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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척추 건강안구건조증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거나 콧물과 

비슷한 느낌의 점액이 있는 듯하거나 눈을 

깜박일 때 눈꺼풀이 붙는 느낌을 경험한 적

이 있으신가요? 이는 심한 안구건조증 때

문입니다. 눈이 맵고 따갑거나, 밝은 빛을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눈물이 많이 

흐르거나, 눈이 피곤하고 충혈됨, 또는 이

유 없는 눈의 불편함 등도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원인은 눈꺼풀 구조상의 문제, 복용하고 

있는 약 또는 환경, 노화 등 여러 가지 입

니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

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

합니다. 

1. 눈 깜빡 거리기:  전화, 컴퓨터, 책 같이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눈을 깜박

거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중간

중간에 먼 곳 보기, 잠시 눈 감기를 반복하

면서 눈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

20 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에는 20분 마다 한 번씩 20

초씩 먼 곳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2. 안약 사용 줄이기: 안약은 일시적으로

는 눈의 충혈을 완화시켜 주지만, 오래 사

용하면 더 충혈되게 하거나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안약은 눈으로 가는 혈액 순환

을 줄어들게 하여 눈의 자생 능력을 저하

시킵니다. 

3. 인공눈물 안약 사용하기: 인공눈물 안

약을 하루에 4번 이상 사용하면 눈에 수분

을 더해줘 건강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으로는 Refresh Tears, Systane, 

Refresh Plus Preservative Free, Blink 등이 

있습니다. 

심한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더 참조해 주세요. 

1. 인공눈물 겔을 사용 해보세요(예; Re-

fresh Liquigel, Refresh Celluvisc, Thera 

Tears PM). 또는 인공눈물 연고를 자기 전

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예; Refresh 

PM, Lacrilube). 인공눈물 겔과 연고는 인

공눈물보다 더 고농도이기 때문에 잠시 눈

앞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2. 안구 세척제나 식염수 사용해서 하루 

두 번 눈 씻기: 눈에 끼어있는 먼지나 점액

을 씻어냅니다. 

3. 눈꺼풀 청결 유지하기: 아침과 저녁에 

깨끗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10분씩 해주면 

눈의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 눈물의 양이 

늘어나고 눈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과 소량의 아기용 샴푸를 섞어

서 손수건에 묻혀 눈을 감은 채 눈 주변을 

깨끗하게 문질러 준 후 온찜질을 하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 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먼저 안

과전문의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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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치하게 된다.

◈ 치주질환의 원인은?

구강내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프라그(치태)라고 한

다. 프라그 속의 세균은 주로 음식물의 

당분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프라그는 

모든 치아표면에 생길 수 있는데 대부

분은 치솔질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치아

와 치아사이나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플라그는 치솔질에 의해서도 제거가 어

려우므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부위에 남아있는 플라그 내

에 세균들이 증식하여 독성물질을 내

게 되어 점차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은 치조골로 침범되면서 

치주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플라그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딱딱

한 석회 물질인 치석으로 변하여 계속

해 잇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

괴된 치주 조직은 더욱 더 플라그의 생

성과 집합을 도와주게 되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 치주질환이란?

성인 한국인의 60%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 치주병(잇몸병, 풍

치)은 치아 자체가 아닌 치아 주위 조직

에 생기는 병을 말한다.  치아가 제 기능

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치아를 지지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과 이뿌리(치

근) 그리고 치아를 받쳐주는 뼈(치조골) 

등의 치주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치주 질환은 잇몸의 염증으로부터 시

작되며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에 손상

을 주고 점점 진행되면 받치고 있는 뼈

(치조골)까지 침범하여 뼈를 녹이게 된

다. 뼈가 손상을 받으면 치아를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

게 된다. 이처럼 치아를 잃게 되는 무서

운 치주질환은 충치와 더불어 2대 치과 

질환 중의 하나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발병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 풍치라고 불리던 병이 바로 치

주질환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충치의 발병율은 20세를 전후해서 급

격히 감소하지만 치주질환의 발병율

은 30세 이후부터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40~50세에 이르면 성인의 

60~70%가 이 질환에 걸려있다.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도 이와 같은 비율과 거

치주질환의 모든 것전립선비대증 (BPH)
수술 치료(Operation)

개복전립선적출술은 병변이 있는 전

립선 부위를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

에, 병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후에 거

의 재발이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개복수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방광게실, 거대방광결석, 수술

로 교정해야하는 동반질환이 있거나,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 등에서는 

한 번의 수술로 다른 문제들까지 동시

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술법

이 유용합니다. 

다만 수술부위가 광범위하기 때문

에 수술중에 출혈이 많고, 환자가 느

끼는 통증이 심하고, 재원기간과 회복

기간이 길며, 수술 후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개복을 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침습도가 훨씬 적은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표준치료법으

로 알려져 있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transurethral rese ction of prostate, T 

URP)은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배

뇨통과 급박뇨, 수술후 출혈, 요실금, 

경요도전립선절제술후 증후군(post-

TUR syndrome), 요로감염(urinary tra 

-ct infection, UTI), 요도협착(urethral 

stricture), 발기부전(impotence), 역행성 

사정(retrograde ejaculation) 등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척추건강
우리의 하루 하루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smart phone)을 때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 속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함

께 시작된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얻기도 했

지만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기도 하다.  척추 

신경과 의사로서 스마폰이 주는 척추의 문

제점에 대하여 한 번 나누어 보려 한다.

우리의 척추는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

어 있다. 경추(Cervical region) 7개, 흉추

(thoracic region) 12개, 요추(lumbar region)5

개, 천추(Saral region) 5개, 미추(coccygeal 

region) 4개가 그것이다. 특히 경추는 우리

의 머리를 받치는 7개의 척추뼈로 목 부분

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경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예, 목디스크 문

제)에는 두통, 어지럼증, 팔, 손 저림, 등 근육 

뭉침과 따가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라나는 아이들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

며 의욕상실증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몸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우리의 목 척추(경추)의 건강은 스마트폰

에 의해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

리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머리 밑 척

추부터 꼬리뼈까지 세 개의 곡선으로 이루

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예, 걷기, 달

리기, 과격한 운동 등)에도 큐션 역할을 하

게 되어 있어서 척추의 부상으로부터 보호

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하여 목의 곡선이 없어지면서 (예, 일자

목, 거북이목) 작은 충격에도 척추에 무리가 

가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는 허리

디스크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척추수술전

문의가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병원의 감압 치료를 소개받고 오셔서 디스

크 문제를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 척추(경추)의 

상태가 더 안 좋은 퇴행성 상태인 경우가 대

분분이다. 허리 척추(요추)의 문제도 목 척추

(경추) 이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근육 뻐근

함이나 뭉침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방치

한다. 방치하면 할수록 척추의 여러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척추 교정으로 목곡선을 바르

게 해 주어야 하며, 전체 척추의 교정도 꼭 동

반 해야 한다.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하는 척추를 얼마

나 건강하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백세시대를 얼마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가 결정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없

으면 안 되고, 또 불안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목 척

추(경추)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진을 더 늦

기 전에 꼭 받아보시기를 권면해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