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구강 관리법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예비 엄마가 되었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 치과 검진을 적어 놓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는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산모의 구강 관리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도 치과 정기 검진은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1,2

꼭 알아야
할 사실

임신 중 산모의 치아와 잇몸 건강은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미국의 10명 중 4명의 산모는 충치나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3*

미국의 75%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임신으로 인해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산모가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3*

미국에서 임신 중 치과 검진을 받는 산모들은 22~34%에 불과합니다. 4*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세요.
임신 전에 미리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임신 중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리 치료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5

무리한 치과 치료는
피하세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가 될 수 있는 치과 치료는 출산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5

약물 복용에
주의하세요.

복용하는 약이 안전한지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아목시실린처럼 임신 중 제한적인 양을 사용할 경우 안전한
항생제도 있지만, 테트라시클린처럼 발달중인 태아의 치아에 얼룩을 남기는 항생제도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들을 위해 운영하는 한국마더세이프 전문 상담 센터에서 발간한
임신부 치과 치료 지침서에도 임신 중 치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www.mothersafe.or.kr/archives/31930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궈주면
잇몸 염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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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미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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