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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치는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 중 하나이

다1.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문’에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매복 사랑니 발치 실습의  

교육적 효과: 예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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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extraction is a skill that must be competent to provide primary care as a general dentist after graduating from 
dental college. However, compared to simple extraction, surgical extraction is not only difficult to perform, there is 
a risk of surgery, and dental students have fewer opportunities to treat patients, making it difficult to be competent. 
Therefore, we developed a surgical simulation of the impacted third molar extraction course using patient-specific 
3D printing mod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 of this practice by content analysis of reflection 
writing of students who actually performed the operation after simulation using a 3D printing model.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for students’ reflective writing, it was found that surgical simulation using the 3D printing model 
greatly contributed to the motivation for self-directed learning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students’ knowledge 
and skills. In conclusion, through surgical simulation course accompanied by reflection writing, dental students can 
improve the ability to perform surgical extraction and induce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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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섯 번째 영역인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

을 적절하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하위 항목으로서 

‘6.13 단순 발치를 할 수 있다.’와 ‘6.14 단순한 외과적 발

치를 할 수 있다.’가 제시되어 있다2. 어떠한 항목에 대해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술자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술

식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3,4, 발치의 경우 사

전 진단, 발치 방법의 결정, 마취, 수술, 수술 후 처지, 투약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범위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 연구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5.
발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술기를 위한 사전 지식, 기

구 조작법, 술후 처치에 대한 지식 (knowledge)과 함께 술

기 수행 (does)의 능숙함이 모두 요구된다. 지식 부분은 대

부분의 내용이 강의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

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술기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

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

서 발치술에 대한 교육 방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
부분의 학교는 ‘전통적 강의’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직

접 진료 전 동영상 등을 이용해 강의를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술기 수행 능력의 경우, 학생이 

발치에 대한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직접 수술 경험의 최

소 요구량에 대한 근거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직접 진료

를 행하는 양은 국가별 의료 제도와 사회적 정서의 차이로 

인해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연구를 참고하

면, 유럽의 경우 치과대학생이 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0~116개의 발치를 수행하고7,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약 

200개의 발치를 수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5.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치과대학생들이 직접 

진료를 수행할 기회가 타국가들보다 적은 것이 현실이고, 
졸업생들이 평균 수행하는 발치의 개수는 10개 미만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보고된 바는 없다. 
더구나, 수술 발치의 경우 발치 겸자를 이용한 단순 발

치에 비교하여 술기의 난이도가 높고 환자를 접할 기회가 

더욱 적으므로 치과대학생이 졸업 전에 적절한 능력을 갖

추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시행된 국

가 조사 (national survey) 결과에 따르면, 졸업을 앞둔 치과

대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발치에 대한 지

식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고 단순 발치의 수행에는 자

신감이 있었으나, 수술 발치의 경우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10. 쿠웨이트 대학에서 시행한 치과대학생들의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에 대한 자신감 (self-confidence)에 

대한 연구에서 역시 유일하게 수술 발치의 수행 항목이 자

신감이 낮은 항목으로 보고되었다11.
수술 교육 분야에 있어, ‘모의 수술 (surgical simulation)’

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12. 
모의 수술을 통해 술기의 향상과 함께 수술 시간의 단축 

및 수술 합병을 줄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13, 무엇

보다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수술에 대한 연습과 경험을 쌓

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익히 보고

되었다14. 수술 발치는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이 복

잡하고, 경조직과 연조직을 동시에 아울러야 하며 시야와 

접근성에 제한이 많아 모의 수술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실제 환자 수술 전 모의 수술을 시행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가능해졌다15. 이러한 모의 

수술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히 술기가 갖추어진 상태로 수

술에 임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

능해지며, 학생들이 치과대학 졸업 전에 간단한 수술 발치

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졸업 후 일차 진료가 

가능한 일반 치과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모의 수술을 시행 후 학습자가 작성한 성찰 보고서

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실습의 효과와 향후 발

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환자맞춤형�3D 프린팅�모델을�활용한��

매복�사랑니�발치�실습

학생 진료 시설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수술적 발치가 

예정된 환자 중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를 촬영한 여섯 명의 환자의 하악골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DICOM)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치 부위를 재현한 Stereolithography (STL) 파일을 추출

