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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사업
기간 : 연중(사업비소진시까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료지원대상, 교육비지원대상 초등학생
내용 : 진료비본인부담금 1인당 10만원 지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치과질환 치료등 비보험 치료 포함

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기간 : 3월~12월(사업비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33개 초등학교 4학년생 전체
내용 : 진료비본인부담금 1인당 4만원 지원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파노라마촬영등(예방치료)
※ 충치치료는 지원되지 않음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노인의치(틀니) 보험화 안내
기간 : 연중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내용 :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안내
틀니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차상위 1종 5%, 의료급여·차상위 2종 15%
일반 30%
(틀니신청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중복여부확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안내
기간 : 연중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내용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안내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차상위 1종 10%, 의료급여·차상위 2종 20%
일반 30%
(틀니신청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중복여부확인)

노인불소도포․스켈링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내용 : 무료 스켈링 및 불소도포 실시

구강보건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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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어린이충치예방사업
기간 : 1월 ~ 12월
대상 : 만3세 이상 ~ 15세 이하 아동
내용 : 무료로 연 2회 불소바니쉬 도포 실시
→ 오후3시 이후 예약 후 진료가능

임산부·영유아관리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임산부, 영유아
내용
임산부교육 년 2회(상,하반기)
구강보건주간 탈인형극 공연 및 체험관
맘스투스 구강교육용 앱 활용

맘스투스 구강교육용 앱 자세히보기

초등학교구강보건실운영
기간 : 3월~12월
대상
초등학교구강보건실 (유달,동,서해,인성학교)
내용 : 구강보건교육, 예방치료, 발치, 충치치료 및 집단 잇
솔질 실천 등 → 방학을 제외한 주1회 이상 학교구강보건실
방문 실시

불소용액양치사업
기간 : 1월 ~ 12월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용액양치액배부(매일)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복지관, 초등학교 등 → 매일
1회 1분 동안 머금은 후 뱉고 30분간 금식

충치치료 레진 보험급여 적용 안내
기간 : 2019.1.1~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중학생이상은 보험제외)
내용 : 레진치료 본인부담금 30%적용 (충치치료에 한정 외상이나 파절 제외)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본인부담금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비용

치료비총액

환자본인부담금

1면

5만3580원

8만1267원

2만4300원

2면

5만8020원

8만6373원

2만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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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상
구분

6만2450원
광중합형 복합레진비용

9만1463원
치료비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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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400원
환자본인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