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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3일 내에 발생하는 통증 및 종창은 감염으로 볼 

수 없다. 술후 당연히 발생하는 염증으로 인한 부종성 종창

이거나 혈종인 경우가 많다. 감염이 발생하려면 세균이 증

식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4일이 경과한 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종창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농양이 형

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개 배농술을 시행해도 피만 나오

고 농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압술(decom-

pression)의미가 있으며 감염의 파급 및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절개 배농술 후 농이 배출되면 생리

식염수로 충분히 감염부위를 세척하고 배농관을 삽입한다. 

절개 등의 외과적 술식을 시행한 당일은 아무런 찜질도 시

행하지 말고 다음날부터 온찜질을 시행하면 혈액순환을 촉

진하면서 배농이 잘 이루어진다.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

고 농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매일 드레싱을 시행한다. 충

분한 수분과 영양공급이 중요하다. 만일 1주 이상이 지나도 

감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협진하는 것이 좋다(김영균 등, 2010).

1. 원인

① 환자의 면역기능저하

② 잔존 봉합사

③ 이식 생체재료에 의한 이물반응

④ 술중 무균처치 실패

⑤ 인접 부위에 존재하던 감염성 병소 파급

⑥ 창상열개

2. 진단

①   임상증상: 종창, 통증, 발적(redness), 화농, 열(국소열 

또는 전신 고열), 촉진 시 압통.

② 술후 감염은 최소 3일 이상 경과 후부터 발생한다.

③   일반 방사선: 치근단 방사선, 파노라마 방사선 등을 촬영

한다.

④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골스캔 등: 감염의 상태

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촬영한다.

⑤ 혈액검사: WBC, CRP가 상승한다.

⑥ 농 흡인 및 배양 검사(그림 12-1)

⑦   악성종양과의 감별진단: 초진 시 감염으로 추정되는 질

12 술후 감염(Postoperative infection)

그림 12-1. 설하 농양 부위에서 농을 흡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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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감염으로 오진하기 쉬운 악성종양. A, 20대 남자 환자의 하악 좌측 전정부에 발생한 악성임파종. B, 50대 여

자 환자의 악하부에 발생한 악성임파종.

환은 반드시 악성종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그림 

12-2).

3. 감염의 종류

감염은 조직 저항이 적은 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①   국소 농양(local abscess): 조직 간극에 국소화된 경우

(그림 12-3)

②   봉와직염(cellulitis): 조직 간극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그림 12-4)

③   상악동염(maxillary sinusitis): 상악동으로 확산되는 

경우(그림 12-5)

④   골수염(osteomyelitis): 골수강을 따라 확산되는 경우

(그림 12-6)

4. 예방(American Dental Association, 2003)

①   엄격한 무균처치 등을 통한 술후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②   인공관절 수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면역기능

이 저하된 환자들(당뇨, splenectomy 환자, 항암치료 

등)에서는 술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수술 개시 또

는 균혈증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농도의 항생제가 수

술 부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치료 전에 통

상적인 유지용량의 2~4배 정도를 투여한다.

③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발치, 치주수술, 치석

제거술 등과 같은 치과치료 후에 구강 내 상주 세균들이 

혈류로 들어가면서 균혈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을 유발하

게 된다. 치근이나 치주 농양과 같은 구강 감염이 존재하

는 경우, 치과치료와 연관된 심한 스트레스, 잇솔질이나 

껌을 씹는 일상적인 행동,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외

상성 궤양, 러버댐 장착, 교정용 밴드 장착과 같은 처치 

후에도 심내막염이 발생한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이런 환

자들에서는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예방적 처치를 고려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 처치

1) 감염의 심각성 정도 결정

본인이 치료할 것인지 신속히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

인지 결정한다. 즉 급격히 파급되는 봉와직염, 눈 주위로 감

염이 파급되는 경우, 쇄골 상방의 목까지 감염이 파급되는 

경우, 1주 이상 지속되는 술후 감염, 항생제 및 절개 배농술

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감염 환자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

의에게 신속히 의뢰하는 것이 좋다(그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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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다양한 국소농양 증례. A, 치근단 농양(periapical abscess). B, 상악 전정부에 발생한 농양(vestibular ab-

scess). C, 구개농양(palatal abscess). D, 치주농양(periodontal abscess). E, 악하농양(submandibular abscess). F, 

협부농양(buccal abs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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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하악 우측 매복지치 발치 후 발생한 봉와직염(cellulitis).

