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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ention of accidental aspiration or swa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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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for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s of patients swallowing small instruments, such as Hexa drivers and healing
abutments, during implant placement procedures. Various efforts have been put in place to prevent such accidents and to suggest
several effective prevention methods for swallowing-accidents by introducing the prevention efforts that had been put or are waiting to
be put. On November 12, 2018, we conducted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on 500 dentists, who are currently performing implant
surgeries, with the assistance of www.dentphoto.com. In the result, approximately 19.2%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the risk of
their patients swallowing small instruments during implant placement procedures. A total of 79% of the respondents had an actual
experience of such accidents. Nevertheless, man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not taking even the easiest precautions
for such accidents due to cumbersomeness and annoyingness. The risk of patients swallowing small instruments during implant
placement procedures can be most effectively prevented by dentists and staff being aware of the risks of such accidents, and paying
close attention to every step of the procedures. Many of the preventive measures that have been introduced so far, are found to be very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such accidents. The newly-introduced efforts are also expected to b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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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 엄
청난 고통과 법률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최근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술기구 및

이 중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임플란트 구성요소 및 시술

기술 그리고 골 이식재의 개발과 더불어 단일치 결손부터 전악

기구 즉, 커버 스크류(cover screw)나 각종 어버트먼트(abut-

무치악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례를 가진 치아결손의

ment), 헥사드라이버(Hexa driver) 등과 같은 소기구들이 환자

경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구강 내에 떨어져 삼키게 되는 경우이다.

임플란트의 재료 기술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시술 과정도 치
과 디지털화로 인해 비약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임플란트 수술의 핵심과정이 아닌 시술 과정의 부주의로 인

치과진료 중 이물질 흡입에 관한 사례는 모든 연령대에서 오
랫동안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1-3].
골드인레이나 크라운, 근관치료용 파일, 클램프, 스켈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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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된 기구,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에 사용되는 커버 스크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식도로

인상용 코핑, 임플란트 지대주, 힐링어버트먼트(healing abut-

들어갔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의과적 의뢰와 방사선 촬영

ment), 헥사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임시틀니나 국소의치와 같은

등 필수적인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응급처치 등의 치

부피가 큰 물질을 삼키는 경우도 있다.

료가 이어지도록 의료진이 최선의 의무를 다하고, 또 사고가 완

Fig. 1은 파킨슨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중

전하게 종료될 때까지 주의 깊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추후 발

스크류드라이버를 삼켜 환자의 폐 내로 삽입된 사고를 보여주

생할 환자와의 관계 또는 법률적 책임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과

는 흉부 방사선 사진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연하에 관여

정이 된다[5].

하는 근력 감소 및 구토반사의 감소와 인지장애, 파킨슨병과 같

치료과정 중 이물질 삼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었

은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질환 및 전신건강 상태 등은 삼킴 장

다. 시술 과정 중 글러브를 끼고 소기구를 잡게 되는 손가락 부

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치과시술 도중 재료 및 기구를

분이 타액 등으로 미끄러운 경우, 치료 부위의 시야확보가 어렵

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65세 이상 환자의 임플란트 보

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구강이 좁고 짧은 구개를 가진

험혜택으로 노령인구의 임플란트 시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경우, 거대설과 같은 환자의 해부학적 요인으로 이물질의 삼킴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나 흡인 사고의 위험이 높다[6]. 치과 치료 시 환자의 예상치

있다.

못한 움직임이나 환자의 위치 즉 자세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 비가역성 폐 손상(irrevers-

자를 supine position으로 유지하는 경우 환자의 머리가 반듯하

ible lung injury)을 야기할 수 있고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

게 된 상태로 치료를 하게 되어 구강-인두기관이 일직선이 되므

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로 목 안에 이물질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삼킬 가능성이 매우 높

치과 치료과정 중 삼킴 사고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들이 있다.

다[6]. Obinata 등[7]은 이러한 이물질의 삼킴과 흡인은 치과의

Grossman [4]에 의하면 근관치료 과정에서 근관치료용 파일이

사의 경력이 짧은 경우, 5년 이하의 임상경력을 가진 치과의사

나 리머(reamer) 등을 삼키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들에게서 더 빈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대처

사고의 87%가 식도를 통해 삼켜지거나 13%는 기도를 통해 흡

능력이 훌륭한 치과의사라도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

인되었다고 하였다. Dichter [5]는 삼켜진 이물질의 80%는 식도

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보조자

로, 20%는 기도로 흡입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suction tip에 의한 방해, 불필요한

