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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의

치과 명의가 알려주는 올바른 틀니 관리법
틀니로 인한 구내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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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적응을 위해 치과를 자주 방문해 조금씩
조정해가며 틀니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만 한다.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 되어있는 요즘이지만 전신 질환 및 기타 사정들로 인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번의 임플란트 실패로 틀니를 제작하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에도 반영되어
현재 국내 틀니 인구는 약 6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틀니를 사용 중이며,
고령사회 진입과 틀니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틀니 사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용자만큼
아직 제대로 된 관리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올바른 틀니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철과 안수진 교수

틀니는 6개월에 1번 검진을 받고,
이후에도 최소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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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성 구내염은 틀니 곰팡이균이 입안으로 번지는

틀니 착용 시간도 문제다. 틀니 사용자의 35% 정도가 하루 종일

잠자는 동안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에 휴식을 주어야 혈액순환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잇몸과 틀니 상태 확인해야 한다

구강 질환이다

틀니를 사용하고, 틀니를 끼고 자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

도 도움이 된다. 잠자는 동안 틀니를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면 의

마지막으로 현재 틀니 사용자나 예비 틀니 사용자들에

틀니의 잘못된 관리로 사용자가 흔하게 겪는 대표적인 구강 질환

고되고 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증

치성 구내염 및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 특히 화

게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적응 기

은 의치성 구내염이다. 2017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틀니 사용자

가하는데, 이때 틀니를 끼고 자면 혀나 틀니에 더 많은 플라크가

끈, 욱신대는 통증과 출혈 등 의치성 구내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입 속에 이물감으로 인해 저작, 발음 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69.6%)

끼게 되고, 틀니 구취뿐 아니라 잇몸 조직에 손상이 오거나 잇몸

의치성 구내염 세균 살균 효과가 있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

다양한 부분이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적응을 위해 치과를

이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

뼈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

이 도움이 된다.

자주 방문해 조금씩 조정해가며 틀니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
야만 한다. 또한 잇몸은 세월이 지나면 점차 퇴축되기 때문에 잘

은 틀니 내 번식된 곰팡이균이 입안이나 주변에 감염돼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화끈거림, 따가움

식후 흐르는 물로 닦아내고 잘 때는

부분 틀니도 완전 틀니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맞던 틀니도 사용하다 보면 덜그럭거릴 수 있다. 덜그럭거리는 틀

등으로 먹거나 말할 때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세정제에 담가 보관해야 한다

치아나 임플란트가 같이 있는 부분 틀니는 위생 관리에

니를 방치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

된다. 특히 틀니를 끼고 뺄 때도 통증이 나타나 틀니 사용 자체를

틀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정 방법이다. 완전

더욱 힘써야 한다. 부분 틀니가 청결하지 않으면 틀니와 연결된

고 이로 인해 구취,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헐거워진 틀니가

꺼리게 만들기도 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틀니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매 식사 후 틀니를 빼서 세척해야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까지 손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치은염 및

잇몸이나 구강 내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틀니와 잇

한다. 이때 흐르는 실온의 물에 부드러운 솔로 잔여 음식물을 닦

잇몸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강 질환은 노년기에 취

몸의 고정 상태를 체크하고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치약은 틀니 세균 번식의 주범이다

아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물이

약한 당뇨, 폐렴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용 초기에는 불편감이 사라질 때까지, 이후에는 6개월에 1번 검진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치약,

나 식기를 세척하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가끔 틀니를 소독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사 후 부분 틀니는 위의 완전 틀니와 동

을 받고, 틀니에 적응한 이후에도 최소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치

흐르는 물, 소금물 등 잘못된 방법으로 틀니를 세척한다. 특히 치약

한다고 끓는 물에 삶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

일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는 평소대로 칫솔

과를 방문해야 한다.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약은 오히려 틀니를 세균의 온상으

우 플라스틱 재질인 틀니가 영구 변형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에 치약을 묻혀 양치해야 한다.

로 만드는 주범이다. 틀니는 치아보다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

틀니를 소독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야한다.

문에 일반 치약으로 닦으면, 틀니 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 틈새로 구

또, 잠잘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야 한다. 틀니를 끼고 있는 시간

취 및 의치성 구내염 등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될 수 있다.

만큼 잇몸은 틀니에 눌려 있다. 따라서 잇몸도 휴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