한 후 3D 프린터 (Form2; Formlabs INC., Somerville, MA)
와 3D 프린팅 레진 (Rigid resin; Formlabs)을 이용하여 모

델을 제작하였다 (Fig 1). 이후, 교수자 동반하 학생이 모델

을 영상 이미지와 비교하여 관찰하고, Table 1에 제시된 순

서에 따라 실습을 시행하였다. 실습은 실제 수술을 진행하

는 장소의 동일한 치과 체어 위에 마네킨을 위치시키고, 



Jung et al. Surgical Extraction Simulation Using 3D Printing Model

33

제작한 모델을 마네킨 구강 내부에 고정하여 수술에 사용

하는 동일한 기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및�분석�

3D 프린팅 모델을 이용한 발치 실습 후 실제 수술을 진

행한 여섯 명의 학생들에게 실습 및 수술 후 성찰 보고서 

(reflective writing)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성찰 보고서는 학

습자가 학습한 내용, 과정, 스스로의 성취도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해 기록하는 보고서로서,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배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6. 본 실습의 경우, 보
고서는 첫 수술 발치를 시행한 소감을 기록하고 수술 과

정을 되돌아 봄으로써 자기 성찰 (self-reflection)을 하기 위

한 과제로서 부여되었으며 다섯 가지 항목의 내용들을 포

함하여 작성하도록 제시하였다 (Table 2). 두 명의 연구자가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

서들이 모든 항목에 부합되도록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연구자 1인은 실습 및 수술 발치를 지도한 치의

학 전공자이며, 다른 1인은 해당 분야와 무관한 영어교육

을 전공한 연구자이다. 보고서 분석에 대한 두 연구자 간

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을 시행하여 각각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여러 차례 논의 및 검토 작업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Table 1. Lesson plan for surgical simulation

Procedure Lesson Plan

실습 전 실습 준비 Panorama, CBCT와 실제 모델의 비교

실습 중
도입부 마네킨에 모델 고정, 기구 세팅 

실습 모의 수술 및 중간 되먹임

실습 후
마무리 교수자 최종 되먹임 및 질의응답

과제 성찰 보고서 제출 

Figure 1. The 3D printing model for surgical extraction simu-
lation of the impacted lower third molar. The model consists 
of a mandibular part, dentitions, and a plate for attaching to 
the mannequins. 

Table 2. Guidelines for the reflection writing

Category Criteria

모델의 특성

모델이 실제 상황과 유사했는가?

재질은 실제와 유사한가?

모델에 더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가?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의 효과

모의 수술이 나의 지식과 술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점이 실제 수술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모델 실습이 없었다면 실제 수술 발치가 어땠을 것 같은가?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 환경

실습 시간은 충분했는가?

실습 환경은 실제와 유사했는가?

교수자는 충분한 피드백을 부여했으며 조력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의 만족도
모의 수술에 대해 만족하는가?

다시 실습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의 개선 사항

더욱 효과적인 모의 수술 경험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불편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과정이 있는가?

실습 중 가장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었는가?

몇 개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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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한 분류화 및 세분화 작

업을 수차례 진행하여 최종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결     과

성찰 보고서를 내용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키워드

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은 3D 프린팅 모델 자

체에만 초점을 둔 아주 국소적인 부분부터 실습을 수행한 

환경, 3D 프린팅 모델을 이용한 ‘모의 수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효과, 그러한 경험에서 발생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3D 프린팅 모델을 이용한 환자맞춤

형 발치 실습의 교육적 효과까지 확장되어 광범위한 내용

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며, 본 실습의 전반적인 만족도

와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

다. 

1. 환자맞춤형�3D 프린팅�발치�모델�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발치 ‘모델 자

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키워드 세 가

지, 개선을 요하는 키워드 두 가지를 추출할 수 있었다. 긍
정적인 부분으로서는 ‘발치 부위의 재현’, ‘수술 시 참고용 

자료로 활용’, ‘직관성’이 가장 고빈도 키워드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서는 ‘재질’과 ‘마네킨 연결에 대한 부분’
이 다수의 응답을 차지하였다. 발치 부위의 재현성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응답자 A:  진짜 치은 피판을 열고 나면 실습했던 모델과 

똑 같은 구조가 나왔다. 

