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구강관리 정보

다

음은 임신 중의 구강 보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구강 보건 관리를 받
고, 좋은 구강 위생 습관을 실천하고, 건

강식을 섭취하고, 그 밖의 건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은 여러분과 태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치과 치료를 뒤로 미루면 임산부와 태아가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의 심한 치
아 감염이 온 몸에 퍼질 수 있습니다).

구강 보건 관리

임신 중의 구강 관리는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중
요합니다. 임신 중의 신체 변화로 인해 잇몸이 아프
거나 붓게될 수 있으며,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
다. 이런 증세를 치은염 (잇몸의 염증)이라고 합니
다. 치은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치주(잇
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X-레이, 진통제, 그리고 국소 마취 등의
구강 보건 관리를 받아도 안전합니다.


분만하기 전에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구강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치과에 간 것이 6개월 이 넘었다거나,
구강 보건에 문제점이나 염려될 만한 점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치과 예약을 하십시오.


치과에 여러분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과 분만 예정일


식후에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 또는 그 밖에 자일리톨

을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는 치과에서 임산부에게

이 함유된 민트 등의 제품을 씹으십시오. 이렇게 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면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구토를 한 경우에는 물 1컵에 베이킹 소다 1

좋은 구강 위생 습관

티스푼을 타서 입안을 헹구면 치아에 산이 침범하는


하루 2 번, 불소가 함유된 치약으로 이를 닦으십시오.
칫솔을 3-4 개월마다, 털이 마모된 경우에는 더 자주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체하십시오. 칫솔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건강식 섭취

마십시오. 치실이나 치간 청소기로 치아 사이사이를


과일과 채소, 통곡물로 만든 시리얼, 빵, 크래커

매일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우유, 치즈 또는 무설탕 요거트 같은 유제품


시중에서 판매하는 무알콜, 불소 함유 구강세정제로

등 여러 가지 건강식을 섭취하십시오. 육류, 생선,

매일 밤 입안을 헹구십시오.

닭고기, 달걀, 콩, 견과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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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쿠키, 케이크, 말린 과일 같이 당분 함량이 높
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또한 주스, 과일 맛 음료,
탄산 음료 같이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도 줄이십시오.


간식으로는 과일, 채소, 치즈 및 무설탕 요거트 같
이 당분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식품의 라벨을 읽어보면 당분이 낮은 식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스꺼움 증세로 힘들 때는 하루동안 건강식을 조금
씩 섭취해 보십시오.


주스나 과일 맛 음료, 탄산 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를 마시십시오.


하루 종일, 특히 식사와 간식 시간 사이에
물을 마시십시오. (지역사회의 불소화 수원을
통해) 불소화된 물을 마시거나, 병에 든 생수를
좋아하신다면 불소가 함유된 것을 구입하십시오.


선천적 장애의 위험을 줄이려면 임신 기간 내내 하
루 6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하십시오. 엽
산 건강보조제를 섭취하고, 엽산 함량이 높은 음식
과 엽산으로 강화된 식품을 드십시오. 다음은 그러
한 식품의 예입니다.

• 아스파라가스,

브로콜리, 상추와 시금치 같은 초

록잎 채소

• 콩 종류(콩, 완두콩, 렌즈콩)
• 파파야, 오렌지, 딸기, 캔탈로프 (멜론), 바나나
• 엽산 강화 곡류 식품(빵, 시리얼, 옥수수 가루, 밀

아기가 태어난 후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구강 위생을
관리하십시오. 구강 보건 관리 받기, 좋은 구

가루, 파스타, 흰쌀)

강 위생 습관 실천, 건강식 섭취, 그 밖의 건

그 밖의 건전한 행동 실천

전한 행동 실천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아기의 잇몸과 치아에 신경쓰고, 아기에게


임산부 수업에 출석합니다.

건강식을 먹이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담배류와 오락용 마약을 끊습니다. 간접 흡연을 피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4 개월동안, 그러나

합니다.

적어도 6 개월 동안이 바람직) 만 1살이 되면


알콜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치과에 데려가십시오.


아기가 6개월이 되면 소아과 의사에게 아기의
입안을 검사해줄 것과 (구강 건강 위험 평가
실시) 급할 때 찾아갈 치과 의사를 추천해달라
고 부탁하십시오.

출처: 임신 중의 구강 보건 관리 전국적 합의문 —전문가 워크그룹 회의 요약 © 2012 조지타운 대학교, 국립 산모와 아동 구강 보건 지원 센터 (National Ma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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