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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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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ection control attitude of dental hygienis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ttitude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5 dental hygienists who received local
in-service education on April 27, 2008.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his researcher with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11
item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41 about attitude of dental infe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got a mean of 2.96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on hand washing, which was a high
score. Those who had never been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scored better than the others who hadn’t. As for
infection control attitude of protective personal devices, they got 2.01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Those who were at the
age of 26 to 30 and who had ever receiv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got better scores. 2. Concerning attitude toward
surface disinfectant, they got 1.95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whose age was shorter, whose career was shorter, who
were in charge of treatment, who served at general hospitals and who had ever receiv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got
better scores. In regard to attitude to surface disinfection methods, they got 1.83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Those who
had ever receiv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got better scores. 3. As for equipment disinfection, they got 2.43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Those who worked at dental hospitals and who had ever receiv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got
better scores. Concerning attitude to disposal of scrapped materials, they got 2.92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and all the
intergroup gaps weren’t significant. 4. Overall, the dental hygienists got a mean of 2.08 out of possible three points on
dental infection control, and those who worked at dental hospitals and who had ever receiv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took a better attitude to dental infec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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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식구조의 변화로 감염

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

료 기관의 진료환경은 감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

히 치과진료실은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치과진료

실의 특성상 환자의 혈액과 타액 안에 있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날카로운 진료 기구 또는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노출된

신체의 상처를 통하거나, 에어로졸 형태의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이 가능하며 또한, 환자의 여러 가지 분비물로

인해 실내가 오염될 경우 감염의 매개 장소가 될 수 있다2).

이런 위험이 치과 진료실 내의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부터

노출되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지만 흔히 대수

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3).

치과 진료실에서 교차 감염 위험이 있는 주의해야할 감

염성 질환으로는 B형 간염, AIDS, 헤르페스(Herpes), 결

핵, 상기도 감염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치과

진료실에 가장 중요한 감염관리 대상이 되는 질환은 감염

혈액이 전파되는 B형 간염과 AIDS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B형 간염의 경우 이환율이 높아 하루에 2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1주에 9-10명의 감염

바이러스 보균자와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추정된

다고 보고하였으며4), 전 세계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수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국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계속적

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1월부터 9월말까

지 506명의 신규 에이즈(HIV/AIDS) 감염인이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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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같은 기간(455명) 대비 11.2% 증가하였고, 우리

나라 면역결핍바이러스누적 감염자수는 3,657명으로 매

년 급증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3,657명 중 705명이 사

망, 현재 2,95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02년 한 해 동안 535명이 새로운 면역결핍바이러스환

자로 확인되어 하루 평균 1.5명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됐다6).

감염성질환이 전파될 수 있는 몇 가지 주된 경로를 살

펴보면, 혈액 또는 구강분비물 등의 직접적인 접촉, 오염

된 기구들·진료실 장비와 그 주위 표면 등을 통한 간접적

인 접촉, 진료과정 중 구강에서 발생하여 액체 방울이 튀

거나 에어로졸로 인해 공기 중을 떠다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접촉하는 경우들이 있다7). 따라서 치과

진료실에서 이러한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치과

에 내원하는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

를 관찰하고 전염성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예방조

치를 취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등의 보호 장

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든 기구를 철저히 멸균하는 등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3,8).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과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진료 전의 준비과정과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차원에

서 감염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염방지의 개념이 알

려지고 이론적 방법이 여러 차례 소개되어왔다9).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서 보면, 기초적인 보호장비의 착

용실태에 대해 대부분의 치과의료 종사자들이 필요한 경

우에 한해서 각각의 방호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적인 방

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사용률은 낮았다고

보고되었다10). 병원종사자들은 감염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실제 이행은 23.5%에서 93%까지 다양하며 대개는 50%

미만의 낮은 이행을 보였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진료에서 필수적인 감염방지의

주체가 되는 치과위생사의 병원감염방지를 위한 손 씻기,

개인보호 장비, 표면소독제, 표면소독 방법, 기구관리, 폐

기물 관리 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연관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가 감염예방을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4월 27일 지역 보수교육에 참석한

치과위생사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자 중

내용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일부

를 제외한 23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설문 문항은 박12)의 연구와 안13)의 설문연구를 수정 보

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으

로는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치과감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실천 정도