응답자 B:  처음에는 치아가 설측전위인지, 협측전위인지

가 잘 감이 안 왔는데 모델로 보니까 잘 보이

고, 치아 축, 각도 치아가 뼈에서 얼마나 나와 

있는지 등이 재현이 너무 잘 되어 있었다.

응답자 D: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잘 보여서 놀랐다. 

응답자 E:  크기가 비슷하니까 여러모로 술전에 미리 익

힐 수 있었다. 

응답자 F:  치아 뿌리 모양, 치아의 각도 같은 것도 보여

서 좋았다. 

수술 전 실습에 활용된 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통해 

수술 부위의 골과 치아 부위가 재현되어 반복적으로 사전

에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초심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치과 임상의 영역에서, 인
상 채득을 통해 환자의 구강 구조와 교합 관계를 재현하여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매복치 발치의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인상 채득에 인기된 구조물만으

로는 온전히 수술 부위의 재현이 불가능하고, 그 외의 골 

(bone)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참고할 자료는 실제 모양이 

아닌 영상 이미지이기에 수술 시 수술 부위의 구조물을 마

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며 이러한 모

델 제작을 통해 그런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

다. 
뿐만 아니라, 모델이 가지는 특성으로 ‘직관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직관성이란, 판단이나 추리의 과정을 거치

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응답자 A:  모델에서 모든 것이 바로 딱 보이는 점이 놀

라웠다. 

응답자 B:  이것만큼 직관적인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다. 

Table 3.  Keywords extracted from the content analysis 

Category Code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발치 모델 

발치 부위의 재현

수술 참고용

직관성 

재질

마네킨

환자맞춤형 모의 수술

미리 수술 경험

CBCT 구체화

해부학적 구조물

기구 및 환경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효능감

동기 부여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의 교육적 효과 

진료 전 학생별 맞춤형 실습

즉각적인 1 : 1 되먹임 제공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의 전반적 만족도 및 
개선 사항 

전반적 만족도 

시각적 자료의 제공 

모델의 실재감 개선 (정교화)
교육 환경 보완 

추가적인 모의 수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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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D:  사랑니, 위치, 치아 분할 등 보고 싶은 부분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았다.

응답자 E: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면서 시작하니까 

감이 바로 오는 점이 새로웠다. 

응답자 F:  치아 축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점이 가장 장점

이었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점이 수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요인

으로 보이며, 이는 가시성과 직관성의 개념이 혼재된 응답

으로 생각된다. 즉,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

체물로서 눈 앞에 구조물 (악골과 매복된 치아)이 보이고, 
수술적 접근에 대해 평면 그림이 아닌 3차원 실물상에서 

직접 보고 미리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이 수술을 

시행한 것에 있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모델의 특징으로 수술 중에도 지속적으

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응답자 B:  수술 중에도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강점인 것 같다. 

응답자 E:  주변 구조물의 날것 상태를 계속 보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F:  잘 모를 때 옆에 두고 보면서 한 점이 유익했

다. 

이는 수술 부위의 재현성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서 정적인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시 환자의 자세 (일
반적으로 누운 자세로서 하악골의 위치가 지면에 평행하

지 않음), 연조직의 시야 제한 등 동적인 환경 가운데, 모
델을 통해 초심자가 기준점을 잃지 않고 길잡이가 되어준

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술 발치를 수행 시 모

의 수술에서 치아 분할을 한 각도와 첫 번째 분할 부위 제

거 후 남은 부위의 상태를 수술 당시 환자의 상황과 비교

하며 지도에서 길을 찾듯 방향을 스스로 찾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델 자체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재질’과 ‘마네킨

과의 연결’ 두 가지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재질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 A:  재질이 치아와 뼈를 깎는 느낌이 아니라 쇠를 

깎는 것처럼 힘을 줘야 했다. 

응답자 B:  실제 치아보다 더 잘 갈리는 느낌이었다. 

응답자 C:  질감을 좀 더 실제와 비슷하게 하면 좋겠다.

응답자 E:  치아는 굉장히 비슷했는데 뼈는 모델이 더 단

단했던 것 같다.

응답자 F:  실제보다 모델이 좀 더 잘 갈리는, 무른 느낌

이 있었다. 

