식 화학 물질을 이용해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작동자가 사전에 설정된 시간 동안 현상액 및 고정액이 
들어있는 탱크 속에 필름을 두어야 한다. 그 결과로 젖은 상태의 필름을 획득한다.  

현상은 또한 자동 현상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습식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만 
내부 롤러가 설정된 속도로 현상액 및 고정액 통을 통하여 필름을 움직이며 생산된 필름은 건조 상태이다.   

현상은 또한 플레이트 또는 센서 상에서 감지된 엑스레이를 컴퓨터 화면에 방사선 사진 영상으로 송출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인광체 플레이트(CR technology)FIG 
이 플레이트는 표면 위의 레진(resin) 속에 쌓인 사진 활성 인광체를 지지하는 유연성의 폴리에스터 필름이
다. 초기 노출 후 인광체 물질 내의 자기장을 띤 원자들이 이차 조명에 의해 자극되기 전까지 크리스탈 격자 
내의 중심 속에 ‘포획되어’ 남아있다. 이 동원된 전자들은 원래의 엑스레이 빔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포획 전
자의 수에 비례하여 생산된 청-자주색 400nm 발광을 방출시킨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발생 신호가 디지털 
영상으로 바뀌는 것을 가능하도록 수집된다. 인광체 플레이트는 다양한 크기가 가능하다: 0에서 4까지, 재
사용 가능하고 교체 가격이 꽤 적당하다.  

디지털 센서(DR technology) FIG 
다양한 인의 및 수의 직접 디지털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치과 방사선 사진 획득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단 
하나의 큰 결점은 직접 디지털 시스템(센서)에는 4번 플레이트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디지털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방사선 노출의 감소, 빠른 영상 발생, 만약 첫 번째 촬영 뷰가 맞지 않을 경우 센서 및/혹은 관머리
(tubehead)의 재위치 가능성 등이다.  

치아 스케일링을 위한 장비 

A. 기본 프로피 키트는(PROPHY KIT) (Tier 1)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진단 장비:  

위 참고 

스케일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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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1. 치석 제거 겸자 FIG, 
2. 스케일러 (치은 연상 스케일링을 위한) FIG 
3. 각종 큐렛(치은 연하 스케일링을 위한) FIG 
4. 연마석 및 오일 

Tier 2 & 3은 위에 더하여 다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치과 장치 (고속 및 저속) FIG 
2. 기계 스케일링: 음파 혹은 초음파(피에조 전기식, 자기 변형식) 

a. 적절한 치은 연상 및 연하 팁 FIG 
3. 연마 치약/부석 FIG 

치은 연상 스케일링을 위한 장비 

핸드 스케일러  
핸드 스케일러는 날에 연결된 손잡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날카로운 점으로 모이는 양면 절단면(double 

sided cutting edge)을 가진다. 날은 교차 단면에서 삼각형이다. 날카로운 날은 치은 연상 치아 표면의 치
태, 치석, 다른 퇴적물 제거에 사용된다. 수정 펜 잡이(modified pen type grasp)로 쥐어진다. 날은 치은 
변연부에서 치아 표면 상에 위치되고 잇몸으로부터 멀어지게 당기는 당김 스트로크로 사용된다. 핸드 스케
일러는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는데 그 중 하나는 낫 모양의 스케일러이다(sickle scaler). 가장 일반적인 것
은 Universal (또는 H6/H7), Jacquette 및 Morse이다.  FIG 

초음파 스케일러 
초음파 스케일러는 치은 연상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25kHz 이상에
서 작동된다. 치태 및 치석 제거의 원리는 기계적인 반동 또는 진동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진동하는 팁이 치
석에 접촉하여 그것을 파괴시킴으로써 성취된다. 또한 초음파 스케일러는 팁의 물리적 진동으로부터 생성되
는 음파가 물 분사를 작동할 때 “공동화(cavitation)”라 불리는 효과를 만드는데 그 결과 치아 표면을 더 깨
끗하게 한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전기로 작동되고 작동 팁은 3가지 움직임 중 하나를 가진다. 자기 변형식 형태는 교류 전
류가 가해질 때 길어지고 짧아지는 평형의 니켈 막대기들 더미를 사용한다. 이것은 스케일러 팁을 타원형의 
8자 운동으로 움직이게 한다. 두 종류의 더미가 있으며, 하나는 25kHz에서, 다른 하나는 30kHz에서 진동
한다. 페라이트(ferrite) 막대기 형 스케일러는 막대기를 사용하며, 이것은 확대와 수축을 통해 진동한다. 이

것은 티타늄 스케일러 팁을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움직이게 한다. 피에조 전동식 스케일러는 교류 전류가 가
해질 때 확대 및 수축하는 손잡이 속의 석영 크리스탈을 이용한다. 이것은 스켈일러 팁을 선형의 전진 후진 
동작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것은 25에서 45kHz에서 진동한다.  