에 따라 ‘그렇다’는 3점, ‘가끔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

다’는 1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Cronbach α가 0.78로 신

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씻기, 개인보호 장비, 표면소독제, 표면소독

방법, 기구관리,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

기 위해 t-test(검증)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25세가 37.0%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26~30세 30.9%, 36세 이상 22.6%, 31~35

세 9.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2년 미만이 45.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1년 이상 24.3%, 6~10년

9.6% 순이었다. 담당업무는 진료업무가 55.2%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진료협조업무 21.3%, 보건소 16.5%, 환

자관리업무 7.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치과의원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소 19.1%, 치과병

원 13.5%, 종합병원 13.0% 순이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

단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61.7%,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

가38.3%였고,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 치과위생사가

71.7%,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28.3%였다.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84.3%, 그

렇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15.7%였다. 전신질환 문진을 항

상 하는 치과위생사가 72.2%로 가장 많았고, ‘가끔 한다’

23.5%, ‘하지 않는다’ 4.3%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방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52.2%,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 47.8%였다. 감염방지 교육방법은 보수교육이

.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Attitude of 
dental infection 
control

Hand washing 4 0.63

Protective personal devices 4 0.69

Surface disinfectant 5 0.79

Surface disinfection methods 7 0.96

Equipment disinfection 12 0.82

Disposal of scrapped materials 3 0.79

Attitude of dental infection 
control

35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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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자료 33.3%, 학교

교육 17.5%, 매스컴 1.7% 순이었다. 환자 혈액 노출 경험

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80.9%,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19.1%였다(Table 2).

2. 손 씻기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감염방지 태도

치과위생사들의 손 씻기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전

체 평균이 2.9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무경

력, 담당업무, 근무처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정

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 치과위생사가, B형 감염 항체에 대해 알고 있

는 치과위생사가,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손 씻기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자의 혈

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있는 치과위생사

보다 손 씻기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치과위생사들의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는 평균

2.01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담당업무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

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가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기적 건강진단, B형

간염 예방 접종여부, B형 감염 항체인지 여부별로는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

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1), 환자의 혈

액 노출 경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표면소독제와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감염방지 태도

치과위생사들의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1.95로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p < .001),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진료업무 담당 치과위생사가 표면소독제

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소 담당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가 낮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종합병원 근무자가 표면

소독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소 근무자는 다

른 근무처보다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가 낮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 < .001). 정기적 건강진단, B형 간염 예방

접종여부, B형 감염 항체인지 여부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환자 혈액 노출경험별로는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치과위생사들의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1.83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경력,

담당업무, 근무처, 정기적 건강진단, B형 간염 예방 접종

여부, B형 감염 항체인지여부, 환자 혈액노출경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Table

4).

4. 기구관리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염방지 태도

치과위생사들의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2.43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기구관리에 대한 태

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경력, 담당업무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Age 20~25 years 85(37.0)

26~30 years 71(30.9)

31~35 years 22( 9.6)

Over 36 years 52(22.6)

Working career Under 2 years 104(45.2)

2~5 years 48(20.9)

6~10 years 22( 9.6)

Over 11 years 56(24.3)

Charge duty Charge of treatment 127(55.2)

Patient management 16( 7.0)

Assisted treatment 49(21.3)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38(16.5)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s 30(13.0)

Dental hospitals 31(13.5)

Dental clinics 125(54.3)

Public dental clinics 44(19.1)

Regular health checkup Yes 142(61.7)

No 88(38.3)

Hepatitis B 
vaccination

Yes 165(71.7)

No 65(28.3)

Awareness of 
anti-hepatitis B 

Yes 194(84.3)

No 36(15.7)

A systemic disease by 
interview

Always 166(72.2)

Sometimes 54(23.5)

No asked 10(4.3)

Education 
experiences

Yes 120(52.2)

No 110(47.8)

Education route Supplementary education 57(47.5)

School education 21(17.5)

Teaching materials 40(33.3)

Mass media 2(1.7)

Subtotal 120(100.0)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Yes 186(80.9)

No 44(19.1)

 Total 2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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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ection control attitude of hand washing and protective personal devices

Variables N
Attitude of hand washing

Attitude of protective 
personal devices

Mean±sd p Mean±sd p

Age 20~25 years 85 2.95±0.16 0.898 1.88±0.44 0.005**

26~30 years 71 2.96±0.19 2.12±0.41

Over 31 years 74 2.96±0.14 2.04±0.48

Working career Under 2 years 104 2.95±0.15 0.946 1.94±0.45 0.162

2~5 years 48 2.95±0.23 2.06±0.38

Over 6 years 78 2.96±0.13 2.06±0.49

Charge duty Charge of treatment 127 2.96±0.14 0.713 2.01±0.42 0.677

Patient management/
Assisted treatment

65 2.94±0.22 1.97±0.49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38 2.96±0.14 2.04±0.49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s 30 2.98±0.10 0.087 2.09±0.48 0.014*