기도가 아닌 식도를 통해 위장관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에도
작고 매끄러운 이물질은 위험성이 덜하지만 임시틀니의 클라스

기구의 접촉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요소가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프(clasp)와 같이 날카롭고 뽀족한 고리 등이 있으면 내시경을

그동안 치료과정 중 기구나 이물질 흡입에 대한 다양한 대처

통해 빼내거나 장을 통해 배출될 수 있어 내부기관에 상처를 주

방법이 소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러버댐의 사용을 권장하고

거나 출혈을 야기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있으나,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특성상 고전적으로 사용되어온
러버댐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단순히 2×2 거즈를
구강 안쪽에 위치시켜 screen을 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어떻게 이런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임상가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구 삼킴에 대
한 치과의사들의 경험 여부를 간단한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임
플란트 치료과정 중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기구 중
특히 힐링어버트먼트나 헥사드라이버 등이 friction의 결여 또
는 술자의 부주의로 인해 구강 내에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정리해보고 그 개선방향 및 예방에 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Fig. 1. Chest X-ray showing the aspiration of Hexa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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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삼킴 장애 예방을 위한 기존 방법들에 대한 연구

환자 삼킴에 대한 치과의사 경험 유무 설문조사

기구 삼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와 스태프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주의 집중이다. 그리고 환자에

치과 임플란트 치료 중 외과적 또는 보철과정에서 필수적으

게 미리 고지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 또한 매우

로 사용하게 되는 헥사드라이버나 각종 힐링어버트먼트 등을

중요하다. 환자의 머리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오른쪽 또는 왼

환자가 삼킬 수 있는 위험은 늘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실제

–30°정도 세워
쪽으로 위치시켜주는 것이나 환자의 상체가 20°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

지는 reverse Trendelenburg position이 환자가 이물질을 삼키

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임플란트

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6]. 혹시 입안에 이물질이 떨

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500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개원

어지면 삼키지 않도록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험가능

여부, 근무지역 및 성별, 연령대는 Table 1과 같다.

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헥사드라이버가 구강 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아
주 단순해 보인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floss를 묶어서 사용하면

Table 1. Survey participants (n=500)
Participant (dentist)
Clinic owner
Yes
No
Working region
Metropolitan city
Satellite city
Regional city
Rural area
Sex
Male
Female
Age (y)
<30
31–40
41–50
51–60
>61

된다. 거의 80%의 응답자가 위험한 경험을 했다는 설문결과를
Value

고려한다면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Floss에 헥사드라이버를 묶어 사용하는 것

419 (83.3)
81 (16.2)
264 (52.8)
113 (22.6)
99 (19.8)
24 (4.8)
399 (79.8)
101 (20.2)
15 (3.0)
195 (39.0)
205 (41.0)
73 (14.6)
12 (2.4)

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번거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소개되어 왔다.
우선 대부분 floss를 묶어 Fig. 2와 같이 손가락에 감아 사용하
지만 이것이 불편하다면 Fig. 3과 같이 치과의사의 손가락에 반
지를 끼워 여기에 floss를 묶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Fig. 4와 같이 floss를 구멍포나 구강 밖의 환자의 옷이나
단추 혹은 floss를 길게 늘어뜨려 놓는 것만으로도 만약의 사태
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Floss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Fig. 5와 같이 헥사드라이버에 묶어놓은 floss의 끝부분을 환자
의 반대편 악궁의 치아 인접면 사이에 끼워 걸어놓거나 묶어놓
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손가락으로 floss를 쥐고 있어야 하는 불편
을 해결할 수 있다. Floss를 묶어 사용하는 것이 아무리 불편하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ig. 2. Using floss tied to a finger.

Fig. 3. Using floss tied to a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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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exa driver connected to drill tube by a rubber stopper and 2.0
mm drill tube.

Fig. 4. The floss pinned to the green linen.

Fig. 8. Neo Company’s extended handle for securing the Hexa driver.
Fig. 5. The floss secured under a tooth contact point.

과 같이 헥사드라이버 post 부분에 와이어를 연결해 체결하고
하방에 rubber stop이나 O-ring을 끼워놓으면 사용할 때 빠지
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floss보다는 rigidity를 좀 더 유지하므
로 편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헥사드라이버의 핸들을 직접 만들어 사
용할 수 있는데 Fig. 7과 같이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시 사용하는 2.0 mm drill용 튜브를 이용한다. 이 튜브는 손잡이
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손잡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 것이 더 유리하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헥사드라이버의 post
직경이 2 mm 미만이므로 사용이 가능하고 튜브에 끼웠을 때 빠
지는 문제는 하방에 O-ring이나 근관치료 시 사용하는 파일의
rubber stop을 끼워두면 그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빠지지 않
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Fig. 6. Hexa driver connected to Orthodontic ligature wire by a rubber stopper.

