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치

과진료는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에게 보다 다

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이

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

을 위한 실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

교육기관에서의 실습교육은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교육자는 학생

들에게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에 대한 흥미와 자부

심 및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

치과위생사는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 구

강진료협조, 공중구강보건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한다3). 이러한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중 임시치관(Temporary

Resin Jacket)제작 실습은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현재 치위생(학)과에

서는 치과임상, 임상기초, 최신임상치과, 임상전

단계실습, 치아형태학, 치과보철학 등의 과목명으

로 편성되어 임시치관을 제작하는 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 

임시치관은 영구치관이 장착되기 전에 지대치

의 보호, 치아의 이동 방지, 심미적 기능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치아에 장착되는 치관으로 보철

치료에서 중요한 과정이다4). 이러한 임시치관제작

실습을 통하여 치아 형태학과 치과재료학 등의 이

론교육으로 습득한 지식을 구강진료환경에 적용하

여 임상적응력을 높이며, 보다 효율적인 구강보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최근‘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문제점과개정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의사의 지도권을 최소화하

고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

께 치과위생사가 하는 행위는 법률적 판단으로 의

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는 단순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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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고 전문화되고있다.

이렇듯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치위생학교

육의 변화요구와 교육 전반의 개혁 추세에 대처하

기 위하여 교육되는 임시치관제작 실습은 많은 치

위생(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치

위생과 학생들의 임시치관제작과 관련된 인식도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임시치관제작 강의 및 실습을 마

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하

고 자료를 분석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편의추출법에 의해 임시치관제작 실

습 경험이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6개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표본으로 추출된 6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설문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설문문항의 내용과

설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요령을 설명한 뒤 자기

평가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총 348부의 설

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와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등 특수성이 있는 야간반

학생의 응답지 24부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2학년 학생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290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내용은 임시치관 제작 실습 전후 의식조사

2문항, 교육주체에 관한 3문항, 임시치관제작 기

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7문항, 실습평가 9

문항, 실습참여도에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2. 1.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한 인식도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

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전혀 아니다’의 1점으

로 구성된 5점 Like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

과위생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

이었다(표 1).

2. 2. 2.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한 평가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로는 진보형

등6)이 개발한 설문과 양정승과 김동기7)가 개발한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매우 그렇

다’의 5점에서‘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구성된 5

점 Like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평가가 좋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이었다(표 1).

2. 2. 3.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한 인지도

실습참여도는 양정승과 서은주8)가 개발한 문항

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매우 그렇다’의 5점에

서‘전혀 아니다’의 1점으로 구성된 5점 Like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수업 참여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이었다(표 1).

2.3.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은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주체 조사는

백분율로 구하였고, 수업 전후 의식조사는 교차

분석하였고,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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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대한 인식도,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을

구하였다. 교육주체에 따른 영향,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는 t-test, ANOVA-test, 상관관계분석

을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17.0 버전을 이

용하였다. 

3. 연구성적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와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 임

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3.791점

이었다(표 2).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평균은 3.82점이었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임시치관제작 숙련도는 치과위

생사의 업무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

고, 가장 낮은 문항은‘치과위생사가 임시치관을

직접 제작으로써 환자 내원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였다(표 3).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3.75점이었고,‘임시치관제작실습은 치과위생사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가 4.13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실습기구 및 물품이 충분하였다’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

대상자의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3.71점이었고, 적극적 참여도가 4.07로 가

장 높았으며, 전문지식과 기술향상 정도 3.81, 실

습으로 인한 흥미 정도 3.79, 실습내용 이해 정도

3.72,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3.19 순이었

다(표 5). 

현재 임시치관제작 실습의 교육자는 치과위생

사가 188명(64.8%), 치과기공사가 102명(35.2%)

이었다. 