실제 치아보다 무르다고 응답한 학생과 더 단단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혼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

단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응답을 통

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형태뿐 아니라 재질에 대해서도 

실재감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델을 장착하는 마네킨 및 모델과 마네킨 두 요

소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었고 개선 방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응답자 A:  모델 뒷부분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자르면 

마네킨에 더 잘 들어갈 것이다. 
  마네킨 볼이 너무 많이 당겨져서 실제 상황

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B:  모델에서 하악지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그 부

분을 조금 줄이면 마네킨 안에 더 잘 들어가

고 훨씬 더 실재감 있을 것 같고, 마네킨 고정

이 잘 되면 좋겠다. 

응답자 C:  마네킨 볼이 너무 잘 늘어나는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 D:  모델 크기를 조절해서 마네킨 안에 더 잘 들

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응답자 E:  나사홈 부분에 고정이 안되서 어려웠는데 볼

에 끼워보니 괜찮았다. 

응답자 F:  모델의 하악지가 좀 작으면 더 잘 들어가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모델 자체뿐 아니라 모델을 마네

킨에 장착하고 실재감 있게 모의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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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으며, 발치 부위의 재현뿐 아니라 

3D 출력된 하악골-치아 복합체가 적절한 크기로 다듬어져 

마네킨에 견고히 부착되는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었다. 

2. 환자�맞춤형�모의�수술

두 번째 카테고리인 환자 맞춤형 모의 수술 카테고리는 

학생들이 3D 프린팅 발치 모델을 사용한 ‘모의 수술 경험’
에 대한 응답이다. 긍정적 키워드로서 수술을 미리 경험할 

수 있음, CBCT의 구체화, 해부학적 구조물의 재현, 기구 

및 환경의 동일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다. 미
리 실제와 같이 수술 경험을 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부

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A:  수술 발치를 직접 하는 것이 처음이라 미숙하

고 무서웠는데 모델에 직접 미리 해보니까 실

제로 할 때 덜 헤맬 수 있었다. 

응답자 B: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치아 분할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 잡는데 너무 좋았다. 

응답자 C:  말로만 듣던 자주 하는 실수를 직접 모델에서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이렇게 안봤으

면 나도 똑같이 실수했겠다 싶었다. 

응답자 D:  연습한 것과 실제로 수술을 한 것이 각도나 

자세 같은 것이 비슷해서 좋았다. 

응답자 E:  치아를 어디까지 자르고 버가 어디까지 들어

가고 이런 것을 직접 해보니까, 그 자체가 수

술을 하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 

응답자 F:  어느 부분을 조심하고 어디는 생각보다 과감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고 실제 

환자에게 수술하니까 도움이 되었다. 

모의 수술은 실제 학생이 수술을 진행하는 치과 체어에 

마네킨 유닛을 위치시키고 실제 수술을 할 환자의 해부학

적 구조가 재현된 모델을 장착하여 이루어지므로, 술자는 

자세를 미리 익히고 기구 접근 방향을 파악하고 조작을 해

봄으로써 술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술자가 

처음 하는 술식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 겪게 되는데 모의 

수술을 통해 이러한 정서적 안정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은 CBCT 단면 영상을 3차원적으로 구현하

여 실물로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내었다. 

응답자 A:  영상에서 보이는 것을 머리로만 구현해내기

에는 두리뭉실하게 되는데, 모델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 단면에

는 이렇게 보이네.’ 싶었다. 

응답자 B:  CBCT만 보면 아직 판독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삼차원이 아니라 모두 

단면으로 보이니까 실제는 어떤지 감이 안 왔

었다. 

응답자 C:  엑스레이에서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자

르고 알려주셔도 그게 막상 입체적으로 보이

면 좀 많이 다른데 직접 보이는 점이 파악에 

굉장히 유익했다. 

응답자 D:  CBCT도 3차원 각각 평면으로 보는 것과 이

렇게 사물로 보는 것이 저희와 같은 초심자에

게는 무척 다릅니다. 

응답자 E:  실제 모양이 제 생각이랑 전혀 달라서 놀라웠

습니다. 

응답자 F:  엑스레이랑 CBCT만 보면 막연했는데 손으로 

만져보고 돌려보고 진짜 3차원적으로 보니까 

생각한 거랑 어떤 부분은 달랐다. 

