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치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강한 미소는 자아존중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감은 사회적 성공을 돕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당한 미소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강 건강과 관련해 스트레스 지수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내염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한 치아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구강 관리입니다. 입 안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칫솔질 후 치실을 
사용하고 구강청결제를 이용해 입 안에 남은 유해균을 말끔히 씻어주세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플라그나 박테리아와 관련된 잠재적인 질병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세요. 

34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 중 94% 이상, 6세에서 8세까지의 어린이 중 50% 이상이 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100만 명의 미국인들은 구강 건강 전문가들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강 관리에 들어가는 국가적인 비용은 1,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강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구강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치아가 건강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입 안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칫솔질과 치실 
사용, 구강청결제 사용과 같은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은 입 안의 유해균 수치 조절을 도와줍니다. 

입은 박테리아의 출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염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잇몸 질환은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여러 질병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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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건강이 
중요한 이유

구강 건강 퀴즈를 풀면서 나의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입 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리스테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 

칫솔질, 치실 사용 후 
입 안 헹구기 

스트레스 줄이기 

구강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listerine.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칫솔질과 치실 사용으로는 입 속 단 25% 
부분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로 한 번 더 입 안을 
헹궈내면 입 속 면적 거의 100% 가깝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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