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장치 제거 후 주의사항 ■
1. 교정 치료가 끝나 치아가 가지런히 배열되었다 해도 치아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치아
이동에 의해 생긴 잇몸과 뼈의 변화가 안정된 상태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
간 동안 현재의 치아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교정치료 이후의 주기적 점검은 매우 중요하며, 혹시라도 치열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열의 변화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치열의 변화가 너무 늦게 발견되어 재치료
를 해야 하는 경우 재치료비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유지장치 사용 기간 후의 치열의 변화 : 치아는 혀와 입술 등으로부터 일생동안 크고 작은 힘을 받으며, 나이가
들면서 잇몸 뼈와 잇몸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치아 사이에 공간이 나타나거나, 치아가 겹치는 등, 치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유지장치 사용기간 이후에도 밤에 주무시는 시간동안 유지장치를 계속 사용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유지장치의 관리
1. 유지장치는 식사 시와 양치질 시를 제외하고는 24시간동안 계속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유지장치는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소독을 위하여 뜨거운 물에 넣을 경우 장치 변형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찬물을 사용하십시오.
3. 유지장치를 사용하시지 않는 동안에는 장치의 변형 또는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장치 보관함에 보
관하시기 바랍니다.
4. 유지장치가 깨지거나 장치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교정과에 전화 후 내원하여야 하며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하
므로 장치 제작비가 부과 됩니다.
5. 치열 안쪽으로 철사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경우에는 잇솔질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식 유
지장치는 임시재료를 사용하여 부착되므로 장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장치가 떨어진 경우는 전화 후 즉시 내원
하셔야 합니다.

교정장치 제거 후의 교정과 내원일정
1. 장치제거 다음날 : 제작된 유지장치를 맞춰보고 유지장치의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2. 일주일 후 : 유지장치를 사용하시던 중 불편하셨던 점과 잇몸 회복 상태를 점검합니다.
3. 1개월 / 3개월 / 6개월 :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유지장치의 협조도 및 교정치료의 결과 유지상태를 점검하
며, 이후에는 6개월~1년 주기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교정장치 제거 후 교정과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유지장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

)는 위의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지시한 사항들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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