Dental hospitals 31 2.89±0.33 2.20±0.39

Dental clinics 125 2.97±0.12 1.93±0.44

Public dental clinics 44 2.96±0.13 2.02±0.47

Regular health checkup Yes 142 2.96±0.18 0.579 2.04±0.45 0.114

No 88 2.95±0.14 1.95±0.46

Hepatitis B vaccination Yes 165 2.96±0.18 0.877 2.01±0.46 0.748

No 65 2.95±0.13 1.99±0.43

Awareness of anti-hepatitis B Yes 194 2.96±0.16 0.839 2.02±0.46 0.421

No 36 2.95±0.18 1.95±0.43

Education experiences Yes 120 2.96±0.17 0.862 2.09±0.47 0.003**

No 110 2.95±0.16 1.91±0.42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Yes 186 2.95±0.18 0.046* 2.00±0.43 0.685

No 44 2.98±0.06 2.03±0.54

 Total 230 2.96±0.16 2.01±0.45

*p < .05, **p < .01

Table 4. Infection control attitude of surface disinfectant and surface disinfection methods

Variables N

Attitude of surface 
disinfectant 

Attitude of surface 
disinfection methods

Mean±sd p Mean±sd p

Age 20~25 years 85 2.02±0.55 0.000*** 1.75±0.62 0.443

26~30 years 71 2.15±0.62 1.86±0.69

Over 31 years 74 1.66±0.53 1.88±0.69

Working career Under 2 years 104 2.07±0.56 0.001** 1.81±0.64 0.240

2~5 years 48 2.00±0.61 1.72±0.68

Over 6 years 78 1.74±0.60 1.92±068

Charge duty Charge of treatment 127 2.03±0.57 0.000*** 1.87±0.66 0.370

Patient management/
Assisted treatment

65 2.00±0.63 1.73±0.62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38 1.57±0.49 1.84±0.75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s 30 2.18±0.59 0.000*** 1.98±0.69 0.530

Dental hospitals 31 2.10±0.70 1.75±0.72

Dental clinics 125 2.00±0.55 1.80±0.63

Public dental clinics 44 1.54±0.47 1.84±0.72

Regular health checkup Yes 142 1.90±0.61 0.152 1.82±0.69 0.890

No 88 2.02±0.58 1.83±0.63

Hepatitis B vaccination Yes 165 1.93±0.61 0.421 1.83±0.67 0.946

No 65 2.00±0.58 1.82±0.64

Awareness of anti-hepatitis B Yes 194 1.95±0.60 0.966 1.82±0.67 0.678

No 36 1.95±0.63 1.87±0.64

Education experiences Yes 120 2.04±0.59 0.016* 1.95±0.69 0.003**

No 110 1.85±0.60 1.69±0.61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Yes 186 1.92±0.59 0.223 1.82±0.66 0.932

No 44 2.05±0.63 1.83±0.67

 Total 230 1.95±0.60 1.83±0.66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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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처별로는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

았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

사보다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가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 < .01). 

정기적 건강진단, B형 간염 예방 접종여부, B형 감염

항체인지여부, 환자 혈액노출경험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가 높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치과위생사들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2.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근무경력, 담당

업무, 근무처, 정기적 건강진단 여부, B형 간염 예방 접종

여부, B형 간염 항체인지여부, 감염방지 교육경험, 그리고

환자 혈액 노출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5. 치과 감염에 대한 감염방지 태도

치과위생사들의 치과 감염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2.08로 나타났다. 연령, 근무경력, 담당업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가 치과 감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았고, 보건소에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치과 감염에 대

한 태도가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기적

Table 5. Infection control attitude of equipment disinfection and concerning attitude to disposal of scrapped materials

