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3일 05시 45분



2
3
3
3
3
4
4
4
4
5

목차목차

목차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순회)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현황
서비스 제공 방법



구강보건실(치과실)을 운영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건강한 치아의 유지는 건강수명 연장의 필수입니다. 무안군 보건소에서는 구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희망대상 중심), 경로당, 은빛교실 등

기간 : 연중

내용 : 연령에 맞는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하기 위함

대상 : 남악초, 청계초, 현경초, 운남초(4개교)

방법

2주 1회(목요일) 출장 진료 (첫째, 셋째주 목요일 - 남악초, 운남초/둘째, 넷째주 목요일-청계초, 현경초)

진료는 수업시간중 실시

진료 수수료는 전액 무료

학부모 진료 동의서 받도록 함

내용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잇솔질 교습 및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도포, 초기우식 치료, 유치발거 등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의료기관(치과)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사업대상

경로당 및 은빛교실

장애인 복지회관 및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실 미설치 초등학교

이주여성, 아동센터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구강보건사업

(http://www.muan.go.kr)

/health/business
/health/business/integration
/health/business/integration/dental


잇솔질 교습 및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연령과 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구강 보건사업 실시

구강보건실 운영
어린이집 

구강검진 사업

행복한 출산 교실 임

산부 

구강관리사업

은빛교실 

구강관리 사업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

대상 전 군민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행복한 

출산 교실 

참가 임산부

희망 은빛교실 장애인

내용
초기우식증 치료, 구강 보건 교육, 

레진치료, 스케일링 등

구강검진 및 교

육, 불소도포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

도포

구강검진 및 교

육, 불소도포

방법 -
보육시설장과 

협의

행복한 출산교실과 

병행하여 추진

노년기 구강보건 교육, 

틀니 관리요령 등

장애인이용 센

터 출장 

(치과이동진료 

차량 이용)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순회)

기간 : 5~6 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7세 아동

장소 : 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법 : 순회방문

내용 : 교육동영상보기, 1:1 잇솔질교습, 불소바니쉬 도포, 구강관리 교육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아래의 초등학생

초등학생(1·4학년) 초등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1인 최대 4만원(1년 주기 서비스 종료) 

※ 지원금액 초과분 환자 자부담

연간 1인 최대 10만원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 지원금액 초과분 환자 자부담

진료지원

범위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 질환치료(충치, 발치 등)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현황

(http://www.muan.go.kr)



연번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무안탑플란트 치과의원 무안읍 면성1길 107, 2층 454-2804

2 한치과의원 무안읍 면성1길 111, 2층 453-2275

3 이치과의원 무안읍 면성2길 55 453-2818

4 열린치과의원 무안읍 무안중앙로 1, 2층 453-3737

5 무안치과의원 무안읍 무안중앙로 12, 광주은행 2층 453-2825

6 서울치과의원 무안읍 무안중앙로 27, 3층 454-2875

7 고운치과의원 일로읍 일로로 68 287-7528

8 중앙치과의원 일로읍 일로로 95-1 284-2802

9 남악이엠치과의원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29 287-7522

10 e플란트치과의원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39, 301, 302호 (광일프라자) 281-8275

11 신우치과병원 삼향읍 남악3로 50, 6, 7층 277-5252

12 연세가지런e 치과의원 삼향읍 남악3로 55, 2층 201,202호 (펠리시티3차) 245-2875

13 남악치과의원 삼향읍 남악3로 79, 2층 203호 (인영주차빌딩) 287-2804

14 세움치과의원 삼향읍 남악3로 80, 6층 (제일프라자) 283-2275

15 퍼스트치과의원 삼향읍 남악4로 79, 3층 (한양프라자) 285-0075

16 키즈빌치과의원 삼향읍 남악4로 86, 3층 301호 (한양에드가오피스텔1) 282-3929

17 명인치과의원 삼향읍 남악5로48번길 17, 3층 (정우빌딩) 802-2879

18 솔치과의원 청계면 청계중앙길 3-4 453-7928

19 해제치과의원 해제면 현해로 1712-2, 2층 452-1828

연번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서비스 제공 방법

초등학생(1·4학년)학생 및 학부모 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

협약치과 전화 예약 후 방문 → 사업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치과에서) →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수혜

 초등학생(1·4학년)학생 및 학부모치과 병·의원

사업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 대상자 확인 및 등록(보건소 문의 ☎450-5029) →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제공 → 사업 완료

후 비용 청구 → 보건소(비용 지급)

초등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학생 및 학부모 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

증명서류 발급(읍·면사무소) → 보건소 방문하여 사업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진료의뢰서 수령 → 협약치과 전화 예약 후 방

문(진료의뢰서 지참)

초등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치과 병·의원

대상자 확인 및 등록 →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 제공 → 사업완료 후 비용 청구 → 보건소(비용 지급)(http://www.muan.go.kr)

/contents/27565/dental_form01.hwp
/contents/27565/dental_form02.hwp


대상자 확인 및 등록 →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 제공 → 사업완료 후 비용 청구 → 보건소(비용 지급)

※ 문의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450-5029) / 구강보건실(☎450-5053)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목차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순회)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현황
	서비스 제공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