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일링을 받으니
정말 몸이 가뿐해지고 시원해졌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환자 분...

다섯 번째, 

위 앞니와 어금니 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조개껍데기를 씹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깨졌어요.

선생님 저는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져 머리가 깨졌지 뭐예요.

저희 이제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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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자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여기서 맘에 드는 모자를 하나 고르시면 

제가 머리에 맞게 맞춰드릴게요.

앞니 님은 웃을 때 잘 보이니 

치아색 나는 도자기 치아가 잘 어울리시겠네요.

어금니 님은 단단한 음식도 잘 씹으셔야 하니, 

이 금니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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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자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여기서 맘에 드는 모자를 하나 고르시면 

제가 머리에 맞게 맞춰드릴게요.

이 모자는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앞니 님은 웃을 때 잘 보이니 

치아색 나는 도자기 치아가 잘 어울리시겠네요.

어금니 님은 단단한 음식도 잘 씹으셔야 하니, 

이 금니가 어떠세요?

오우!! 선생님!!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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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생님! 
옆방에 살던 친구가 이사를 간 다음부터 

마음이 휑하고,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아요. 
혹시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하! 그것이라면 

제가 해결책을 알고 있죠.

아주 힘이 세고 잘생긴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이사를 가면 

좋겠군요.

이름은 임플란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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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뺀 자리가 모두 뼈로 차게 되면, 

이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기둥을 먼저 심어 놓고 적응을 잘하면,

연결부와 머리 부분을 올려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것이라면 

제가 해결책을 알고 있죠.

아주 힘이 세고 잘생긴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이사를 가면 

좋겠군요.

이름은 임플란트입니다. 

4746



음, 오늘 보니... 

빈자리의 뼈 부분이 잘 아물어 있어서, 

오늘 이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임플란트 님, 이리 오세요.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릴게요. 

4948



음, 오늘 보니... 

빈자리의 뼈 부분이 잘 아물어 있어서, 

오늘 이사 들어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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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가족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네요.

이런 날 가족사진 한 장 남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모두 자기 위치로 가서 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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