CBCT 영상의 경우 원뿔 모양의 빔의 X선을 조사하여 

피사체의 투과 감쇠를 2차원 평면으로 검출하고 이로부터 

여러 방향의 단면상을 얻어 영상화하는 기법이다. 각 단면

의 영상을 조합하여 머릿속으로 3차원 피사체를 재구성하

는 것보다 손으로 만져보고 돌려볼 수 있는 구체물로 영상

을 재현함으로써 ‘막연함’이 ‘눈에 보이는 확실함’으로 전

환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모델을 

통해 미리 눈으로 확인한 점이 응답자들에게 큰 장점이라

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A:  해부학적 구조를 사실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주변 구조를 알고 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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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에게도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습이

었다. 

응답자 C:  실제로 기구로 힘주는 위치, 자를 때 조심할 

부분들이 보여서 좋았다. 

응답자 D:  기구가 조작되어야 할 부분의 구조를 미리 알

아둘 수 있고, 환자가 누워있으면 더 모르겠

는 부분이 있는데 모델을 보니까 각도가 바뀌

어도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E:  일단 위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

았고, 여기는 안전하겠다 여기는 생각보다 위

험해 보이네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

은점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 F:  치아가 협설측으로 어디로 위치되어 있는지 

보이고, 설측 뼈가 얇아서 놀랐다. 

학생들이 수술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의 상당 부분이 

구조물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인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제 수술 부위 구강 내부는 치은으

로 덮여있고 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투시를 하여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미리 모델

에서 파악을 하고 수술에 임했을 때, 보다 더 안전한 수술

을 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구가 적용되어야 

하는 정확한 위치 또한 수술 시 처음 파악하는 것보다 모

의 수술을 통해 미리 적용을 해봄으로써 술기의 능숙도를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구 및 환경에 대한 카테고리에서도 학습

자 관점에서 모의 수술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응답자 B:  실습이 1 : 1이었던 것과 실습과 실제 기구가 

같은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응답자 D:  진짜 진료실에서 연습하고 하니까 익숙하고, 
기구도 연습했던 것을 사용하니 떨리다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응답자 E:  기구 세팅 등을 미리 해본 점이, 환자 앞에서 

덜 떨리게 해주어서 좋았다. 

응답자 F:  실습을 발치 기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점이었던 것 같다. 

  도구가 실습과 실제가 완전 1 대 1 대응이라는 

것이 정말 좋았다. 

학생들은 실제 수술에 사용할 기구를 미리 조작해 본 것

에 큰 만족도를 보였다. 익숙하지 않은 술식의 진행에 있

어 술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기구 사용의 미

숙함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하며, 모의 수술을 

진행할 때 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유도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자기주도적�학습�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학생들의 응답 중 본 실습을 통해 

획득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이며 자기효능감 (self-effi-
cacy)과 동기 부여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지식의 

전달과 술기의 향상뿐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술식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기효능감 (self-effi-
cacy)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A:  실습을 하고 나니 피판 박리부터 전체 과정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오게 되고, 조금은 더 정

리가 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

다. 

응답자 B:  혼자 이리저리 모델을 둘러보고 잘라보고 하

니까 나중에는 여유가 생겼다. 처음에 할 때

는 옆에서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셔야 헤매지 

않고 제대로 실습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여러 

번 해보니까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응답자 C:  이제는 자신만의 술식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답자 D:  하나하나 너무 많이 교수님께 여쭤보게 되면 

실제 환자한테는 혼자 못할 것 같아서 다음 

번에는 혼자 많이 공부해서 해봐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응답자 E:  마취도 생각보다 잘 안되어서, 미리 해보면 좀 

더 자신 있게 할 것 같다. 

응답자 F:  혼자 연습해보고 하는 과정에 많이 배운 것 

같다. 모델이 하나 더 있으면 몇 번 더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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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모델을 이용한 환자맞춤형 발치 실습을 진행

한 후, 술식의 전체 과정에 대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자신만의 술식 순서를 짜고, 스스로 반복적인 복습의 

결과 술식에 대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상승되는 효

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흥미, 호기심 및 성취감을 통해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상승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A:  실습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여쭤보고 나니 

고쳐서 더 해보고 싶어졌다. 

