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치기공과 교과목소개
치아형태학Ⅰ,Ⅱ,Ⅲ(DentalMorphologyⅠ,Ⅱ,Ⅲ)
치아의 기능, 종류와 명칭 및 치아의 형태와 주위조직을 이해함으로써 치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치아형태실습Ⅰ,Ⅱ(DentalMorphologyPracticeⅠ,Ⅱ)
치아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조각을 통해 치아의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치과보
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치과재료학Ⅰ,Ⅱ,Ⅲ(DentalMaterialsⅠ,Ⅱ,Ⅲ)
치과기공사가 치과보철물 제작 시 필요한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치과보철물의 성능향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치과기공학개론(IntroductionDentalLaboratoryTechnology)

치과기공 입문서로서 치과 의료나

치과기공 개념을 인식시키고 치과기공에 관련된 지식과 치 과기공업무에 필요한 운영관리 및 작
업환경 등을 학습한다.
교합면해부학(OcclusalAnatomy)
치아교합면을 세부적으로 분석, 설계함으로써 교합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고 학습한다.
관교의치기공학Ⅰ,Ⅱ,Ⅲ(Crown&BridgeTechnologyⅠ,Ⅱ,Ⅲ)
관교의치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여 관교의치 보철 제작에
있어 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관교의치기공실습Ⅰ,Ⅱ,Ⅲ(Crown&BridgeTechnologyPracticeⅠ,Ⅱ,Ⅲ)
관교의치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Crown & Bridge pontic을 wax up하고 숙련케 하여 임상에
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치과도재기공학Ⅰ,Ⅱ(DentalCeramicsTechnologyⅠ,Ⅱ)
치과보철물에 있어서 가장 기술이 필요하며 예술적 능력까지도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로써 그
기본이 되 는 이론과 심미적인 특수효과 등을 습득한다.
치과도재기공실습Ⅰ,Ⅱ,Ⅲ(DentalCeramicsTechnologyPracticeⅠ,Ⅱ,Ⅲ)
치과보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철물로써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므로 기본적 기술과 특수효과
기 술 그리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국소의치기공학Ⅰ,Ⅱ(PartialDentureProsthodonticsⅠ,Ⅱ)
국소의치에 대한 구조, 설계, 제작방법 및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과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이해
함으로써 국소의치를 제작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국소의치기공실습Ⅰ,Ⅱ,Ⅲ(PartialDentureLaboratoryTechnologyPracticeⅠ,Ⅱ,Ⅲ)

국소의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국소의치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총의치기공학Ⅰ,Ⅱ,Ⅲ(CompleteDentureProsthodonticsⅠ,Ⅱ,Ⅲ)
무치악 환자의 손상된 저작기능, 발음기능, 심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여,
기초총의치기공실습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총의치기공실습Ⅰ,Ⅱ,Ⅲ(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Laboratory Technology Practice
Ⅰ,Ⅱ,Ⅲ)
총의치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실기를 습득함으로써 임상총의치기공보철물을 제작하는데 필요 한
현장 실무형 실습 내용을 학습한다.
치과충전기공학(DentalInlayLaboratoryTechnology)
치아 경조직의 실질결함 혹은 형태적 결함을 인공 재료로 충전하여 치아 원래의 기능을 회복 시
켜 치과 질환의 진행을 예방 및 억제하고 치아의 심미적 회복을 위한 방법을 습득한다.
구강해부학(OralAnatomy)
인체해부학 일부분으로 구강과 그 주변의 형태, 구조 및 위치적 관계를 습득하는 학문으로 두
개골, 안면근 및 저작근, 악관절, 구강 및 부근의 혈관, 뇌신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치과교정기공학Ⅰ,Ⅱ(OrthodonticsLaboratoryTechnologyⅠ,Ⅱ)

치아 및 악안면의 비정상적인

발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합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정 장치물 제작에 대한 이론을 습득
한다.
치과교정기공실습(AppliedOrthodonticsTechnologyPractice)
교정기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정 장치물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식과 교정 장
치 제작과정을 실습으로 습득한다.
임상기공실습Ⅰ,Ⅱ(ClinicalPracticeⅠ,Ⅱ)
현장에서 요구하는 치과기공실습의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 배양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치과주조학(DentalCastings)
석고, 왁스, 금속 및 매몰재에 대한 재료학적인 접근과 주조기법에 따른 주조체의 주조결함 분
석방법을 습득하여 초정밀 치과 주조물을 얻기 위한 이론을 학습한다.
공중구강보건학(PublicOralHealth)

구강 건강을 증진․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치과 질환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학습하여 양질의 치과보철물제작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을
습득한다.
치과매식의치기공학(DentalImplantLaboratoryTechnology)
의치의 지지와 유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악골의 내부에 매식된 매식체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치
과보철물을 제작하는 기공과정을 습득한다.

치과매식의치기공실습(DentalImplantTechnologyPractice)
치과매식의치학 이론을 기초로 지지 유형별로 제작되는 치과보철물 상부장치의 제작과정을 습
득한다.
의료관계법규(HealthLawandRegulation)
의료기사로서의 필요한 법령과 개정사유 및 의료에 정확을 기하며 활용 면에서 편리하도록 의
료관계법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현장실습(DentalLaboratoryInternship)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이론 및 실습을 치과기공소 및 치

과병원 기공실에서 직접 실습함으로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실습내용을 습득한다.
CAD/CAM활용실습(CAD/CAMApplicationPractice)
치과보철물 제작 시 컴퓨터를 활용하여 치아를 디자인하고 컴퓨터로 가공기를 제어하여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학문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철물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