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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과 학교, 보건소가 협력하여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2021년 6월1일부터 실시
합니다. 이에 귀댁의 자녀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구강검진 : 문진. 구강위생 검사
⦁구강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및 교육용 리플릿 제공): 구강위생 관리, 칫솔&치실질, 올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구강진료 : (필수) 전문가 위생관리, 불소도포
(주치의 판단으로 필요시 시행)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사업대상 :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연1회
⦁사업기간 : 6월1일 ~ 10월

∎서비스 비용: 전액 무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구강건강관리는 연1회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지원 (1인당 4만원)
⦁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

< 치과주치의 사업, 우리학교 학생이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는 치과 병‧의원 >
연번

읍면

치과병ㆍ의원이름

소재지

연락처

1

청평면

서울연합치과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48

031-585-5421

2

청평면

뉴욕치과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0

031-585-9455

3

화도읍

하나치과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0, 2층

031-595-8058

※ 치과 주치의 사업은 4학년 학생만 하는 것으로 위의 치과 중 한 곳을 방문하여

6월 1일(월)부터 빠짐없이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뒷면에 ‘(APP)앱‘사용 꼭! 읽어 보시고 모바일에 덴티아이 다운받고 열기하여 로그인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구강 교육 동영상 시청하시고 병원가기 전

꼭!!! 전화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뒷면계속

∎서비스 제공 순서
⦁ 플레이스토어(Paly store) ⇒‘덴티아이’ 또는 ‘치과주치의’ 검색. 다운로드 ⇒ 열기 ⇒ 허용 ⇒ 로그인

❶ 치과주치의 대상학생 확인!
우리아이 구강건강관리의 시작! (필수)
인증방법: 학년/반/번호/이름 입력!
예: 4 / 하늘 / 22 / 홍길동

❷ 문진표 작성 (필수)
우리 아이 구강 컨디션을 간단하게 기록해요!

❸ 맞춤형 치료정보 (선택)
구강보건교육 콘텐츠로 우리아이 덴탈 아이큐도 쑥쑥~

❹ 예약하기 (전화 예약) : 반드시 예약하셔야 진료 가능함

❺ 구강검진결과 확인 (필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아이 구강검사결과확인
및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❻ 맞춤형 예방리포트 (선택)
우리 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에 확인!

2021년 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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