응답자 B:  모델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께 질문하고, 선배

들한테도 물어보게 되었다. 
  원진실에서 배운 것을 평생 할 것이므로 분

류별 표를 만들어볼 예정이다. 

응답자 C:  모델을 여러 개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연습도 

중요한데 실습을 하고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 

한번 그후에 또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응답자 D:  한번이라도 해보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증례

로 다시 하고 싶고 환자도 해보고 싶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응답자 E:  이번에는 처음이라 치아 분할 연습에 치중했

던 것 같고 치근까지 쪼개서 발치하는 것도 

더 해보고 싶다. 증례 또 있어서 한번 더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고 지도 교수님께

서 알려주신 대로 한번 더 해보거나 수술 하

고 나서 한번 더 해보면 정말 도움될 것 같고, 
지금도 더 하고 싶다. 

응답자 F:  미리 더 해볼걸 싶었어서 다음에 또 해서 더 

잘해보고 싶다.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상승됨으로써 학생들이 학

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더 하고 싶다고 느끼는 내적 

동기가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

들이 동일 증례 혹은 추가적인 증례로 실습을 더 해보고, 
교수자의 되먹임 (feedback)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3D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

습이 지식과 술기의 향상뿐 아니라 강력한 내적 동기 유발

을 했음을 시사한다. 

4. �환자맞춤형�3D 프린팅�모델을�활용한�발치�실습의�

교육적�효과

본 카테고리는 모델을 이용한 모의 수술 경험과 그로 인

한 자기주도성의 증가 모두를 아우르는 범위로서, 본 실습

에서 학습자는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느꼈는지에 대한 응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세부 항목으로 ‘진료 전 학생별 

맞춤형 실습’ 및 ‘즉각적인 1 : 1 되먹임 (feedback) 제공’으
로 분류하였다.

진료 전 학생별 맞춤형 실습은, 본 실습이 시기적으로 

수술 전에 이루어졌고 학생 개별 실습이었다는 점에 대한 

응답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 A:  확실히 할 때도 보이니까 좋았고 이 실습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B:  실습이 엄청 도움이 되었다, 실습을 안해봤다

면, 시간이 2배 정도 걸리거나 끝까지 못했을 

것 같다. 
  수술을 바로 환자 앞에서 했으면 여쭤보지도 

못하고 큰일이었겠다 하는 부분들이 해소되

었다. 

응답자 C:  모델이 있어서 미리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해보

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안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응답자 E   안했으면 정말 큰일났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해보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응답자 F:  실습하고 하니까 조금은 덜 헤맨 것 같다. 

학생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 모의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실습을 하지 않았다면 수술을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즉각적인 되먹임 (feedback) 제공 측면에서는 교수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개별 실습을 진행한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A: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고 있으

니까 그 점이 유익했다. 



Jung et al. Surgical Extraction Simulation Using 3D Printing Model

39

응답자 B:  제일 좋았던 부분은 교수님과 1 : 1로 해서 여

쭤보고 고치고 하는 부분이었다. 

응답자 D:  실습하기 전에 미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실습

을 직접 해보고, 중간에 또 여쭤보고 한 점이 

좋았다. 

응답자 E:  먼저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보고 중간에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점과 끝나고 바로 뭐가 

문제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점에서 많은 부

분을 배울 수 있었다. 

교수자가 실습을 지도하며 실습 전, 중, 후로 학생이 필

요로 할 때 즉각적인 1 : 1 되먹임 (feedback)이 가능한 점은 

본 실습이 전통적인 강의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큰 장점

을 가진 ‘개별화 학습’이었음을 시사한다. 실습 전에는 모

델과 영상 이미지를 비교하며 단면의 영상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사물에서 직접 보여주며 해부학적 구조

물이나 영상에 대한 판독 시야를 넓혀줄 수 있고, 실습 중

에는 수술 자세와 기구 접근, 골삭제 및 치아 분할의 방향 

설정 등을 알려주었으며, 실습 후에는 실제 결과물을 마네

킨에서 분리하여 학생이 수행한 수술을 모의 평가하며 되

먹임 (feedback)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수술을 마친 후에

도 수술 시 스스로의 미흡한 점을 모델상에서 교수자와 논

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학생은 이해도를 높이고 다음 단계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응답자 B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모의 수술에 비해 골삭