‘향후 임시치관제작교육을 다시 받게 된다면 누

구에게 받고 싶습니까?’라는 항목에는 치과위생

사 97명(33.3%), 치과기공사 193명(66.7%) 순이

었다. 졸업 후 임상에 근무하면서 임시치관제작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219

명(85.9%)이‘예’라고 응답했고, 36명(14.1%)이

‘아니요’라고 답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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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항목별 도구의 문항 신뢰도 분석

항목 Cronbah’s Alpha 항목 수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한 인식도 0.87 7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한 평가 0.91 9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한 인지도 0.78 5

표 2.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구분 Mean±S.D.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한 인식도 3.82±.13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한 평가 3.75±.76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한 인지도 3.71±.54

합계 3.71±.13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임시치관제작에 관한 실습전후의 의식을 조사

한 교차분석에는 임시치관제작이 치과위생사의 필

수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82명(50.9%)

이 수업 후 필수업무라고 응답하였고, 진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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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

내용 Mean±S.D.

실습강의 내용이 실습내용과 조화를 이루었다. 4.03± .94

실습준비는 철저하게 잘 되었다. 3.77±1.04

실습결과내용이 잘 환류(feed back)되었다. 3.71± .95

실습기구 및 물품이 충분하 다. 3.00±1.16

실습시간이 길거나 짧지 않고 적절하 다. 3.49±1.08

담당선생님의 지도시간이 충분하 다. 3.62±1.11

임시치관제작 실습은 치과위생사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4.13± .93

임시치관제작 실습은 최신치과임상을 반 하 다. 3.94± .89

임시치관제작 실습은 기초(교합학, 재료학, 치아형태학)를 반 한 통합교육이다. 4.08± .88

합계 3.75± .35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5.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

내용 Mean±S.D.

실습내용 이해 정도 3.72± .86

적극적 참여도 4.07± .83

전문지식과 기술향상 정도 3.81± .84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3.19±1.01

실습으로 인한 흥미 정도 3.79± .90

합계 3.71± .32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역순)

표 3.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

내용 Mean±S.D.

임시치관제작은 치과위생사 업무 확 에 도움이 될 것이다. 3.97± .94

임시치관제작 숙련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능력 평가에 향을 미칠 것이다. 4.16± .90

임시치관제작 숙련도는 치과위생사의 연봉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3.88±1.02

치과위생사가 임시치관을 직접 제작으로써 환자 내원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82±1.08

임시치관제작 숙련도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도에 향을 줄 것이다. 4.10± .90

진료실에서의 치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업무는 치과경 에 도움을 줄 것이다. 3.89± .97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력자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3.85± .97

합계 3.82± .13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의 임시치관제작실습은 치과위생사가 만들어야 한

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중 75명(61.0%)이 수업

후‘그렇다’고 하였다(p＜.001)(표 7).

교육주체에 따른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

한 평가는 치과위생사가 3.96점, 치과기공사

3.40점이었으며(p＜.001), 임시치관제작 실습에

대한 인지도는 치과위생사가 3.81점, 치과기공사

3.53점이었으며(p＜.001), 치과위생사의 임시치

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교육주체와 실습평가, 실습인지도는 유의한 역

의 상관관계가있었다(p＜0.01)(표 9). 

4. 총괄 및 고안

치과위생사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구강질환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치과처치

를 수행하는 임상술식가이며, 국민의 구강건강관

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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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임시치관제작 실습 교육자 단위 : 명(%)

항목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현재 임시치관제작 실습 교육자 188(64.8) 102(35.2)

향후 임시치관제작 실습 희망 교육자 97(33.3) 193(66.7)

취업 후 재교육 희망 여부 예 아니요

219(85.9) 36(14.1)

표 8. 교육주체에 따른 인식도, 실습평가, 실습인지도

교육주체 N Mean±S.D. t p

인식도 치과위생사 179 4.00±.71 1.169 .243

치과기공사 99 3.89±.77

실습평가 치과위생사 178 3.96±.69 6.207 .001*

치과기공사 99 3.40±.74

실습인지도 치과위생사 184 3.81±.52 4.130 .001*

치과기공사 101 3.53±.55

*p＜.001

표 7. 임시치관제작 실습 전후의 의식조사 단위 : 명(%)

분류 Before
After

p-value
NO YES

임시치관제작은 치과위생사의 필수업무라고 생각한다. NO 79(49.1) 82(50.9) .001*

YES 14(11.8) 105(88.2) 

진료실에서의 임시치관은 치과위생사가 만들어야 한다. NO 48(39.0) 75(61.0) .001*

YES 10( 6.5) 145(93.5) 

*p＜.001



이며, 치과진료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진료협조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증가시

키는 의료기술전문가이다3).

