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경기도는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과 학교, 보건소가 협력하여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댁의 자녀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00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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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사업대상

서비스 횟수

사업장소

2019. 5. 1 ~
10. 31

초등학교 4학년

연 1회

관내 지정 치과의원
23개소

서비스 내용
•구강검진 : 문진,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구강진료 : (필수) 전문가 위생관리, 불소도포
(주치의 판단으로 필요시 시행)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서비스 제공 순서
•플레이스토어(Paly store) ‘덴티아이’ 또는 ‘치과주치의’ 검색
학생 및
학부모

치과 의원

가정통신문

대상자 확인
및 등록

동의서 작성

온라인
문진표 작성

문진표 확인

전화 예약 및
방문

서비스 수행

구강검진
통보서 확인

통보서 입력

•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 목록 중 1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통보서 확인방법: 덴티아이 치과주치의 앱(App)을 통해서 확인
※ 덴티아이 앱(App)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치과의료기관에서 통보서 종이인쇄

서비스 비용 : 전액 무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구강건강관리는 연1회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지원
※ 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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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구분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1

뉴욕보강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37 (고천동)

031-459-3994

2

서울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사천1길 7-5(왕곡동)

031-459-5825

3

이편한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사천2길 27(왕곡동)

031-452-2875

4

바른탑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34, 2층 (삼동)

031-347-2875

5

시티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2, 4층 (삼동)

031-454-2879

6

정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5길 43 (삼동)

031-461-7928

7

참사랑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3길 2 (삼동)

031-462-7528

8

노박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14, 5층 (오전동, 동원빌딩)

031-452-5996

9

박일윤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효행로 43, 201호 (오전동, 오전빌딩)

031-456-2875

10

정진숙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6, 303호 (오전동, 동백아파트상가)

031-458-2875

11

사람과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92, 301호 (오전동, 대덕하이베라스)

031-453-2080

12

오케이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206, 201호 (오전동)

031-454-2275

13

하나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12, 3층(오전동, 도원빌딩)

031-459-3247

14

조은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보식골로 6, 301호 (오전동, 성원1차이화아파트상가)

031-429-5181

15

바른정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40 (내손동)

031-421-7515

16

서울성모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82, 303호 (내손동, 신성프라자)

031-424-7528

17

서울양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9-1, 가동 201호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상가)

031-423-4128

18

해맑은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7, 2층 (내손동, 롯데마트)

031-421-4792

19

서울바른이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3, 306호 (포일동, 파레사타워)

031-421-2222

20

인덕원신준세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5, 402호 (포일동,선구스퀘어)

031-422-7528

21

다나은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40, 404호 (포일동, 포일프라자)

031-421-7533

22

포일그린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03, 402호 (포일동, 포레스타타워)

031-426-2277

23

청계사랑치과의원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2로 3, 201호 (청계동, 세종프라자)

031-426-2828

※ 반드시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 전화 예약한 후에 방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치과 의료기관은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덴티아이 치과주치의 앱(App)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 결과 확인 및 교육자료 안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우리아이의 평생 치아 관리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요!!
PC 접속방법 | https://dentii.kai-i.com/ 포탈사이트 덴티아이 검색
모바일 접속방법 | 안드로이드 폰 : 플레이스토어에서 덴티아이로 검색
애플아이폰 : 인터넷창에서 덴티아이로 검색

❶ 치과주치의 대상학생 확인!
우리아이 구강건강관리의 시작! (필수)
•인증방법: 학년 / 반 / 번호 / 이름 입력!
예) 4/ 2/ 22/ 홍길동

❷ 문진표 작성 (필수)
•우리아이 구강 컨디션을 간단하게 기록해요!

❸ 맞춤형 치료정보 (선택)
•구강보건교육 콘텐츠로 우리아이 덴탈 아이큐도 쑥쑥~

❹ 예약하기 (전화 예약)

❺ 구강검진결과 확인 (필수)
•치과의사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아이 구강컨디션
결과확인

❻ 맞춤형 예방리포트 (선택)
•우리아이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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