제를 넓게 하게 되었고, 기구의 깊이가 너무 한 방향으로

만 깊게 들어간 것 같았다.” 라고 하며 모델에 다시 한번 

복습의 과정으로 수술 후 추가적인 모의 수술을 해보는 모

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5. �환자맞춤형�3D 프린팅�모델을�활용한�발치�실습의�

전반적�만족도�및�개선�사항

마지막 카테고리는 모델 자체, 모의 수술 경험,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 만족도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 A:  확실히 보이니까 좋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B: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았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응답자 C:  3D 프린팅 실습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응답자 D:  이런 실습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E:  이 실습은 진짜 해봐야 하고 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응답자 F: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는 학습의 효과와 편의성을 종합

하여 전체적인 실습 만족도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새로운 방식의 실습 도입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강력한 동기 유발을 경험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향후 실습을 위해 개선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

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실습 이

전에 추가적인 시각적 자료의 제공이었다. 이에 대한 학생

들의 언급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응답자 A:  술기에 대해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자료

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피피티 같은 것에 절개 같은 부분을 따로 만

들어두면 더 유익할 것이다. 

응답자 B:  치아가 향하고 있는 방향, 매복 깊이, 경사의 

방향 등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 분류에 따른 

각각의 접근방법을 시각화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응답자 C:  추가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조심해야 할 구조

물과 같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모델을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내

가 혹시나 신경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위험한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응답자 E:  절개와 박리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응답자 F:  매복 양상에 따라서 ostectomy, odontomy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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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였는데 본 모델에 재현이 되지 않는 연조직부 접근에 대한 

자료와 매복의 양상에 따른 접근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또한, 모델을 더욱 실제와 같이 제작하여 실재감을 증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A:  치주인대, 치은 부분이 구현되면 더 좋겠다.  
사실 ditching도 더 잘 해볼 수 있게 공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B:  사랑니 치근 재현을 잘 해주면 좀 더 좋겠다. 
7번과 8번 사이는 아주 정밀하게 나와서 분리

되게 하면 좋겠다. 

응답자 D:  치아와 골 사이가, 경계가 잘 보이면 좋겠다. 

응답자 E:  재질이 더욱 비슷하면 좋을 것 같고, 치수강 

뚫을 때 느낌이 재현되면 좋겠다. 

응답자 F:  뿌리 재현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치아와 

사이가 더 잘 나오면 좋겠다. 

본 실습을 통해 일차적인 모의 수술의 목표는 달성을 하

였지만 더욱 실재감 있는 실습을 위해 재질의 개선 및 연

조직 부분의 재현이 필요하고, 그뿐 아니라 모델을 더 정

교하게 제작하여 인접치, 골과 치아의 관계 및 치아의 해

부학적 형태 완벽 재현이라는 요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수자에게 바라는 요구 사항으로 학생들은 추가적인 

실습 기회의 제공을 언급하였는데, 다른 기구를 사용하여 

같은 술 발치 자체뿐 아니라 마취까지 동시에 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기도 했다. 

응답자 A:  같은 것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마취도 모델

에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B:  다른 기구로도 해보면 좋겠다. 하악 뒤까지 나

와서 마취도 해보면 좋겠다. 

응답자 C:  매 case마다 하면 제일 좋은데 매번 작업하기 

힘드니까 유형별로 미리 모델을 많이 만들어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응답자 D:  모델을 여러 개 제작해주면 좋겠다.  

응답자 E:  마취도 생각보다 잘 안되서 미리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응답자 F:  재료 또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모델을 활용한 ‘마취 실습’이라는 부분까지 학생

들의 요구도가 확장된 점도 주목할만하며, 이는 내적 동기 

유발 항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기도 하였는데, 아래 정리된 바와 같이 알람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B:  제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알람이

었다. 

응답자 F:  연습할 때도 그렇게 수술할 때도 알람이 있으

면 좋겠다. 