시판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Fig. 8과 같은 Hexa driver handle
(Neobiotech, Seoul, Korea)이 편리하다. 손잡이가 길어 특히
상악 구치부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용할 때 용이하다. 상

고 귀찮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유익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

부의 헤드 부위에 헥사드라이버를 끼울 때 고무탄성을 이용하

는 가치가 있음에 분명하다.

므로 매우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Floss 대신 교정용 ligature wire를 사용할 수도 있다. Fig. 6

98    www.chosunobr.org

최근에는 손잡이가 달린 수동기어를 이용하거나 핸드피스를

Yong-Seo Kim, et al.

이용해 전동으로 헥사드라이버나 커버 스크류를 착탈하기도 한

실을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치실을 묶어서 사

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비들 역시 헥사드라이버가 힐링어버트

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54.9%), ‘다

먼트를 체결하기도 해야 하지만, 곧바로 쉽게 빼내야 한다는 두

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35.3%),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

가지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치과

지 않아서’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집중과 주의가 필요하다.

본 설문을 분석해보면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 소기구를 떨어

임플란트 치료는 치료과정이 다른 치과치료와는 환경이 다르

뜨려 환자가 삼키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삼킬 수도 있었던 위험

기 때문에 러버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소기구

을 경험한 응답자가 무려 79%에 달하고 소기구를 환자가 삼킨

를 삼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것

경험이 있는 경우도 19.2%로 응답자 5명 중 거의 1명에 해당하

도 가능하다[8]. 그러나 최후방구치부 같은 경우와 같이 구강 상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히 헥

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드라이버를 구강 내에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 단순히 2×2 거즈를 구강 안쪽에 위치시켜 screen을 하는

중의 하나로 알려진 floss에 묶어 사용하는 응답자는 20.6%에 불

것도 잘 알려진 효과적인 방법이다[9-12]. 그 외 lip retractor

과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54.9%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개구기)를 변형시켜 구강의 뒷부분에 강력한 자석을 부착한

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항은 환자가 소기구

stopper를 형성해 혹시 구강 내에 소기구가 떨어지면 자석에 달

를 삼키지는 않았지만 삼킬 수도 있었던 위험을 경험했던 응답

라붙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소개되기도 했다[13]. 그러나 어느

자가 79%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힐링어버트먼트와 같은 티타

하지 않은 것은 환자나 치과의사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늄 재질로 된 소기구는 자석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는 사실도 염

그저 운이 좋았다는 확률적 의미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

두에 두어야 한다. 또 구강 내에 고정된 그물망을 만들어 환자가

제 환자가 삼킨 경우를 포함해 분석해본다면 매우 많은 치과의

삼키는 것을 막아주는 아이디어도 소개되었다.

사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힐링어버트먼트 상부에 floss를 끼울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놓
은 아이디어도 있다. 이 홀에 floss를 끼워두면 힐링어버트먼트

새로운 해결방법

가 착탈과정 중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 다만 이러한 디자인의
힐링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는 구강 밖에서 floss를 묶기 때문

최근에 소개된 새로운 디자인의 힐링어버트먼트는 이러한 문

에 번거롭지 않겠지만, 구강 내에 체결된 힐링어버트먼트를 빼

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아이디어는 기

내는 과정에서는 빼내기 전에 구강 내에서 floss를 구멍에 끼워

존의 헥사드라이버와 힐링어버트먼트가 헥사구조의 friction에

야 하는 점이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구멍의 방향에 따라서는 봉

서 유지력(retention)을 얻는 것에 비해 이중 나사선을 이용해서

합용 needle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드라이버와 어버트먼트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의 제
품들은 헥사드라이버로 힐링어버트먼트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하

결 과
설문조사 결과

지만 체결 직후 곧바로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착탈의
두 가지 상황에서 항상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었다.
Fig. 9와 같이 이 힐링어버트먼트는 내부에 2층으로 서로 굵
기가 다른 나사선을 가지고 있고 이 나사선과 체결되는 2개의

본 논문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총 4개로, 질문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사를 양쪽에 가진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힐링을 체
결할 때는 오른나사와 오른나사선을 이용하게 되고 힐링을 제

