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slaign Teen®에 대해 부모님이 알아야 할 10가지

Invislaign Teen은 어떤 제품인가?

Invislaign Teen은 효과적인가?

Invisalign Teen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년 자녀의
치아를 교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치아에 적합하게 맞춰서 제작되는
제거 가능한 투명 교정장치를 사용합니다. 치아 위에 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약 2주마다 새로운 교정장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치아가
점차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Invisalign Teen 치료는 인비절라인에 숙련된 의사가
권고한대로 착용하면 대부분의 부정교합에 있어 효과가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은 개방교합, 과개교합, 비뚤비뚤한 치아, 치아 사이마다
공간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해 경미한 사례부터 중증도 사례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인비절라인 치료에 적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Invislaign Teen의 실질적 장점은 무엇인가?
Invisalign Teen 교정장치는 제거가 가능하므로 불편함이 적어 악기
등도 계속 연주할 수 있고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치의 제거가 가능하므로 칫솔질과 치실 사용이 쉬워 구강
위생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정장치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Invisalign Teen은 교체용 교정장치를 6개나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정장치를 분실하면 담당의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Invislaign Teen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

Invislaign Teen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Invisalign Teen의 평균 치료 기간은 청소년의 치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에 숙련된 의사가 청소년 자녀의 구체적인 치아 문제를
평가해 Invisalign Teen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인비절라인 치료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와도 상담해 보세요.

자녀가 인비절라인 교정장치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가?
Invisalign Teen은 매일 20~22시간 착용하고 약 2주마다 변경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병원을 방문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써야 하는가?

치료 비용은 얼마인가?
Invisalign Teen 치료 비용은 지역 및 치료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비절라인에 숙련된 치과의사를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치료비
지불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nvisalign Teen의 처음 진료 후 다음 진료는 4~6주마다 한 번씩
방문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7-I10-26-1785 "
*Invisalign Teen: Invisalign system orthodontic Appliance의 제공 수량 옵션에 대한 명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