A

A

B

B

그림 12-5. 좌측 상악동염. A, 좌측 코 측방 부위의 종창이 관찰된다. B, 절개 배농술을 시행한 모습.

그림 12-6. 하악 우측 구치부에서 발생한 골수염. A,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발치 2개월 후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B, 구강-피부 누공(orocutaneous fistula)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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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신체 방어기전 평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내과적 전신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내

과와 협진하여 진료에 임해야 한다.

3) 원인 규명 및 제거

4) 경험적 항생제 투여

감염이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배양 및 항생제 감

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최적의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5) 절개 및 배농술(I & D), 감압술(decompression)

화농성 병변이 있는 경우 aminoglyocoside, polymyx-

in 등은 화농성 물질과 결합되고, penicillin은 농양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거나 β-lactamse에 의해 불활성화 된

다. 따라서 절개 배농술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감염 치유

를 촉진 시킬 수 있다. 

구강 내 또는 구강 외로 접근할 수 있다. 감염이 존재하는 

부위의 점막 또는 피부에 #15 수술도로 절개를 시행한 후 

끝이 휜 지혈겸자를 사용하여 박리를 시행하면서 감염 중

심부에 접근한다. 국소마취제는 감염부위에서 효과가 떨어

지기 때문에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므로 신속히 시

행해야 한다. 만약 감염부위를 찾을 수 없고 환자가 매우 심

한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수술을 중단하고 전신마취하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농이 배출되면 배농관을 삽입하고 창

상을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세척한다. 배농관은 실라스틱이

나 러버 드레인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 피부나 점막에 봉합

하여 고정한다(그림 12-8). 매일 환자를 내원시켜 생리식염

수로 감염부위를 세척한다. 더 이상 농이 나오지 않으면 배

농관을 제거하고 3일간 더 항생제를 처방한 후 치료를 종료

한다.

6) 충분한 수분 및 영양 공급

그림 12-7. 신속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감염 환자들의 모습. A, 우측 안면부의 심한 봉와직염이 목 하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B, 우측 협부, 악하부, 설하부, 목으로 종창이 확산되고 있으며 혀가 거상되면서 호흡곤란 위험성이 있는 

증례이다. C, 좌측 눈 주위로 감염성 종창이 확산된 모습.

A B C



치과 수술 및 전신적 문제점과 합병증 | 53  

6. 항생제 사용원칙(민승기, 2006. 백정화, 2013)

① 경험적 항생제를 우선 처방한다.

②   경험적 항생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농배양 및 항

생제 감수성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다.

③   적절한 용량의 항생제를 적당한 간격으로 투여한다. 정

해진 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일차 항생제는 좁은 항균범위를 가지면서 독성과 부작

용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⑤  가능하면 살균성(bactericidal)인 항생제를 선택한다. 

정균성(bacteriostatic) 항생제는 세균 증식을 지연시켜 

감염 부위로 면역관련 세포들의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감

염 부위에 존재하는 세균을 탐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정균성 항생제는 신체방어기전이 정상인 환자에게 투

여해야 한다.

a.   살균성 항생제: Penicillin, Cephalosporin, Ami-

noglycosides, Vancomycin, Metronidazole, 

Imipenem, Quinolone

b.   정균성 항생제: Tetracyclines, Erythromycin, 

Clarithromycin, Azithromycin, Clindamycin, 

Sulfa

7. 항생제 유해작용(백정화, 2013)

①   심전도에서 QT 간격 연장: Erythromycin, clarithro-

mycin, clindamycin, flurorquinolones 등이 고령 환

자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QT 간격을 연장하는 

빈도가 높다.

②   경부용 피임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③   Tetracycline, fluoroquinolones 등이 광과민성을 유

발할 수 있다.

④   몸 안의 정상 세균총에 영향을 미쳐 중복감염을 유발

할 수 있다. 특히 clindamycin, amoxicillin, 3세대 

cephalosporin 등이 clostridium difficile과 관련된 

설사, 장염, 위막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⑤   Minocycline은 여성에서 운동실조, 균형감각 소실과 같

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⑥   Chloramphenicol, Sulfonamide, Carbenicillin은 혈

액 부작용(악성빈혈, 혈소판 응집 방해, 백혈구감소증)

을 유발할 수 있다.

