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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 전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귀하의 노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수술 전날 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2. 수술 전에 지나친 운동, 과로, 음주 및 흡연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3. 고혈압 당뇨 및  기타 다른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심잡음, 출혈성이상, 항응고제 사용, 천식, 

폐질,간염, 성병, 신질환, 스테로이드 복용 발작, 알러지, 임신, 수유 등)을 앓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4. 수술 중의 불안 및 통증 감소를 위해 필요하면 약물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약물의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 

1. 처방된 약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복용하셔야 됩니다. 

2. 입안에 물고계신 거즈는 약 2시간 이후에 제거하십시오. 

   만일 수술 부위로 부위로부터 출혈이 계속되면 새 거즈를 다시 물고 있어야 합니다. 

   (수술 당일과 그 다음날에는 보통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악동 증강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절대로 코를 세게 풀지 마십시오. 

4. 수술부위가 일시적으로 부어 오르거나 불편감, 통증, 감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정상적인 치유과정의 증상으로 대부분 일정기간 경과 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5. 수술 후 첫 24시간 동안은 얼음찜질(20분 간격)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종은 48-72시간 동안 지속된 다음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6. 수술 다음날로 부터 별도로 처방된 구강소독액(클로르헥사메딘)을 하루 수 차례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소독액을 1분 동안 입안에 물고 계신 후 뱉으시면 됩니다.) 

7. 수술 받지 않은 부위의 치아들은 수술 받은 다음날 부터 정상적인 잇솔질을 하십시오. 

8. 초기 치유기간(약 1주일)동안은 음주와 흡연을 절대로 삼가 하셔야 합니다. 

9. 수술 당일은 차가운 유동식(우유 등)을 드십시오(빨대를 사용하면 출혈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첫 1주일 동안은 스프(죽)나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씹는 것은 

반대측을 사용 하십시오.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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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술후 3일 정도는 온수 목욕(사우나 등), 운동혹은 힘든 일은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11. 봉합사는 수술 후 약 7일~14일 이내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수술부위에 치주팩(연분홍색)을 

붙인 경우에는 보통 3일~5일 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그 동안 수술 부위를 빨거나 혀나 손가락 

등으로 건드리지마십시오. 

 

* 다음의 경우에 병원으로 연락 하십시오. 

-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 -고열이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 

- 출혈이 과다하거나 멈추지 않을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 수술 3일 후에 부종이 커지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