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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얼굴은 아이의 청사진

우리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외모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죠.
어렸을 때는 귀여웠는데..... 하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해가는 우리 아이 얼굴.
우리 아이는 1년, 5년, 10년뒤 어떻게 변할까요?

내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사랑스럽지만, 주걱턱 무턱 덧니를
치료하기위해 우리 아이 얼굴에 칼을 댄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가요?

수술을 하지않고 외모를 변화하기 위해
성장기를 이용하는 방법.

서울조치과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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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아이들에게 주의깊은 안면관리가 필요한 이유

아이들의 얼굴을
성장기때부터 관리하면
자라면서 예쁘고 균형잡힌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성장시기란

이때. 얼굴이 성장하는 시기는

키와 체중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부장기가

6세~12세 때 가장 크게 성장하고

구조적 기능으로 발달하는 과정과

변화합니다. 그 후 골격의 변화가 없기

정서적, 정신적발달을 통틀어 말합니다.

때문에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6세까지는 급속히 성장하고

성장기 때는 성장과 발육을 이용해

7세에 이르러 둔화되다가 중학생 시기에

골격의 부조화를 해결해 줄 수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는데요,

있습니다.

키, 몸무게, 근육, 내장기관, 심폐기능,

일생에 단 한번뿐인 시기를 놓치면 수술

운동능력의 발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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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때 우리아이 안면조절을 해주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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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때 우리아이 안면조절을 안해주었을 경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우리아이 이쁜얼굴 만들기를 통해 자기만의 이쁜 얼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성형수술을 통해 안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모의 균형과 대칭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장기라는 축복받은 시기만이 우리 아이의 안모를 자연스럽게 가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수술 없이 안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정확한 교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윗턱. 아랫턱이 부조화가 됩니다.

조기진단을 통해 추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손빨기, 혀내밀기, 구호흡과 같은 구강악습관 차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염과 축농증의 발병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장유도 실제 성공 사례 - 비발치

성장유도 실제 실패 사례 -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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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관리 프로그램 이란?

프로그램 내용 : 1 성장포인트 평가

단기간에 공식화된 수술법으로 얻은 얼굴이
과연 우리 아이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성장 상태의 정확한 신체 계측을 이용해
수완부 방사선 사진을 통한 성장판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조치과의 우리아이 이쁜얼굴 만들기란

우리 아이의 현재 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아이 개개인의 기존 외형과 조화를 이루는 안모를

프로그램 시작 시기를 결정합니다.

목표로 전문화된 의료진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안모 관리 Total-care program 입니다.

부모님이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얼굴성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간에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은
얼굴성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12

13

프로그램 내용 : 2 안면 평가

프로그램 내용 : 3 가계도 평가

최첨단 방사선 사진 및 CT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골격, 연조직, 모델을 중첩하는

부모는 아이의 청사진이므로 유전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한계를 추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후 성장 방향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성합니다.

필요시 2차 성인교정 계획 수립합니다.

◀
주걱턱으로
유명한
합스 부르크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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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 4 치료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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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 조치과 인가 ?

치료 진행
성장포인트, 안면, 가계도 평가의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아이 개개인의
맞춤 장치를 이용한 안면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출신의 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된 치과 위생사로 진료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경력으로 우수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지.관리
6개월마다 정기적 관리와 성장상태를 체크하고 1년마다 성장, 안면진단을

최첨단의 의료장비와 위생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재시행 합니다.

야간진료(주4회)및 토요일 진료로 내원이 편리합니다.

우리아이 이쁜얼굴 만들기 실제 사례 - 수술 없이 주걱턱 개선 성공

성장기 우리아이의 발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걱정이 아닌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