치위생과의 교육목적은 구강보건교육자, 예방

진료처치자, 치과진료협력자, 병·의원관리자로

서의 전문인을 양성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

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치위생과

의 실습교육은 치위생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것이며 이론으로 습득한 지식을 구강진료환경

에 적용하여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의 행위변

화로 바른 구강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7).

이번 연구는 임상전단계 교과목 중 임시치관

(Temporary Resin Jacket)제작 실습을 마친 치

위생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하여 치

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

도를 알아보고자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 실습평가, 실습참여도에 대해서 모든 영

역이 0.6을 넘어 영역간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은 3.82점이었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임시치관제작 숙련도는 치과위생사

의 업무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4.16

점이었는데, 임상 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치

위생과 3학년 학생들이 치과진료실에서의 임시치

관제작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치과위

생사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임시치관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

의 평균은 3.75점이었고 전체 치위생학 실습 교습

법에 대한 평가를 한 양정승과 김동기7)의 연구결

과와 비교해보면‘임시치관 제작 실습이 치과위생

사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가 본 연구결과에서는

4.13점으로 양정승, 김동기의 연구결과 3.65점보

다 높았고, ‘임시치관제작 실습은 최신치과임상을

반영하였다’의 항목은 3.94점으로 양정기, 김동

기의 연구결과 3.22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양정승

과 김동기의 연구결과는 전체 치위생학 실습 교습

법에 대한 평가로 임시치관제작 실습의 단일과목

을 평가한 본 연구와의 단순비교는 정확한 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습참여도의 평균은 3.71점이었는데‘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4.07점으로 가장 높았

고,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19점으로 가장

낮았다. 현재 임시치관제작 실습의 교육자는 치과

위생사가 188명(64.8%), 치과기공사가 102명

(35.2%)이었고, ‘향후 임시치관제작 재교육시 누

구에게 받고 싶습니까?’는 항목에는 치과위생사

가 97명(33.3%)이었고, 치과기공사가 193명

(66.7%)이었다. 또한 졸업 후 임상에 근무하면서

임시치관제작에 대한 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냐

는 질문에는 219명(85.9%)이‘예’라고 긍정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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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인식도, 실습평가, 실습인지도, 교육주체와의 상관관계

인식도 실습평가 실습참여도 교육주체

인식도 - .488* .497* -.070

실습평가 .488* - .607* -.351*

실습인지도 .497* .607* - -.238*

교육주체 -.070 -.351* -.238* -

*p＜0.01



답을 하였다.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에게 보다 다양한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

에 치위생과 학생들도 취업 후 업무수행능력을 향

상시키고자 임시치관제작 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치과위생사를 위한

임시치관제작에 관련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한 보수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시치관제작에 관한 수업 전후의 의식변화를

조사한 교차분석에는 임시치관제작이 치과위생사

의 필수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82명

(50.9%)이 수업 후 필수업무라고 응답하였고, 진

료실에서의 임시치관은 치과위생사가 만들어야 한

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중 75명(61.0%)이 수업

후 그렇다고 답하여(p＜.001), 임시치관제작 실습

후 학생들의 의식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 Young 등9)은 교과과정 중 치위

