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의 반려동물의 치과치료에 관한 안내문 

 

고객님의 소중한 반려동물의 치과치료 전 중요한 절차에 대하여 

저희 Animal Vet Tracks 에서 드리는 안내문입니다. 이 수술은 

전신마취에 의해 진행이 됨으로써 고객님의 반려동물은 스케일링 

당일 절대적으로 아침식사를 삼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병원을 오기전까지 섭취가 가능하며, 수술 당일 저희 동물병원에 

아침8시부터 10시 사이에 오셔서 드롭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픽업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혹시라도 고객님의 상황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저희 동물병원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은 손님의 상황을 

위해 최대한 맞춰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술의 앞서 수의사 선생님께서 고객님의 반려동물을 진찰하게 되십니다. 간검사를 위한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건강체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또한 전신마취가 

가능한지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노령의 반려동물은 몇가지의 추거적인 건강검진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의 모든 검사를 안전하게 다 마친 경우, 진정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 진정제는 시술에 앞서  나른하게 만듬으로써 불안함을 

줄 일수 있습니다. 그 후, 다리의 정맥에 도뇨관[카테터]를 삽입함과 

동시에 잠이 들 수 있도록 소량의 전신마취제를 투여합니다. 그 

다음 기도에 튜브를 삽입함으로 전신마취가스를 이용하여 수술내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술내내 전신마취 되어있는 

반려동물의 상태는 저희들의 의해 꼼꼼히 모니터링되며, 정맥으로 

필요한 수액을 공급함으로 더욱더 안전한 시술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수술은 스케일링과 동시에 충치나 금이 간 

이빨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상한거나 흔들리는 이빨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이빨이 있다면 수의사선생님께서 

발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술당일 병원에 오시면 수의사선생님이 

불가피한 발치를 동의하시는지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시게됩니다. 혹시라도 수술도중 

발치에 관한 문제를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간호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다른 날 다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수술의 예상견적은 치석이 제거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은 예상견적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간혹 수술도중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예상견적은 인상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히 어금니의 발치일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시간소요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세개의 뿌리가 

있는 큰치아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통한 잇몸수술, 치아분쇄 및 

봉합과 동시에 추가적인 진통제와 항생제가 요구가 됨으로써 수술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수술 후 열흘뒤 다시 저희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간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방문시 제대로 치료가 되었는지 

검사하며, 집에서 평소에 치아관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검진 및 정기적 스케일링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Animal Vet Track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