‘임플란트 시술 과정 중 헥사드라이버나 힐링어버트먼트가

거할 때는 왼나사와 왼나사선을 이용하게 된다. 힐링어버트먼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환자가 삼키지는 않았지만 위험했던 경험

트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착탈할 때 나사가 나사선을 완전히 물

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라는 답변이 79.0% (395명),

게 되므로 구강 내에 떨어질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된

‘아니요’라는 답변이 21.0% (105명)였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

다. 즉 힐링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는 오른나사를 이용해 체결

중 헥사드라이버나 힐링어버트먼트가 환자 구강 내에 떨어져서

하고 힐링어버트먼트를 풀 때는 왼나사를 이용해 풀게 되며 나

환자가 삼킨 경험이 있으신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80.8% (404

사가 나사선에 물려서 고정된 채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

명)가 ‘없음’, ‘환자가 식도로 삼킨 경험이 있다’가 17.4% (87

떨어지지 않게 된다. 만약 술자가 핸들에 floss를 묶어 사용한다

명), ‘환자가 기도로 삼킨 경험이 있다’가 1.8% (9명)로 나타났

면 핸들과 힐링어버트먼트가 서로 결합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

다. 총 설문 대상자 중 103명 (20.6%)만이 ‘헥사드리아버에 치

구강 내에 떨어져 환자가 삼키는 사고를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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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ealing abutment utilizing Duplex screw system.

Fig. 10. Brand new, contaminated, and
filled with temporary stopping material healing abutment.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효과적 방법으로는 힐링어버트먼트 자체를 자성을
띄는 물질로 만들거나 혹은 힐링어버트먼트 내부에 자석을 삽
입해 자석 또는 자력을 갖는 드라이버 post와 달라붙게 하는 방
법도 고려될 수 있는데 최근 네오디움(Nd) 자석의 경우 자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보철과정 중에 이런 위험에 빈번히 노
출되는 예로, 커스텀어버트먼트(custom abutment)와 스톡어
버트먼트(stock abutment)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커스텀어

1) 술자와 직원들이 소기구를 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집중과 주의를 다한다[14].
2) 환자에게 치료 중 가능한 상황을 고지하고 상황에 따른 대
처요령을 알려준다.
3)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chair position을 supine position
보다는 upright로 유지시켜 만일에 떨어졌을 때 목구멍보다는
구강저로 떨어지게 한다.
4) 헥사드라이버는 항상 dental floss나 suture material 등을
이용해 묶어서 사용한다.

버트먼트는 보통 레진을 이용한 지그를 함께 사용하므로 위험

5) 힐링어버트먼트는 항상 새것을 사용한다.

성을 낮출 수 있지만 스톡어버트먼트는 시판되거나 지그를 만

6) 힐링어버트먼트 제거 시 헥사홀을 사용 전 깨끗하게 clean-

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톡어버트먼트용 지

ing한다.

그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면 특히 최후방구치쪽에 사용하는 경

7) 좀 더 안전하게 개발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한다.

우에 있어 구강 내로 어버트먼트가 떨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

힐링어버트먼트와 관계된 고찰 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힐링어버트먼트는 헥사드
라이버와의 friction에 의해 연결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된

고 찰
본 논문에서 소개한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제품들과 아이
디어들은 몇 가지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 시

이유는 헥사드라이버에 힐링어버트먼트를 끼워 임플란트 fixture에 연결할 때 friction에 의해 떨어지지 않게 체결도 해야 하
지만 체결 후 바로 쉽게 빼내야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만족
시켜야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소기구들을 환자가 삼키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

힐링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보다는 빼낼 때 좀 더 위험한 상

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체결 시에는 힐링어버트먼트의 헥사홀이

와 스태프들이 잠재된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임플란트 치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헥사드라이버와의 유지력이 충분한 반

료의 각 과정마다 주의와 집중을 요하는 것이며 환자에게 적절

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구강 내에 머물다 빼내는 경우

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보

힐링어버트먼트의 헥사홀이 음식물 등에 의해 오염되고 이로

면 다음과 같다.

인한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헥사드라이버와의 체결을 방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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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Fig. 10에서는 구강 내에 체결되기 전의 새 힐링어버
트먼트와 체결된 후 오염된 힐링어버트먼트 그리고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임시 충전재로 메꾸어 놓은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힐링어버트먼트를 풀 때 헤드부분에 있는 헥사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음식물찌꺼기 등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이
다. 먼저 탐침 등으로 제거 후 미니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청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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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헥사홀을 청소하
는 것도 임플란트 식립위치나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은 과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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