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성인의 약 50%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구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취는 단순히 구강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취 치료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와 음식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입 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커피나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세요. 담배 또한 구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20분 후에는 침샘 자극을 위해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칫솔모가 오염되고 닳은 칫솔로 이를 닦으면 치아와 잇몸에 더 많은 플라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칫솔질을 위해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은 칫솔을 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칫솔질, 치실 사용, 입안 헹구기 등을 포함한 구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취는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약간의 입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냄새는 사람들이 치과를 방문하는 이유 중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고민입니다. 

불쾌감을 주는 입냄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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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냄새에 관한 진실

구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본부의 구취 관련 정보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3990&subIdx=

2&searchCate=&searchType=&searchKey=&page=&sortType=&category_code=&dept=)를 참조하세요.

올바른 구강 위생 
습관을 가져보세요. 

낡은 칫솔은 
교체해주세요. 

음식물 섭취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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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칫솔질과 치실 사용 후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로 입안을 헹궈주면 

입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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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경우, 8천만 명 이상이 구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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