초음파 스케일러의 손잡이는 펜와 같은 그립으로 쥐어진다. FIG. 팁은 치은 변연부에서 치아 표면에 반하여 
위치되고 치석과 가볍과 접촉한다. 팁은 치아 표면 위에서 가벼운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움직인다. 작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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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으로 치석을 부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팁이 손-잡이(hand-held) 스케일러 처럼 사용되고 힘이 치석
에 반하여 위치하게 되면 팁은 손상을 받고 진동이 멈추어지기 쉽다.   

초음파 스케일러는 시야가 확보된 어떤 치아의 표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기 변형식 및 피에조 
전기식 스케일러의 팁은 정상적인 사용에서 매우 뜨겁게 달구어진다. 치아의 과열과 통증성 수질염 및 가능
한 치아 사망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냉각이 확실히 필요하다. 물 분사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 팁 끝단으
로 조절되어야 한다. 특히 초음파가 치은 연하에서 사용될 때 냉각이 팁에 적절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라. 적절하게 고안된 치은 연하 팁은 냉각수가 팁에 도달하도록 하고 치은 연하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만약 초음파 스케일러가 발달된 융기나 교두로부터 치석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핸드 스케일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음파 스케일러 
음파 스케일러는 압축기 또는 가스 실린더로부터의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작동된다. 음파 스케일러는 18-

20kHz에서 진동하고 초음파 스케일러에 비해 열을 덜 발생시키는 작동 팁(working tip)을 가지고 있다. 
치아를 냉각하고 파편을 흘려버리기 위해 대게 물분무 분사를 가지고 있다. 장점은 과열이나 빈번한 팁의 진
동에 의한 치아의 손상이 감소된다는 것이지만 상당한 양의 치석에서는 느릴 수 있고 더 많은 치아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치은 연하 스케일링(치근 깍기) 및 소파술 
치관만 스케일링 하는 것은 보호자를 위해 미관적 결과를 만들지만 그것은 치주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어떠한 측정 가능한 의학적 효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발생된 치주 질환의 완벽한 치료에는 치은 연하 스케일
링 및 소파술이 필요하다. 치근 깍기라는 용어는 뿌리 표면으로부터의 괴사된 시멘트질을 긁어내는 것을 설
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소파술은 낭의 상피 벽 배열로부터 상피세포, 내독소 및 축적물의 제거를 설명한
다. 치은 연하 괴사 물질 제거와 치든 연하 소파술은 초음파 및 음파 스케일러(적절한 치은 연하 팁을 이용해
서) 혹은 큐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수행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의 치과 의사들은 치근 깍기 및 치은 연하 소파술을 위해 핸드 장비를 사용해 오고 있다. 범용
(universal) 및 부위-특이적(area-specific) 두 가지 형태의 큐렛이 있다. 범용 형태는 Columbia와 
Barnhart가 예인데 두 절삭 표면들, 둥근 끝 그리고 손잡이에 90도 각도로 절단된 표면을 가진 날을 가진
다. FIG 부위-특이적 형태는 Gracey가 예이며 둥근 끝 및 기둥(절삭 날과 손잡이 사이의 기구 일부분)에 70

도 각도의 한면 절삭 날을 가진다. FIG 70 퍼센트 상쇄 각 뿐만 아니라 Gracey 큐렛은 또한 다양한 치아에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자루의 추가적인 구부러짐을 가지고 있다. 이 큐렛은 1에서 18까지 다양한 각도로 출
시된다. 높은 숫자는 더 큰 추가의 구부러짐을 가지고 구강에서 더 뒷쪽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도구 갈기(sharpening) 
스케일러와 큐렛은 날카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무디거나 뭉툭한 날은 축적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치아 뿌리 
표면에 대한 치석을 반들반들하게 할 것이다. 갈기는 숙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기술이고 만약 동물 병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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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사람이 잘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치과가 향상될 것이다.[갈기 교육은 교과서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
하라] 