Variables N

Attitude of equipment 
disinfection

Attitude to disposal of scrapped 
materials

Mean±sd p Mean±sd p

Age 20~25 years 85 2.40±0.40 0.655 2.91±0.30 0.562

26~30 years 71 2.45±0.39 2.95±0.21

Over 31 years 74 2.46±0.42 2.91±0.28

Working career Under 2 years 104 2.43±0.40 0.341 2.92±0.28 0.142

2~5 years 48 2.38±0.40 2.99±0.07

Over 6 years 78 2.48±0.41 2.89±0.33

Charge duty Charge of treatment 127 2.47±0.40 0.160 2.94±0.23 0.368

Patient management/
Assisted treatment

65 2.35±0.41 2.93±0.30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38 2.45±0.39 2.87±0.34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s 30 2.50±0.40 0.004** 2.90±0.40 0.399

Dental hospitals 31 2.65±0.36 2.99±0.06

Dental clinics 125 2.37±0.40 2.93±0.24

Public dental clinics 44 2.43±0.40 2.89±0.32

Regular health checkup Yes 142 2.45±0.40 0.445 2.94±0.22 0.210

No 88 2.41±0.41 2.89±0.33

Hepatitis B vaccination Yes 165 2.44±0.40 0.938 2.92±0.28 0.502

No 65 2.43±0.41 2.94±0.24

Awareness of anti-hepatitis B Yes 194 2.43±0.40 0.809 2.93±0.26 0.350

No 36 2.45±0.41 2.88±0.32

Education experiences Yes 120 2.54±0.38 0.000*** 2.94±0.26 0.401

No 110 2.32±0.40 2.91±0.28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Yes 186 2.44±0.40 0.831 2.95±0.19 0.053

No 44 2.42±0.43 2.81±0.46

 Total 230 2.43±0.40 2.92±0.27

**p < .01, ***p < .001

Table 6. Attitude of dental infection control

Variables N Mean±sd p

Age 20~25 years 85 2.06±0.29 0.127

26~30 years 71 2.15±0.32

Over 31 years 74 2.05±0.32

Working career Under 2 years 104 2.09±0.31 0.891

2~5 years 48 2.07±0.30

Over 6 years 78 2.08±0.32

Charge duty Charge of treatment 127 2.12±0.29 0.085

Patient management/
Assisted treatment

65 2.04±0.32

Worked in public 
dental clinics

38 2.02±0.34

Working place General hospitals 30 2.16±0.30 0.024*

Dental hospitals 31 2.20±0.35

Dental clinics 125 2.07±0.29

Public dental clinics 44 2.00±0.33

Regular health 
checkup

Yes 142 2.08±0.30 0.973

No 88 2.08±0.33

Hepatitis B 
vaccination

Yes 165 2.08±0.31 0.985

No 65 2.08±0.32

Awareness of 
anti-hepatitis B 

Yes 194 2.09±0.31 0.885

No 36 2.08±0.32

Education 
experiences

Yes 120 2.17±0.32 0.000***

No 110 1.99±0.27

Exposed to the 
blood of patients

Yes 186 2.08±0.30 0.381

No 44 2.12±0.35

 Total 230 2.08±0.3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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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B형 간염 예방 접종여부, B형 간염 항체인지여

부, 환자 혈액 노출경험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

염방지 교육경험별로는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

위생사가 그렇지 않은 치과위생사보다 치과 감염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감염방지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p < .001, Table 6). 

고 찰

치과위생사들은 치과 진료실내에서 광범위한 종류의 병

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있으며, 치과진료실은 다양한 부

류의 환자들과 접하게 되고 진료과정에서 날카롭고 위험

한 기구, 기재, 장비들을 이용함으로써 혈액, 타액, 에어로

졸 등의 오염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치과의료 종사자들은

B형 간염과 AIDS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치과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과정이나 치과

의료인을 통한 환자들에게의 감염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

다14). 치과 병·의원에서 이러한 질병의 전파가 크게 우려

되는 것은 병원체의 감염과 관련된 문제로 내원하게 되는

내과 입원이나 외래방문의 경우와는 달리 치과적인 문제

로 방문하는 환자들의 감염여부는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

려워 이들에 대해서 선택적 감염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진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력만을 조사하여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별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15). 그러므로 모든 진료환

자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의를 적용시켜야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은 감염방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오염된 액체, 에어로졸, 혈액, 타

액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여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 종사자와 환자들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진료실내 감염을 방지하여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

과진료실 감염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

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

위생사의 감염방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손 씻기에 대한 태도는 평균 2.96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

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 이는 김10)의 연구 67.8%, 최16)

의 연구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박12)의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노출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89.6%였고 이에 대한 대

처방안으로 ‘즉시 손을 씻은 후 혈액을 짜낸 다음 소독약

으로 소독했다’하고 응답한 경우가 72.9%였다. 그리고 환

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손 씻기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요즈음 매스컴 등에서의