이는, 연습 또한 실제와 같이 시행하기 위한 요구가 반

영된 결과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 보고서의 내용 분석 결과, 환자맞

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매복 사랑니 발치 실습의 

효과는 학생들의 지식과 술기 함양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되먹임 (feedback)에 있어서도 실습 전, 중, 후의 즉각적

인 되먹임 (feedback)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실습을 바탕으

로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을 하였으며 교수자는 수술에 대한 

되먹임 (feedback)도 모델상에서 시행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보다 정확히 전달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학생의 자

기효능감 (self-efficacy) 향상뿐 아니라 실제적인 역량 향상

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생들의 성찰 보고서는 실습 및 수

술을 진행한 후 학생이 스스로의 준비 상태 (attitude)와 지

식의 정도 (knowledge), 수행 결과 (performance)에 대해 되

돌아보고 객관적인 자가 평가와 함께 느꼈던 점,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해 기술한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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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보고서 (reflective writing)’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를 함양하는 교육 방법 중 하나로, 치의학 분야에서도 점

차 주목받아 적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17. 성찰 

(reflection)이란, ‘자기 스스로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목적으로 상황의 전, 중, 후에 발생하는 메타인지적 

과정’으로 정의되며18, 이러한 성찰 능력은 미래의 보건의

료 전문가로서 치과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또한 자기 성찰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향

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뿐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학습 결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19. 따라서, 본 실습에 있어 교수자는 환

자맞춤형 3D 모델을 활용한 수술 발치 실습과 직접 진료 

경험 후 학생이 성찰 과정을 통해 술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찰 보고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3D 프린팅 모

델을 활용한 매복 사랑니 발치 실습이 학생의 술기 능

력 향상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실습 전 준비 (fore-
thought), 실습 중 수행 (performance), 실습 후 자기 성찰 

(self-reflection)의 순환 주기가 조합되어 나타난 자기조절 

(self-regulation)적 학습 과정의 결과라 볼 수 있다20,21. 본 

연구는 교육 도구 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예비 연구로, 향
후 보다 완성도 높은 모델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이나, 이번 연구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

여 발치를 포함한 구강악안면 영역의 모의 수술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술기 능

력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모델을 이용한 모의 수술은 그동안 심장 수술, 신

경계 수술, 치과 분야에서는 악안면 기형 수술 등 비교적 

고위험 술식의 훈련을 위해서는 이용되었으나 시간과 비

용의 문제로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영역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보편화로 인

해 환자 개별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이를 직

접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교육용으

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22. 여전히, 모델 제작의 비용

과 시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첫 수술 

발치를 앞둔 치과대학생에게는 그러한 투자 비용보다 실

습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

었다. 가령, 수술 부위를 재현한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모

델을 실제 수술과 같이 마네킨의 구강 내에 장착하고, 실
제 수술 환경과 같은 상황에서, 치아와 골, 치아 주변의 연

조직의 질감이 재현되기를 원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이 실습에 있어 ‘실재감’을 중요시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3D 프린팅 교

육 모델의 한계로 제시되었던 부분으로23, 향후 다른 방식

의 프린팅을 이용한 모델 제작과 프린팅 후 실리콘 접착제

를 도포하여 치은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고무적이었던 사실은, 모의 수술 후 실제 수술을 하는 

과정 이후에 교수자의 현장 되먹임 (feedback)이 교정 효

과가 높았고, 수술은 종료되었지만 학생 수중에 있는 모델

에서 되먹임 (feedback)을 적용해 보며 복습을 하는 효과

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수술 시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돌아보며 보다 구

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니라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또한, 개선점에 대한 즉각적인 되먹임 (feedback)을 통

해 학습자들은 대부분 다음에 다시 하고 싶다거나 되먹임 

(feedback)을 반영하여 수술 시 부족했던 점을 다시 모델

에서 재수행해 보고 싶다고 하는 등 도전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단회성의 교육이 아닌 보다 ‘지속성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본 실습의 경험을 통해 환자맞춤형 3D 프린팅 모델을 

활용한 발치 실습이 학생들의 지식과 술기 능력 향상뿐 아

니라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의 향상과 자기주도성과 내

적 동기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수술 후 성찰 보

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

음을 학습자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순히 환자맞춤형 모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효

과를 얻기는 어려우며, 분명한 실습 목표를 갖도록 사전 

준비로서 모델을 제공한 후 학생에게 탐색의 시간을 부여

하며, 실습 중 교수자의 즉각적인 되먹임 (feedback), 실습 

후 자기 성찰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보다 지속성 있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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