⑦   Aminoglycosides는 청각장애, 현기증, 호흡기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⑧   Tetracycline, Erythromycin은 간염, Clindamycin

A B

그림 12-8. 절개 배농술 모습. A, 구강농양을 절개한 후 rubber strip drain을 삽입하고 봉합하여 고정한 모습. B, 악하부 

절개를 시행한 후 silastic drain을 삽입하고 봉합하여 고정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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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사 및 과민성대장염과 같은 소화기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

⑨   Amphotericin B, Aminoglycoside, Cephaloridine

은 질소혈(azotemia)과 같은 신장-비뇨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8.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민승기, 2006)

1) ß-lactam 제제

그람 양성 및 음성구균, 혐기성 세균에 효과적이다. am-

picillin, amoxicillin이 대표적이며 ß–lactamase 억제제

인 calvuronic acid, sulbactam 등과 병용하여 사용하

면 항균 범위가 더욱 넓고 항균력도 증가되었다(예: Aug-

mentinⓇ, Sultamicillin).

부작용: 과민반응, 설사, 신염, 신독성, 혈액학적 독성

2) Cephalosporins

Penicillin과 작용기전이 거의 유사하지만 ß–lactamase

에 대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항균범위를 가

진다. 

(1) 1세대: Cefazolin, cephalexin, cefadroxil

심하지 않은 다균성 감염증에 주로 사용하며 대부분 조

직 내로 잘 침투하기 때문에 외과적 시술 시 감염예방 목적

으로 많이 선택된다.

(2) 2세대: Cefaclor, cefprozil, cefuroxime

부비동염, 하기도 감염 등에 일차적으로 사용되며 혐기성 

세균에도 효과적이다.

(3)   3세대: Cefotaxime, ceftriaxone, ceftazidime,   

cefixime, cefoperazone, cefpodoxime

심한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3세대 중 cefop-

erazone과 ceftriaxone은 주로 담도계로 배설되므로 신

장기능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4) 4세대: Cefepime

3세대와 유사하지만 ß–lactamase에 더욱 저항력이 

있다.

3) Tetracycline

(1) 특징

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광범위한 항생제로서 그람양성 

및 음성균, 혐기성 균에 정균성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

문에 치주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②   투여 횟수가 적고(하루 2회)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minocycline, doxycycline이 주로 사용된다. 

③   염증성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므로 만

성치주염 환자에서 치은연하에 국소적으로 투여하여 사

용하기도 한다. 

④   경조직에 친화성이 높고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근면 탈

회를 통한 치근면 처치에 사용된다. 

⑤   서방성으로 작용하여 치근면 처리 후 2일 정도에 걸쳐서 

항균작용을 지속하기 때문에 서방용 제제가 상용화되어 

치주치료에 사용되고 있다(minocycline strip, mino-

cycline ointment). 

⑥   저용량에서도 collagenase 억제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 부작용 및 단점

① 내성이 생기기 쉽다.

② 임산부에 대한 독성이 강하다.

③   뼈 성장 장애, 치아 착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치아, 뼈의 석회화가 진행될 때 

tetracycline이 칼슘과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침착되며 

이로 인해 법랑질 저형성 및 착색이 일어나고 뼈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나 8세 이하의 소아에서 

투약 금기이다.

④ 소화기 장애

⑤ 광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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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crolides: Erythromycin, azithromycin, 

clarithromycin, clindamycin

폐렴구균, 연쇄구균, 포도구균 등과 같은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약물은 erythromycin

이며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에서 선택된다. 최근에

는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율이 높아져서 clindamy-

ci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Clindamycin은 심한 혐기성 감

염증의 치료와 심내막염 예방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투약 중에 설사

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위막성 대장염 가능성이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

Azithromycin은 조직에 축적되어 서서히 혈중으로 방출

되기 때문에 혈중 반감기가 68시간 이상 지속되어 1일 1회 

투여한다. Clindamycin은 경구투여 시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흡수되며 1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

하고 뼈에 잘 침투된다. 화농성 골염이나 골수염 치료에 효

과적이다.

