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일회용 재사용금지

구강상처
보호패치

입안 상처엔 틱! 붙이세요!

[제조자] 티비엠(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13 B-301호

[고객상담센터] 1566-2813    [홈페이지] www.curatick.com / www.tbmkorea.com

이 궁금해요! FAQ

부딪혀 다쳤을때 교정장치에 찢겼을때

구내염 생겼을때 볼을 씹었을때

지질 필요없이, 바를 필요없이, 헹굴 필요없이

이제 틱! 붙여주세요

• 음식물, 혀, 담배 연기등 외부자극원으로부터  
입안 상처(환부)의 오염을 방지하고 보호

• 통증 경감, 2차 상처 및 감염 예방

• 치유를 돕는 삼출물 내 성장인자 보호

• 無 스테로이드로 부담없이 안전하게

• 간편하고 티나지 않게~ 최대 4시간까지

구강용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

적용원리 및 구조?
큐라틱은 접착면과 보호면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착면은 타액과 반응하여 접착력이 생성되는 면이며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지만, 보호면은 녹지 않고 환부를 물리적으로 보호합니다. 환부에서 

떨어진 보호면은 뱉어내시면 됩니다.

평균 부착시간?
구강 환경 및 환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4시간 정도입니다. 부착 후 혀나 

음식물 등 외부 자극을 최대한 덜 주셔야 오래 유지됩니다.

제품을 먹어도 괜찮나요?
큐라틱은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삼켜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다만, 보호면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으니 보호면 제거에 신경 써주세요.

제품 성분?
에틸셀룰로오스, PVP, 글리세린 등 KP(대한약전), USP(미국약전) 규격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사용목적 및 주의사항?
큐라틱은 구강 내 환부(상처)를 보호하는 밴드입니다. 환부를 외부자극원으로

부터 장시간 보호해줌으로써 빠른 치유와 함께 통증경감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입니다. 취침시에는 제품을 제거해주시고 영유아(5세미만)는 사용을 금합니다.

제품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큐라틱은 일회용 용품으로 오픈시 바로 사용해야하며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개봉 후 오랜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라가 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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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상처엔 틱! 붙이세요! - 큐라틱

외부자극원으로부터 환부 및 접착면을 보호해주는 면으로 타액 / 물에 녹지 않고 

장시간 유지됩니다. 접착면이 녹아 구강 내에서 겉돌게 되면, 뱉어내고 설령 섭취

하더라도 소화기관에 의해 모두 배설되므로 안전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면

구강 내 타액 / 수분과 작용하여 접착력을 발생시키는 면으로 큐라틱을 구강 내 

장시간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착 후 혀나 음식물 등 외부 자극을 최대한 

덜 주셔야 오래 유지되며 평균 2~4시간 유지됩니다.

접착면

접착면을 보호하며 제품 사용시 제거합니다.박리면

보호면

접착면

박리면

No
Pain

No
Steroid

Natural
Healing3N

無 스테로이드로

부담없이 안전하게

(취침시에는 제품을 제거해주시고 영유아(5세미만)는 사용을 금합니다)

어린아이 / 임산부도 부담없이 사용가능

No Steroid
OO 치과대학병원 통증경감 임상결과

동통 감소에 있어서 Ora-Aid / Curatick이 높은 지표를 나타냄
(기존 치주팩 대비 동통 감소 효과 비교 임상데이터)

치과 수술 후 창상 및 환부를 보호하기 위한 치주창상피복재 Ora-Aid 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Ora-Aid와 동일한 매커니즘 및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Curatick 은 구강 내 작은 상처(입병, 

구강상처, 구강염증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가능한 

구강상처 보호패치 입니다.

구강 점막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며 장시간 외부자극원(음식, 침, 혀, 기타 이물질 등)으로부터 환부를 

보호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며 피부재생 능력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 큐라틱 : 일반인용 / 오라에이드 : 전문가용(병원용)

No Pain

VAS of Ora-Aid &  COE-PAK

� COEPAK      � ORA-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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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음 통증 많음

환부 및 상처를 이물질, 혀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습윤한 환경을 유지시킵니다.

초기 상처를 외부자극원으로부터 차단시켜 

자극을 최소화하여 피부자연치유력을 보조하며 

원활한 세포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Natural Heal

* 드레싱 상처치유 기전

외부자극원  차단

표피
상처

진피

큐라틱 (상처면을 밀폐해줌)

삼출물에 의한

원활한 세포성장

삼출물 (백혈구, 혈소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