감염에 대한 정보들로 인한 경각심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손은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키는 가장 중요한 진원지이며

수단이다. 손 씻기는 일단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우나 개인위생의 중

요한 수단이며 치과 의료진에서는 최우선적인 감염관리

과정 중 하나이다. 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정상세균총의

숫자가 시간당 4000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장갑 속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갑 착용 전에 손을

씻어 손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17).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태도는 평균 2.01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26~30세인 치과위생사와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

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 진료시 의료용 장갑은 술자의

손에 미생물로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위

해 술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 진료시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안경은

초음파 치석 제거시, 공기나 물 분사, 핸드피스 사용시 감

염된 오염물질로부터 의료진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중 하나이다. 김18)의 연구에서 감염교육의 유경험자

97.4%가 진료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경

북지역 치과위생사 대상으로 한 장19)의 연구에서 8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20) 등의 연구에서는 scaling시 37%,

보철물 연마시에는 25%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는 1.95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진료업무 담당, 종합병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높

았다. 그리고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태도는 1.83으로 나

타났으며,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높았

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상담보다 진료

업무 담당이 많고, 학교에서 배운 감염방지에 대한 지식

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의원급 보다 병원

급에서 직원 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 있어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치과위생사가 표면소독제와 방법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장19)의 연구에 의하며 감염방

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교육경로는 학교

교육이 52.3%로 가장 높아 감염방지교육의 주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병원 내 직원교육이 30.7%로 나

타났다. 적절한 표면소독제 사용과 방법으로 표면소독 할

수 있는 감염방지 교육이 학교교육과 보수교육 외에 각각

의 치과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 유니트의

표면, 브라켓 테이블, 의자표면, 타구, 각종 손잡이 등은

진료 중 직, 간접으로 신체와 접촉하는 부위이다. 이러한

부위의 무균술식을 위해서는 사용 전에 적절한 표면 소독

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과 표면 덮개를 사용함으로서 표면이나 기구의 오염을 방

지 하는 방법이 있다17).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는 2.43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감염방지 교육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 치과진료 기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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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소독시행 방법에서 위험한 기재, 덜 위험한 기재,

위험 하지 않은 기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한 기재는

인체 조직을 뚫고 들어가 사용되는 기재로 사용 후 매번

멸균해야 한다. 김18)의 연구에서 위험한 기재, 덜 위험한

기재 모두를 치과 병·의원 모두(100%) 가압증기 멸균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태도는 2.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반 시 “의료법 제69

조”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들의 치과 감염방지에 대한 태도는 평균

2.08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치과 감염에 대

한 태도가 높았다. 이상과 같이 감염방지에 대한 태도가

감염방지교육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학교 교육과정에 감염 예방에 대한 내용을 더 다루어

이론교육 뿐 아니라 실습교육이 병행되어 임상에서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졸업 후에도 병원 자체교육과 보

수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대중 매체를 통한 국

민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김14)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감염방지대책들에 있

어서 다른 집단보다 대부분 인식도와 실천도가 낮아 교육

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조무사는 교

육기관에서의 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의 기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무지에서의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치과의원 운영자인 치과의사의 감염방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치과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도 감염방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수교육에 참가한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참가하지 않은 치과위생사를 비롯

해 여러 기관의 치과종사자들과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

여 치과진료실 감염방지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감염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적·사회

적 차원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치과위생사들이 스스로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조직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2008년 4월 27일 지역 보수교육에 참석한

치과위생사 235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병원감염방

지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치과감

염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 35문항으로 구성하여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손 씻기에 대한 태도는 3점 만점 중

2.9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p < .05). 개인보호 장

비에 대한 태도는 2.01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26~30세인

치과위생사(p < .01)와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

생사가 높았다(p < .01). 

2. 표면소독제에 대한 태도는 1.95로 나타났으며, 연령

(p < .001)과 근무경력이 적을수록(p < .01), 진료업무 담당

치위생사(p < .001),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p < .001), 그리고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가 높았다(p < .05). 표면소독 방법에 대한 태도는 1.83으

로 나타났으며,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p < .01). 

3. 기구관리에 대한 태도는 2.43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p < .01)와 감염방지 교육경

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높았다(p < .001). 폐기물 관리에

대한 태도는 2.9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치과위생사들의 치과 감염방지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균이 2.08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p < .05)와 감염방지 교육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치과 감염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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