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치아 건강 
튼튼한 유치는 어린이의 치아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만들어주면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 기르기
 • 유치가 나기 전에 하루 두 번 물로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기가 있는 깨끗한 

거즈, 세척용 천 또는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과 물을 사용하세요. 치아를 관리하는 동안 

어린이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입속이 깨끗해진단다!"
 • 영유아를 데리고 쇼핑을 가서 재미있는 어린이용 칫솔을 자녀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라보세요. 첫 치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두 번씩 이를 닦아주세요. 

 • 치약 사용 시기는 치과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칫솔질 후 치약을 

삼키지 않고 세면대에 뱉는 방법을 안다면 치약 사용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맛의 치약을 함께 골라보세요. 양치를 할 때 완두콩 크기만큼의 

치약을 사용하세요.

 • 부모님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세요! 부모님이 규칙적으로 양치하고 치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치 예방하기
유아를 포함한 모두가 충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의 치아에 생기는 갈색 또는 

검은색 점은 충치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충치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영아의 경우 젖을 먹다가 잠이 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유를 중단하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게 해주세요. 영아가 잠을 자는 동안 젖병이나 젖을 물고 있다면 치아 주위로 젖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손상시키고 충치를 유발하는 설탕이 든 음식과 음료를 피하세요.

 • 어린이의 첫 유치가 나온 후 일반 컵이나 밀폐된 컵으로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컵으로 마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첫 치과 방문 준비하기
 • 다른 부모나 이용하시는 병원에 치과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치과의사와 소아 치과의사가 영유아의 치아를 전문적으로 진료합니다.

 • 일반적으로 첫 치아가 나오는 생후 6~12개월에 첫 진료를 시작하는 치과병원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첫 생일이나 그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병원 방문 전에 치아와 치과의사에 관한 그림책을 자녀와 함께 읽어보세요. '이가 몇 

개일까 (How Many Teeth)?'나 다양한 '입 벌려보기 (open mouth)' 게임을 하면서 

어린이가 치과에서 입을 벌리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치과 

병원' 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 병원을 방문할 때 어린이의 책과 애착 장난감을 가져가세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병원을 둘러보고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세요. 진료 중에는 자녀 곁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방문해주십시오: https://illinoisearlylearning.org/ko/resources/tipsheets/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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