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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예방 접종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폐

의 공기주머니(폐포)에 생긴 염증을 말

합니다. 폐렴이 생기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며 발열, 오

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렴은 

건강한 사람이 걸릴 경우에는 큰 문제

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질병

이 있는 사람, 노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의 폐질환을 앓던 환자가 걸리

면 치명적이며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

습니다.

폐렴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하

고,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고, 만성적으

로 앓고 있는 질환을 철저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과 폐렴 

예방 접종을 하면 폐렴 예방에 큰 도움

이 됩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인 사람

은 누구나 맞는 것이 권장 되고 있습니

다. 65세 이상이 되면서 면역력이 급격

히 저하되기 때문에 폐렴에 걸릴 확률

도 높아지고, 폐렴이 걸렸을 경우 치명

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65세 미만의 

사람 중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흡연자, 당뇨환자 등 폐에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

하돼 있는 사람이면 페렴 예방 접종이 

권장 됩니다.  

 

■ 접종 후 경험할 수 있는 정상 반응

폐렴주사는 근육으로 투여하는 방법

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접종 부위가 뻐근한 증상이 가장 흔하

고, 사람에 따라 접종 부위가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방 접종

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폐렴 항원

을 투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일으켜 

효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 반

응이 더 활발하신 분은 몸살과 같은 증

상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접종 후 1일에서 5일 정도 

후면 자동적으로 회복 되는 증상들이지

만, 그 동안에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약국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불편함을 조금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 폐렴 예방 접종은 어디서 할 수 있나

폐렴 주사는 내과, 또는 약국에서 접종

이 가능 합니다. 약국에서 폐렴 주사를 

맞을 경우에 따로 처방전을 받아 오지 

않아도 접종 가능하며, 건강 보험을 보

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 적용이 가능

한 경우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메디

캐어(Medicare)를 보유하신 65세 이상

이신 분들은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

며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개의 인공치근을 심은 뒤 

이 인공치근들을 연결하는 금속의 봉

을 제작해 인공치근에 고정한 다음 틀

니의 안쪽 면에 클립이라는 유지장치

를 부착해 그 금속봉과 클립이 움직이

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틀니

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극대화한 것으

로 인공치근 2개를 심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틀니의 움직임이 거의 없

다는 장점이 있다.

이 틀니는 언제나 빼서 닦을 수도 있

다. 5~6개 또는 그보다 많은 개수의 인

공치근을 심고 틀니를 나사 로 고정하

는 방법도 있다. 틀니가 잇몸에 닿지 않

기 때문에 틀니로 인한 잇몸 손상이 전

혀 없고, 틀니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

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

는 방법이다. 틀니가 나사로 고정돼 있

기 때문에 틀니 검사는 주기적으로 치

과에 가서 해야 한다. 한 가지 단점은 

틀니 밑 부분의 청결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이가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아랫

니 전체가 빠지고 없다면 고통은 상상

을 초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윗니 전

체에 틀니를 낀 사람은 그럭저럭 견뎌 

나가지만 아래에 틀니를 낀 사람은 많

은 어려움과 통증을 호소한다. 아랫니 

잇몸 틀의 형태학적 구조가 전체를 틀

니로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

는 까닭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인공치아인 임플란

트를 이식할 때처럼 인공치근을 심고 

거기에 부분 틀니를 한다. 인공치근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임플란트는 실제 치

아와 모양, 씹는 힘, 수명에서 결코 뒤떨

어지지 않는 큰 매력이 있다. 하지만 아

랫니 전체를 임플란트로 하기에는 가격

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인

공치근과 틀니를 함께 사용한다면 씹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잇몸 틀이 충분히 클 때는 빠진

아랫니 중 앞니 부위에 2개의 인공치근

을 심고 여기에 맞게 틀니를 제작한다. 

전체 틀니보다는 음식물을 씹을 때 틀

니가 좀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역시 틀니는 조금

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물 찌

꺼기가 틀니 밑에 들어가면 잇몸에 통

증이 느껴진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틀

니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아랫니 없을 때 치료 방법당뇨병의 치료 (1) 

당뇨병교육의 중요성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필자가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환

자에게 당뇨병을 교육시키고 이해시

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오래 

앓고, 심지어는 합병증으로 무척이나 

고생하면서도 당뇨병 자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무관심해 하는 환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쳐서 애써 병 자

체를 잊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병에 대해 배우거나 교육자료

(educational material)를 구할 수 있

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 보

입니다. 

많은 병원(hospitals)과 진료실(medi 

-cal clinics)에서 환자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비치하여 필

요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므로 주치의

(primary physician)에게 문의하여 교

육자료들을 받아서 숙지 하는 것은 당

뇨병 치료를 위해 좋은 방법이며, 또한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실

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관심만 갖고 본다면 매우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에 기

본이 되는 식이요법(diet therapy)과 운

동요법(exercise therapy)에 대한 유용

한 자료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

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권장(reccomen 

-dation)해 드릴만한 웹사이트는 한

글의 경우 대한당뇨병학회, 그리고 당

뇨교실을 운영하는 각 대학병원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들의 교육을 위

해 자료를 준비해 놓은 개인의원급들

도 눈에 많이 띕니다. 

영문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A 

FP(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와 같은 학회 웹사이트나 당

뇨교육기관, 각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

원 사이트도 권장할 만하며, Merck와 

같은 대형 제약회사에서도 유용한 정

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엔진에서 당뇨병(diabetes mellitus), 증

상(symptom), 증후(sign), 원인(cause), 

진단(diagnosis), 치료(treatment), 식이

요법, 운동요법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

여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가 보

시는 것도 당뇨병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척추건강
우리의 하루 하루 생활 속에서 스마트

폰(smart phone)을 때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 속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

트폰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삶은 많은 것

을 얻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기

도 하다.  척추 신경과 의사로서 스마폰이 

주는 척추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번 나누

어 보려 한다.

우리의 척추는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

어 있다. 경추(Cervical region) 7개, 흉추

(thoracic region) 12개, 요추(lumbar re-

gion)5개, 천추(Saral region) 5개, 미추(coc 

-cygeal region) 4개가 그것이다. 특히 경

추는 우리의 머리를 받치는 7개의 척추뼈

로 목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  

경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

(예, 목디스크 문제)에는 두통, 어지럼증, 

팔, 손 저림, 등 근육 뭉침과 따가움 증상

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 경

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의욕상실증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몸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우리의 목 척추(경추)의 건강은 스마트

폰에 의해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우리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머리 

밑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세 개의 곡선으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예, 

걷기, 달리기, 과격한 운동 등)에도 큐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척추의 부상으

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목의 곡선이 없

어지면서 (예, 일자목, 거북이목) 작은 충

격에도 척추에 무리가 가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는 허리

디스크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척추수술전

문의가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

리 병원의 감압 치료를 소개받고 오셔서 

디스크 문제를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 척

추(경추)의 상태가 더 안 좋은 퇴행성 상태

인 경우가 대분분이다. 허리 척추(요추)의 

문제도 목 척추(경추) 이상으로부터 시작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목근육 뻐근함이나 뭉침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방치한다. 방치하면 할수록 

척추의 여러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척추 

교정으로 목곡선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하

며, 전체 척추의 교정도 꼭 동반 해야 한다.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하는 척추를 얼

마나 건강하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의 백세시대를 얼마나 건강하게 보낼 수 있

는지가 결정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잠시

라도 없으면 안 되고, 또 불안해 하는 우리

의 모습을 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목 척추(경추)의 건강 상태는 어떤

지, 검진을 더 늦기 전에 꼭 받아보시기를 

권면해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