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안돼!

임플란트도 나이가 든다구요?

이럴땐, 

임플란트 안티에이징!
 UV조사 임플란트란? 

UV조사로 인한 광촉매 작용에 의해 임플란트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해 주고 혈액 젖음성이 극대화하여 임플란트 

표면의 골유착율을 높여 주어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표면처리된 임플란트는 골 세포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기 중의 

탄화수소(Hydrocarbon)등의 

유기물에 의한 오염으로 

골유착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노화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임플란트 표면의 

유기물 제거

➜  

세포와 뼈형성 

단백질 반응 

활성화

➜  

빠른 골유착

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참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비용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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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더 궁금하다면?

▼

임플란트 건강보험 리플렛 ver4_ 2018.04

➜ 뼈와 혈액에 있는 세포와 영양분을 임플란트에 빠르게  

    흡수시켜 단기간에 임플란트와 뼈가 유착되어 치료기간이 

    줄어듭니다.

➜ 노화된 세포는 UV를 조사하지 않은 티타늄과 비교해서 

    UV를 조사한 티타늄은 세포 부착과 조골기능이 활성화 

    되었으며, 골유착 강도가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UCLA대학 T. Ogawa 교수)

골유착 비율      98% 이상(일반 임플란트는 53%)

골유착 속도      일반 임플란트 대비 2배 이상

                          (미국 UCLA대학 T. Ogawa 교수)



Implant란 무엇인가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근을 이식하여 고정시킨 후,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 자기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재료별 보험 적용 여부

보철물과
인공치근 연결

치아 역할

치아의 뿌리 역할

지대주

보철물

인공치근

PFM
(도자기+메탈)

O

지르코니아

X

메 탈

X

금

X
보철물

일반형
(티타늄지대주)

O

맞춤형
(지대주)

X

지르코니아
(지대주)

X

일체형
(원바디)

X
지대주

임플란트 보철물을 금, 지르코니아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오. PFM(도자기+메탈)만 보험 적용이
되며 금, 지르코니아 등은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A

임플란트 진료 중에 환자 개인사유로 병원을 
이동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오. 진료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병/의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Q

A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을 하는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수술을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수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Q

A

틀니와 임플란트,
동시에 보험 적용이 되나요?

예.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A

임플란트의 구성과 보험 범위

바로 알기! Q & A
확 바뀐 임플란트 건강보험

평생 내 치아단 한번의 기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기준
한번 더 확인하는

주요 내용!

만 65세 이상 대상

평생 동안 1인당 2개
※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인정
개수

총 진료비의 30% (2018년 7월 1일 부터)

※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보험 적용 불가
부담금

보철수복 후 3개월 이내
※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보철 재제작및 수리 비용부담 없이 
진찰료만 부담

사후
점검
기간

앞니 / 어금니 / 상악 / 하악
구분없이 전체 치아
※ 무치악은 틀니(완전틀니)건강보험 적용

적용
부위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니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틀니(완전틀니) 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