생 실습 효과로서 실습 교육 전과 후의 학생지식

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주체에 따른 실습평가에 있어서 치과위생

사가 3.96점, 치과기공사 3.40점이며 실습참여도

는 치과위생사가 3.81점, 치과기공사 3.53점이었

고,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향후 임시치관제작 재교육시 누구에게 받고 싶

습니까?’는 항목에 치과위생사가 97명(33.3%),

치과기공사가 193명(66.7%)으로 교육자가 치과위

생사일때 환자와의 직접 대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임상경험을 토대로 강의하여 실습평가와 실습참여

도는 높았으나,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술기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기인한 것

이라 유추한다. 이에 따라 임시치관제작 실습교육

은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가 팀티칭으로 강의하

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과 학생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임시치관제작 실

습을 이수한 뒤에 시행한 단면조사이므로, 향후

학생들의 수업과정에 대한 관찰조사나 학생대상

면접조사 등을 통한 질적 연구로 문제점을 찾아내

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설

문에 참여한 학생들을 추적하여 임시치관제작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

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임상전단계 교과목 중 임시치관(Temporary

Resin Jacket)제작 실습을 마친 치위생과 3학년

을 대상으로 실습평가를 실시하여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임시치관제작 기술 숙련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평균은 3.82점이었고, 임시치관

제작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3.75점,

임시치관제자가 실습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3.71점이었다. 

2. 현재 임시치관제작실습의교육자는치과위생사

가 188명(64.8%), 치과기공사가 102명(35.2%)

이었고, 향후 원하는 교육자는 치과위생사가 97

명(33.3%), 치과기공사가 193명(66.7%)이었다.

임시치관제작재교육을희망하는사람은 219명

(85.9%)이었다.

3. 임시치관제작 실습 전후 학생들의 의식에 있어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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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주체에 따른 실습평가, 실습인지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5. 교육주체와 실습평가, 실습인지도는 유의한 역

의 상관관계가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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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order to manage to reformative tendency of the educational whole with change

request of dental hygienics education which is diversificated and professionalized the manufactur-

ing practice of a temporary resin jacket which is educated with from much dental hygiene is become

accomplished, so far also the recognition which relates with the manufacturing practice of a tempo-

rary resin jacket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re is not researched. The present research carried out

the practice evaluation with the target of students of a dental hygiene department, who finished a

manufacturing practice of a temporary resin jacket, analyzed and investigated the material, reported

its result, and enforced a research.

Methods : This research selected students of 6 dental hygiene departments located in the Daegu·

Gyeongbuk region, who have manufacturing experience of a temporary resin jacket,  by a conve-

nient sampling method, and then a questionnaire was executed by a self-administration method,

and a total of 290 copies were statistically treated.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are composed of

2 questions on an attitude survey before and after manufacturing practice of a temporary resin jack-

et, 3 questions on an educator for practice of a temporary resin jacket, 7 questions on recognition of

technical skills for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9 questions on the practice content evalu-

ation of manufacturing of a temporary resin jacket and recognition on manufacturing practice of a

the temporary resin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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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The average of recognition on technical skills for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of a den-

tal hygienist was 3.82 points, the average of evaluation on practice content of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being 3.75 points, and the average of recognition on the practice of manu-

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was 3.71 points.

2. Currently, as the educator for the practice of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dental

hygienists were 188 persons(64.8%) and dental technicians was 102 persons(35.2%), and as educa-

tors they want in the future,  dental hygienists were 97 persons(33.3%) and dental technicians was

193 persons(66.7%). Persons hoping reeducation for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were

219 persons(85.9%).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students before and after practice of manu-

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p<.001).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e evaluation and practic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ubject(p<.001). 

5. There was a significant reverse correlation in the educational subject, practice evaluation and prac-

tice recognition(p<0.01).

Conclusions : The practice for manufacturing a temporary resin jacket in education of dental

hygiene is necessary to improve job performance ability in more various and specialized dental

treatment and to solve desire for improvement of professional technical skill ability of students, and

accordingly. About study process of the future students observation investigation or student objec-

tive interview investigation etc. seeks a problem in the become research lead, the succeeding

research which gropes the pla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solving the problem which discovered is

thought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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