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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실 안내

치아홈메우기사업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아(어금니)씹는 면의 작은 홈을 메워 어린이 충치를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
대 상 : 영구치 구치가 맹출한 저소득층 초등학생
기대효과 : 50-60%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방 법 : 구강보건실에 예약 후 실시(659-4260)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 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및 영유아
방 법 : 보건소 등록 영유아들의 예방접종일과 연계하여 구강검사 및 상담
내 용 : 구강검사, 올바른 칫솔질, 스케일링, 구강상담 등
문 의 : 구강보건실 예약 (659-4260)

불소도포사업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표면에 발라줌으로써 치아의 치질이 단단해지고 산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 상 : 여수에서 거주하는 만 5세 이상 지역주민
내 용 : 불소바니쉬도포
방 법 : 구강보건실에 예약 후 실시(659-4260)
시술비용 : 무료

노인 불소도포 · 스케일링

대 상 : 65세이상 여수시민
내 용 : 스케일링, 불소도포
시술비용 : 무료
기대효과 : 치주병예방 및 시린 치아 예방
문 의 : 구강보건실 월, 금 예약 후 실시(659-4260)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기간 : 4월~11월
내용 : 구강검진, 보건교육, 구강진료
참여방법 : 참여 동의서 제출 (학교, 보건소) → 치과방문 (전화예약) → 서비스 제공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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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참여 동의서 제출 (학교, 보건소) → 치과방문 (전화예약) → 서비스 제공 (병원)
비용 :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외 진료(보존, 보철)시 별도비용 발생)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병‧의원 현황

연번 의료기관명 구분 의료기관주소(도로명) 전화번호

계 46개소 　 　 　

1 모아치과병원 학동  여수시 소호로 618 061-686-2275

2 이안치과 학동  여수시 시청로 6 061-685-0004

3 권종주치과 학동  여수시 학동 85-24 장수빌딩2층 061-692-2842

4 뉴욕치과 학동  여수시 학동 43-9 061-682-2800

5 문치과 학동  여수시 소호로 658 부영1차상가 2층 061-681-2080

6 루가치과 학동  여수시 학동 신동아파밀리에상가 3층 061-684-0543

7 친구들치과 학동  여수시 시청로 34, 2층 061-691-0175

8 화이트치과 학동  여수시 학동 84-5 061-685-8676

9 보스턴치과 학동  여수시 쌍봉로 58, 2층 061-682-2275

10 조은치과의원 학동  여수시 쌍봉로 40-1, 42, 2층 061-683-0334

11 센트럴치과 학동  여수시 시청로 23, 4층 061-684-2877

12 새봄치과 학동  여수시 시청로43 롯데리아 2층 061-691-7227

13 박 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로 160, 2층 061-653-2855

14 박재한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 1로 88-1 061-651-5350

15 부부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로 156 061-651-2875

16 이석진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1로 62, 3층 061-653-2897

17 e-편한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로 168 061-651-2279

18 프라임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로 173, 6층 061-653-8545

19 희망부부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서1로 54, 4층 061-651-8666

20 명치과 여서동  여수시 여문1로 51, 3층 061-922-3000

21 예인치과 신기동  여수시 망마로 51 061-683-0680

22 확실한강치과 신기동  여수시 망마로 47 061-686-2075

23 탑치과 신기동  여수시 새터로 65, 2층 061-692-2335

24 아름다운치과 안산동  여수시 소호로 659, 3층 061-683-2800

25 동백치과 문수동  여수시 문수로 76 061-642-1066

26 즐거운치과 미평동  여수시 대학로 11 061-654-6541

27 이미지치과 봉계동  여수시 봉계대곡길 31 061-681-7528(http://www.yeosu.go.kr)



27 이미지치과 봉계동  여수시 봉계대곡길 31 061-681-7528

28 여도치과 봉계동  여수시 좌수영로 678, 2층 061-683-2275

29 스마일치과 선원동  여수시 무선중앙로 67 061-682-2894

30 손치과의원 국동  여수시 신월로 629, 우체국 2층 061-644-2875

31 함께하는치과 국동  여수시 신월로 692, 4층 061-643-2825

32 유디여수치과 신월동  여수시 신월로 806 061-920-2875

33 알파치과 동문동  여수시 동문로 62(2층) 061-662-2212

34 신세계치과 덕충동  여수시 박람회길 38, 2층 061-920-4572

35 돌산이건치과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30 061-644-2877

36 김문홍치과 소호동  여수시 소호6길36-1 061-692-5525

37 연세치과 소호동  여수시 소호로 479 061-692-2875

38 사랑치과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21, 2층 061-682-2875

39 죽림치과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3, 3층 061-691-0202

40 오케이송치과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13-36 061-692-2828

41 하얀나무치과 웅천동  여수시 예울마루로 37-16 061-665-2875

42 예울치과 웅천동  여수시 신월로 96, 1층 061-661-8275

43 서울웅천치과 웅천동  여수시 웅천로 108, 303,304호 061-810-3031

44 바른플란트치과의원 웅천동  여수시 웅천로 134, 303,304호 061-682-2879

45 여수연합치과 충무동  여수시 충무동 616 061-666-1030

46 더편한치과 충무동  여수시 충무1길 14, 2층 061-66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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