연마  
스케일링 후 치아 표면의 연마는 모든 미세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치태와 치석의 재부착을 저지하는 부
드러운 치아 표면을 제공한다. 치은 연상 스케일링 및 치근 깍기는 심지어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도 치태의 
재부착을 조장하는 약간 거친 에나멜질 표면을 남길 것이다. 연마는 컵 안의 마모 치약을 치아 표면에 적용
함으로써 수행된다. 연마 컵의 압력은 끝쪽을 벌어지게 하며 이것은 따라서 치은 연하 연마를 위해 잇몸 밑
으로 약간 들어갈 수 있다. FIG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 형태의 연마 작용이 있다. 전통적인 컵은 3,000rpm에서 연속적으로 회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컵은 앞 뒤의 왕복 운동을 가지고 있다. 컵은 형성된 열이 상아질의 온도를 높여 비가역적 치
수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2-5초 이상 적용되면 안된다. 치약은 다양한 향 및 등급으로 가
능하다. 고급 등급은 더 부드러운 마감을 생산하는 반면 코스(course) 등급은 더 많은 에나멜질을 제거하고 

거친 면을 산생시킬 것이다. 또한 다용 병(multi-use jar) 또는 개별 카플렛 치약의 구입이 가능하다. 오염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피 컵을 치아 연마 도중 다용 병 속으로 반복적으로 담구어서는 안된다. 치약
은 각 환자를 위해 각자의 다펜 디쉬에 담을 수 있다. 새로운 컵이 각 환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부
석 가루 및 물의 형태로부터 chair side 연마 치약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치/구강 수술 

발치는 소동물 임상에서 수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가장 흔한 외과적 치료 과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골
절된 턱뼈의 치료, 비-누강 누관의 폐쇄, 구강 종양의 제거가 구강 수술로 여겨지지만 발치는 모든 수의사에 
의해 숙달되어야 하는 외과적 치료 및 과정이다.  

이상적인 발치는 주변 연부 및 경부 조직의 최소한의 손상을 가지는 완전한 치아 및 모든 뿌리의 제거이다. 
최소한의 침습적 수술이라는 이 컨셉이 합병증이 없이 빠르게 치유되는 창상을 유발한다. 발치는 수의사가 
그 치료 과정을 성취하기 위해 기술 뿐만 아니라 상세한 해부학적 지식, 외상 치유 그리고 봉합, 적절한 치과 
재료 및 장비를 갖추기를 요구한다. 모든 수의사는 모든 발치를 이상적인 발치로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  

구강 외과 키트 FIG. 

발치 기구 

1. 치주 인대 절단을 위한 탈구 거상기(탈구기)의 구성. 탈구기는 손잡이, 자루 그리고 작업 끝단으로 구성

된다. 작업 끝단은 오목한 면과 반대쪽의 볼록한 면, 곧은 면들 및 기구의 장축에 수직으로 뾰족한 끝을 
가진다. 날은 섬세하고/날카로운 팁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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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상기는 치주 인대를 찢고 치아를 거상하는데 사용된다. 전통적인 거상기는 ‘곧은형’이라고 불린다. 손
잡이, 자루 그리고 작업 끝으로 구성된다. 작업 끝은 평행한 면들을 가지는 날, 둥근 끝단을 가지는 오목 
및 반대쪽 볼록한 면으로 구성된다. 그 끝단은 날카롭거나 뭉퉁하다.  

3. 발치 겸자는 치조골로부터 느슨해진 치아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발치 겸자는 두 손잡이와 두 부리를 
가지는데 손잡이들이 서로 움켜쥐어질 때 대립한다. 부리들은 치조골로부터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 치관
을 잡는데 이용된다.  

