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교민들께
최고의 치과진료를 제공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및 모든 일반치과 진료
제공

 3D CBCT등 최신 진료기구와 최고급 자
재 사용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Kay Savings
Program 제공

 치료비를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는
CareCredit℠ 제공

 새 환자들에게 천연재료로 특별 제작한
고급 커피 머그 증정

KAY FAMILY & COSMETIC DENTISTRY
38012 Martha Ave. Fremont, CA 94536
(510) 894 3123
info@kaydentistry.com
www.kaydentistry.com

Kay Dentistry 방문을 환영합니다!

14년 경력의 유경희 원장의 세심한 진료

저희의 사명은 지역사회와 교민들께 최고의 시설에서
최선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에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신뢰할만한 치과병원을 찾고 계셨다면 더 이상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순간 평생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병원을 찾았다는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치아는 매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증상을
방치하면 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존하는 것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방문하셔서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세요. 20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유경희(Dr. Kay Yoo)
원장이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과 필요한 진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Kay Yoo) 원장은 2001년 University of Detroit
Mercy Dental School에서 DDS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학위취득 후 Michigan주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04년부터
미군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진료 및 연구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8년 소령으로 진급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미 8군의 Division Dental Surgeon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2009년 예편한 후 San Jose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새로운 치료기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꾸준히 교육, 연구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신 시설로 변신한 60년 전통의 치과 병원
본 병원 건물은 1953년 치과병원으로 건립되어 치과
병원으로만 사용된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커뮤니티 치과 병원입니다만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2014년 일년에 걸쳐 거의 신축에 가깝게 건물 내,외부를
수 리 하 고 의 자 , X-ray 기 기 등 진 료 기 구 들 은 모 두
교체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입지에 최고, 최신의
기구를 갖춘 현대식 치과 병원이면서도 60년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멋진 병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방문하시면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 병원이면서도
오 랜 역사 와 전 통 에 서 우 러 나 오는 따 뜻 하 고 편 안 한
분위기에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진료 과목 및 분야
본 병 원 은 임 플 란 트 시 술 및 일 반 (general), 미 용
(cosmetic) 분 야 의 모 든 진 료 를 제 공 합 니 다 . 자 세 한
내용은 본 병원의 websit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원 CBCT X-Ray
본 병원은 환자의 치아의 상태를 파노라믹 및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CBCT X-Ray를 갖추고 있습니다. 치아의
상태와 구조를 3차원으로 보는 것은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효과적인 진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3차원 X-Ray는 치아 및 구강 구조를 원하는
각도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매우 중요합니다.

COMPASSIONATE CARE

COMFORTABLE ATMOSPHERE

CUTTING-EDGE TECHNOLOGY

소규모 비즈니스에 이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KAY SAVINGS PROGRAM
본 병원에서는 보험이 없어 치과진료에 부담을
느 끼 시 는 분 들 을 위 해 Kay Savings Program 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일반
치과보험보다 더 싸게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프로그램에 가입 하신 분과 가족들은 구강검진과 클리
닝을 1년에 2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전치료와
잇몸치료 등 기본 예방치료는 75%, 보철, 신경치료 등 그
외의 치료는 50%의 할인을 1인당 연간 $2,500까지 받으
실 수 있습니다.
Fee (Year)
Single

$360

Couple with no child

$647

Family with one child

$840

Each additional child

$193

치료 시 공제(deductibles)가 없으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추가로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회원은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이며 자
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4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해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어떤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구강검진, 엑스레이, 클리닝, 소아예방 충치도포, 레진
충치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 발치, 잇몸치료, 신경치료
등 대부분의 일반치과 진료 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에도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Kay Savings Program에 가입을 하시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따로 따로 치료비를 내는 것에 비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1년에 2회 검진 및 클리닝을 받아야 하는데 추가 비용없이
제공되는 검진 및 클리닝만 받으셔도 년간 개인회원은
$300, 자녀가 1명 있는 가족회원은 $1,200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Kay Savings Program은 치과보험이 없는 분들에게
혜택이 매우 큰 프로그램입니다.

Kay Savings Program은 직원들에게 치과진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나 비용 때문에 기존 치과보험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은 일반 치과보험과 비슷한
비용으로 최고의 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 소유주는 일반 치과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많은 경우
그룹 할인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술은 단순 치과진료를 넘어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아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던 분들에 자유롭게 먹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수술이기 때문에 증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진료계획을 세워 시술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치아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원장이 세심히 진찰을 한 후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본 치과병원은 Fremont 중심부 인근 Peralta Blvd.와
Martha Ave.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25대
규모의 전용주차장이 길에 바로 접해 있어서 교통과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한국어 상담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510-894-3123로 전화하셔서
Dr. Kay Yoo를 찾으세요!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본 병원의 치료비는 최신 시설을 갖춘 비슷한 병원들에
비해 저렴합니다만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비를 무이자로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CareCredit℠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새 환자 및 환자를 소개한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본 치과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천연재료로
특별 제작한 고급 커피 머그를 선물로 드리며 본 병원을
이웃에게 소개해주시는 분들에게는 gift card 또는 상당의
treatment credit 을 드 립 니 다 . Gift card 나 treatment
credit은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증정됩니다.

38012 Martha Ave. Fremont, CA
개원 시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휴무
10 am – 7 pm
10 am – 7 pm
휴무
10 am – 7 pm
10 am – 7 pm
9 am – 6 pm

병원이 휴일이나 직원교육등의 목적으로 휴무할 수
있으므로 내원전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