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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N (COHs) 140420 
South Eastern Sydney Illawarra 및 Sydney West Area Health  

Service에서 개발 * NSW 구강 보건 전략 센터에서 후원 2014년 10월  

* South Eastern Sydney Local Health District Multicultural Health  
Service에서 번역 재정 지원

18세 미만의 모든 NSW 청소년은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할 경우 무료 공립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Local Health District)에 연락하십시오.

통화를 위해 통역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전화 통역 
서비스에 13 14 50으로 연락하십시오.

1. 2. 3. 4.

바깥쪽 윗니 안쪽 아랫니 안쪽 부드럽게 앞뒤로 

문지름

양치질 방법
 

치아의 앞뒤로 작은 원을 그리며 칫솔질을 합니다.

 

건강 팁
통증이나 붓기 혹은 입안에 출혈이 있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즉시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지난 경우, 지역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공립 치과 서비스 연락처

Sydney / South Western Sydney (02) 9293 3333

South Eastern Sydney 1300 134 226

Illawarra Shoalhaven 1300 369 651

Northern NSW / Mid North Coast 1300 651 625
Hunter New England  

Central Coast 1300 789 404

Northern Sydney 1300 732 503

Murrumbidgee / Southern NSW 1800 450 046

Western Sydney (02) 9845 6766  
 or 1300 739 949

Nepean Blue Mountains (02) 4734 2387  
 or 1300 769 221

Far West / Western NSW 1300 552 626

Korean / 한국어

청소년을  
위한 치아

top dental tips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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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마시기잘 먹기 잘 닦기

• 달고 끈적한 식품 제한 – 충치 예방. 

• 배고플 때 건강한 간식을 선택 – 예: 과일, 
치즈 및 요구르트.

• 당분이 없는 껌 씹기 – 치아를 보호하는 침을 
생성.

• 수돗물 마시기 – 무료, 충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불소를 함유.

• 당분이 있는 음료와 스포츠 음료 제한 – 
충치 예방.

• 음식과 함께 일반 우유 마시기 – 칼슘 및 
기타 필요한 탁월한 영양소 제공.

• 아침과 밤에 양치질 –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 불소 치약 사용.

• 작고 부드러운 칫솔 이용 – 치아와 잇몸을 
상하지 않게 보호.

• 민감한 치아일 경우 – 민감성을 줄이는 
특수 치약 사용,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 가능.

잘 유지하기

• 일 년에 한 번 치과 진료 받기 – 치아와 잇몸 
건강 유지를 위해.

• 구토는 치아 부식을 초래할 수 있음 – 구토 
후에 수돗물로 입을 헹구고 치아를 치약으로 
발라서 에나멜을 강화하고 입을 깨끗하게 함.

• 입이나 입술에 피어싱을 한 경우 
플라스틱이나 고무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아를 보호하고 전문인이 실행하도록 함. 

• 흡연은 암, 잇몸 질환 및 치아 손실을 초래 – 
금연 지원을 위해서는 Quitline에 137 848로 
전화하거나 icanquit.com.au를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