5) Aminoglycosides

Streptomycin, neomycin, amikacin, gentamicin, 

tobramycin, netilmicin 등이 있으며 그람음성균, 특히 

패혈증과 균혈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람양성균

에 대한 항균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ß-lactam 제제와 병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혐기성균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6) Metronidazole

급성 구강악안면 감염과 만성 치주염을 일으키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과를 보인다. 특히 

Bacteroides, Prevotella, Fusobacterium 등과 같은 치

주병 유발 세균에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 Clostridium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위막성 대장염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소화기 장애: 오심, 복부 불쾌감, 식욕 부진

② 중추신경 증상: 경련, 소뇌성 운동실조

③ 알코올과 상호작용

④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다.

7) Quinolone

그람음성 호기성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Fluoro-

quinolone 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독성이 거의 없고 그람

양성균을 일부 포함한 비교적 광범위한 항균작용을 보인다. 

9. 감염의 합병증 

감염의 진단이 늦고 처치가 부적절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

한 합병증이 수반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다.

① 급성 기도 폐쇄

② 종격동염: 치사율 35~50%

③ 경안면부 괴사성 근막염: 치사율 30~50%

④ 해면정맥동혈전증

⑤ 뇌농양, 경막하 농양

⑥ 패혈증: 치사율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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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 치조골염(local alveolitis, alveolar osteitis)으

로 불리기도 한다. 모든 발치 후 약 1~3.4%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후에 30%까지의 높은 

발생률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건치와 발생 위험성이 높은 

환자군들은 다음과 같다(Larsen PE, 1992).

① 구강위생 불량

② 40세 이상

③ 경구 피임제 복용중인 여자 환자

④ 치관주위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

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⑥ 흡연가

많은 임상가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빨대를 

발치 후 사용할 때 구강 내 음압이 발생하면서 혈병을 소

실시키고 건치와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술적 근

거가 없다. 막연한 추측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Bloomer(2011)는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사랑니 발치 후 빨대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건치와 발생에 차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건치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

한 방법은 골조직에 외상을 적게 가해지도록 조심스런 

발치 술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정의

발치 1~3일 후 극심한 술후 통증이 발생하고 혈병이 부

분 또는 완전히 소실되고 구취가 심한 경우로 정의한다. 

2. 증상

발치창의 극심한 통증과 귀, 목 등으로 통증이 확산되면

서 일반적인 진통제로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 외에

도 두통, 불면증(insomnia), 현기증(dizziness), 구취, 작

열감(burning sensation), 개구제한(trismus) 및 국소적

인 임파선 병변(regional lymphadenopathy)이 동반될 수

도 있다.

3. 발생 기전(Fridrich KL & Olson RA, 1990)

①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발치창의 혈

병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실되면 건치와가 잘 발

생한다. 

② 국소적인 fibrinolytic activity 증가

③   발치창에서 kinins, plasmin이 형성되면서 심한 통증

을 유발한다.

13 건치와(Dry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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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 소인

① 발치 중 심한 국소적 외상 및 세균의 침투

② 발치창에 감염이 존재하던 경우

③ 혈관수축제가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많이 사용한 경우

④ 과도한 발치창 세척과 흡인으로 인한 혈병 상실

⑤ 흡연 및 음주

⑥ 경화성 치밀골이 존재하던 부위 

⑦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서 호발한다. 그 이유는 골밀도가 

증가하면서 sclerotic change를 보이고 창상치유가 지

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5.   치료     

(Falace DA, 1995. Lopes Cardoso C, et al, 2010)

①   Pastes combining metronidazole, 2% lidocaine, 

carboxymethyl cellulose, and mint with 5% 

ascorbosilane C

② 국소적인 항균제(그림 13-1)

③ 6% hydrogen peroxide

④   Iodine-containing compounds and combina-

tions with hydrogen peroxide: 콘(cone) 또는 스트

립(strip) 형태의 iodoform gauze with eugenol 또는 

eugenol-soaked gauze를 발치창에 느슨하게 충전하

고 24~48시간 간격으로 교체한다. 충전 후 5~10분 내

에 통증 감소가 있어야 한다. 통증이 감소되지 않으면 충

전이 잘못되었거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림 13-2, 13-3).

⑤   필요할 경우 발치창 재소파술(recurettage)을 시행하여 

출혈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림 13-1. Minocycline ointment를 발치창에 주입하는 모습. 그림 13-2. ZOE tamponade. 적당한 콘 모양(cone shape)으로 잘라

서 발치창에 삽입하면 신속한 통증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