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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무료 불소양치용액 배부

대 상: 만 3세 이상 나주시민

운영/배부: 매주 화, 목

장 소: 나주시보건소2동 2층 구강교육실

신청 방법: 전화 예약제 (☎339-4826,4806)

준 비 물: 신분증

내 용: 1인당 0.05%(NaF)불소용액 500ml/1개월분 배부

사용법 및 주의사항

1 매일 1회, 사용 전 양치질을 한다.

2 불소용액을 10ml정도만 컵에 따라 입안에 1분간 머금는다.

3 불소용액을 입안에 머금는 동안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불소용액을 뱉은 뒤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는다.

5 불소용액을 뱉은 뒤 30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임산부·영유아(부모) 구강건강관리

대 상: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부모)

기 간: 3월 ~ 11월(매월 1회)

참여방법: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중간평가 기간 내 보건소방문 및 Zoom회의

장 소: 나주시보건소2동 2층 구강교육실, 모자보건실

내 용

‘맘스투스’ 모바일 구강교육용 APP 활용

영양교육과 함께 임산부 치주질환 예방관리 교육(불소양치용액 배부) 실시

맘스투스 자료 다운로드

꿈나무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기 간: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

방 법: 사전 신청안내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기관 방문 교육

세부일정: 신청한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협의 후 결정

장 소: 신청참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용: 구강보건교육(기관종사자 포함), 그룹별 칫솔질 방법 지도, 구강검진,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대 상: 2개소(나주초등학교, 영산포초등학교 1~3학년생)

기 간: 3~11월 (방학기간 제외)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방 법: 학교와 일정조율 후 학교구강보건실 방문 운영

내 용: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세균막검사, 올바른양치질교습, 치아홈메우기 등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대 상: 주민등록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 사업소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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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improvement
http://www.naju.go.kr/health/business/improvement/dental
http://www.naju.go.kr/contents/153/education_2023.pdf


제외대상: 틀니 시술 지원 신청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 간: 연 중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방문신청(사전 전화문의) (☎339-4826)

지원내용: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한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완전틀니: 의료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5~15%) 전액 지원

부분틀니: 의료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5~15%) 전액 지원 및 지대치(보철) 시술비용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상악 75만원, 하악 75

만원)

구비서류

사전: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의료급여(1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신분증, 통장, 도장

사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기록부사본

추진절차

검토·심사: 틀니 시술완료 후 청구서류 등 신청서부터 모든 관련 서류 검토하여 최종 지원금액 결정됨

65세 이상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대 상: 관내 주소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 영 일: 매주 화, 목(하루 10명/ 오전5명 우후5명)

무료/연1회

장 소: 나주시보건소2동 2층 구강진료실

신청방법: 전화 예약제 (☎339-4826)

내 용: 구강검진 후 치료대상자 타 의료기관 의뢰, (필요시) 치면 세정술 및 불소도포 실시, 칫솔질 교육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대 상: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기 간: 2~11월 연 2회(반기별) *세부일정 기관협의

방 법: 취약시설 신청안내공문에 따른 접수(팩스 or 공문 회신)

내 용

구분 방법 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 구강보건교육,칫솔질 지도,검진,불소도포,불소용액양치,

구강진료버스 순회진료(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연계하여 대상자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경로당
- 방문검진,노인구강관리 시행(전문가 칫솔질,틀니세척,잇몸마사지,

불소도포,불소용액양치),구강관리용품 배부,스케일링사업 및 틀니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등

지역아동센터 - 단체 구강보건교육,그룹별 칫솔질 지도 및 실습,불소도포,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대 상: 관내 나주시민

일 정: 매년 6월중

방 법

지역행사장 홍보부스 운영(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질환 예방법, 생애주기별 구강사업 홍보)

피켓 캠페인 활동 및 지역매체 홍보(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구강보건주간 인형극 공연 및 체험관 운영

구강보건사업 관련 문의 및 예약전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구강사업실 ☎33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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