기본 연부 조직 구강 외과 키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수술도 손잡이(scalpel handle) 

2. 조직 겸자 

3. 골막 거상기 

4. 조직 가위 

5. 봉합 가위 

6. 니들 홀더 

7. 입술 견인기 

다양한 크기의 위의 기구들이 고양이, 중대형견종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Tier 1 국가는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연부 조직 구강 수술 키트 
2. 거상기 또는 탈구기 
3. 발치 겸자 
4. 치아 절단을 위한 몇 가지 방법 

Tier 2 및 3은 위에 더하여 다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고속 치과 장비 및 버가 장착된 핸드 피스 

a. 치아 절단과 치과 경부 조직의 절단 

모든 장비는 각 장비의 알맞은 사용 범주에 따라 위생, 소독 및 살균되어야 한다(예컨데 non-critical, 
semi-critical or critical) (Terpak and Verstraete 2012)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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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재료 
구강 내에서 봉합사의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흡수성 봉합사가 구강 수술에 권장된다. 단섬유성
(monofilament) 봉합사가 꼬인(braided) 봉합사보다 선호되는데 왜냐하면 자극이 적고 최소량의 감염 
때문이다. Polycleacpron 25는 수의 치과에서 가장 인기있는 재료이지만 polyglactin 910과 chromic 
gut(가능하다면)과 같은 다른 선택들이 있다.  
가장 큰 크기로는 일반적으로 고양이에서는 4/0에서 5/0이 개에서는 4/0-3/0이 권장된다. 구강 외과에서
의 봉합사 바늘은 스웨이지 온 형(바늘귀가 없고 봉합사가 바늘에 붙어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바늘 굴곡은 
구강 뒤쪽에서는 1/2이 더 지시되지만 3/8 혹은 1/2 둘 중 하나이다. 역절단 바늘이 잇몸과 점막 봉합에 최
고이지만 연약한 점막을 위해서는 taper point가 효과적일 것이다. 바늘은 가능한 최소의 입구 창상을 만들
고 점막의 찢어짐을 피하기 위해 조직에 수직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주요 수술 과정 중 두 겹 봉합이 가능하다면 한 겹 봉합 보다 선호된다. 창상 끝면과 봉합 입구 점 사이의 거
리는 2-3mm 그리고 단속 봉합 사이의 거리는 2-3mm가 권장된다. 일부 저자들은 구내염 환자에서 전발치 

후에는 연속 봉합이 폐쇄 시간과 수술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제시하지만 단순 단속 봉합이 대부분의 구강 과
정에서 권장된다. 장력이 없는 봉합이 극도로 중요하다. 매듭은 절개 부위 위에 직접적으로 위치해서는 안된
다. 벗겨진 뼈의 어떤 부위도 덮여지지 않은 채로 남겨지면 안되고 봉합 선이 결손 위에 놓여서는 안된다.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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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수술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도 규칙적으로 위생, 소독 및/또는 멸균 되어야 한다.   

• 치과/구강 과정은 특정 기구 및 장비의 사용이 요구된다.  

• 가장 흔한 치과 과정들은(진단, 예방 및 발치) 방사선 장비의 접근이 없이는 적절히 수행될 수 없다.  

References  

Martin-Flores M, Scrivani PV, Loew E, Gleed CA, Ludders JW (2014) Maximal and 
submaximal mouth opening with mouth gags in cats: implications for maxillary artery blood 
flow. Vet J.;200(1):60-4.  

Scrivani PV, Martin-Flores M, van Hatten R, Bezuidenhout AJ. (2014)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relevant to maxillary arterial flow observed during computed tomography 
and nonselective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in cats with the mouth closed and 
opened.Vet Radiol Ultrasound. 55(3):263-71.  

Barton-Lamb AL, Martin-Flores M, Scrivani PV, et al (2013) Evaluation of maxillary arterial 
blood flow in anesthetized cats with the mouth closed and open.  
Vet J. 196(3):325-31.  

Bellows J. Small Animal Dental Equipment, Materials and Techniques Blackwell, 2004  

Crossley DA, Penman S. Manual of Small Animal Dentistry BSAVA 1995  

Holmstrom SE, Frost P, Eisner ER. Veterinary Dental Techniques for the Small Animal 
Practitioner,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2004.  

Mulligan TW, Aller MS, Williams CA. Atlas of Canine and Feline Dental Radiography, 
Trenton. Veterinary Learning Systems, 1998.  

Tutt C. Small Animal Dentistry a manual of techniques Blackwell Publishing 2006  

Wiggs RB, Lobprise HB. Veterinary Dentistry: Principles and Practice, Philadelphia: 
Lippincott-Raven, 1997.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