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철성 교정장치, 구강 외 장치 장착 후 주의사항 ■

1. 장치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즉시 병원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다

시 내원하여 입안의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재제작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파

손된 장치를 끼우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장치를 낀 후 치아나 잇몸이 아플 때는 다음 약속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전화로 담당 의사에게 

의논한 후 약속을 하여 가능한 빨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장치는 매일 밤새도록 껴야 하며 낮에도 가능한 많이 끼고 있어야 합니다.

4. 장치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식사 때나 운동을 할 때에만 빼고 항상 끼고 있어야 하며 식사

를 한 후에는 곧 껴야 합니다.

5. 장치를 낄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끼고, 장치를 뺄 때는 반드시 장치 몸체를 잡아야 하며 장치에 

있는 앞 철사 등을 잡고서 빼면 안 됩니다.

6. 장치를 끼지 않을 때는 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맑은 냉수를 담은 용기에 담아 두거나 케이스

에 넣어두어야 하며, 장치는 칫솔로 아침, 저녁으로 닦아야 하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장치

가 변형되기 쉬우므로 뜨거운 물로 소독 또는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7. 스크류를 돌릴 때의 시기는 장치를 밤새 끼고 난 아침에 돌립니다.

8. 장치를 1주일 동안 잘 껴서 이루어진 치료 효과가 단 하루 동안 안 낌으로써 나빠집니다. 그러

므로 다른 병으로 아플 때라도 가능한 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 구강 외 장치는 머리 혹은 목 부위에 모자 형태의 장치를 쓰고 입 밖으로 고무줄을 거는 장치로

서, 이 장치의 효과는 환자가 이 장치를 얼마나 오래 장착하였는가에 따라 치료효과가 좌우됩

니다. 하루에 최소한 14시간 이상 장착해야 하고 가능하면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항상 장착해야 하

므로 환자의 보호자께서는 이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위의 주의사항을 집에 있을 때나 여행 중에도 반드시 잘 따라야 하며, 담당 의사가 지시한 대

로 잘 따르고 약속을 잘 지켜야 치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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