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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유치 관리법 

아기의 치아가 나오기 전에 매일 적어도 

한번씩 깨끗한 젖은 천으로 아기의 잇몸을 

닦아 주십시오.

아기의 첫니가 나오면 매일 두번씩 

불소함유 치약(쌀알 크기 정도)으로 아기의 

치아를 닦아 주십시오.

아기가 앉아서 밥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을 

무렵(생후 6 개월~12 개월)에 아기가 

컵으로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기가 생후 12 개월쯤 되면 젖병을 떼게 

하십시오.  

아기가 1 살 되는 무렵에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도록 하십시오.  

치과 프로그램

공중 보건

Abbotsford 604-864-3400

Agassiz 604-793-7160

Burnaby 604-918-7605

Chilliwack 604-702-4900

Hope 604-860-7630

Delta 
Newton 
White Rock 

604-507-5400

Langley 
Aldergrove 
Cloverdale 
Fleetwood 

604-539-2900

Maple Ridge 
Pitt Meadows 

604-476-7000

Mission 604-814-5500

North Surrey 
Guildford 

604-587-7900

Tri-Cities 
New Westminster 

604-949-7200

유치 관리의 중요성 

 M
ak

si
m

 B
uk

ov
sk

i:/
Th

in
kS

to
ck

 

Korean

Baby Teeth  
Are Important

604-587-4750

604-777-6740



유치 관리의 중요성 Baby Teeth are Important 끝….over… 

프레이저 보건부 치과 프로그램

저희 치과 프로그램은 유아와 어린이  

충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 병원은 정기적으로 치아 건강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3 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치아 표면에 불소 

바니쉬(fluoride varnish)를 도포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불소 바니쉬를 도포하는 것은 충치 

예방에 신속하고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기 치아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그림은 아기 치아가 나오는 대강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아기 치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나오지만 아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송곳니) 
제 1 유구치

제 2 유구치

치아 나오는 
시기 

6-12 months
9-13 months

16-22 months
12-19 months
24-33 months

제 2 유구치

제 1 유구치

견치(송곳니) 
측절치

중절치

20-32 months

12-18 months

16-23 months
7-16 months
6-12 months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 프레이저 보건부의 좋은 시작 (Best
Beginnings) 웹사이트

www.fraserhealth.ca 를

방문하여 검색어 ‘teething’
혹은 ‘toothcare’로 검색하십시오.

• 유튜브에서 벤쿠버 코스탈 보건국이

‘Tooth Brushing for children
three and under’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보십시오.

어린이 충치 예방법

부모는  아이가 언제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를 정해 줍니다. 아이에게 하루에 

세끼 식사와 2-3 회 정도의 간식을 

줍니다.

아이를 식탁의자에 앉혀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일찍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식사와 간식 사이 혹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음료를 조금씩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우유, 분유 그리고 당분이 들어 

있는 쥬스가 충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칫솔이나 물컵, 그리고 식기구를 

나누어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기의 

고무 젖꼭지를 입에다 때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충치균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부터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치아가 건강한 부모는 아이에게 

충치균을 옮길 위험성도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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