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649

Received 27 November 2013, Revised 20 Dec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Kang(Dep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Email: dhkhkang@konyang.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2.649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감염방지기준에 관한 연구

유하나, 강경희
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치위생학과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Dental Treatment Infection Control 

Standards of Dental Hygienists

Ha-na Yoo, Kyung-hee Kang 

Dep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진료 감염방지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충남 천
안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01

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예’ 또는 자동능동면역이 75.0%로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간염예방접종 경과기간은 5년 이상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염예방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3.0%로 높았으나 감염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0%로 비교적 낮았다.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보호용구 착용실태는 마스크착용, 의료용 장갑착용에 비
해 보안경의 착용률이 낮았다. 진료 전 손세척은 ‘항상한다’가 56.0%로 진료 후 손세척 82.0%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치과진료 기자재의 멸균 전 기구세척, 포장 사용 및 포장 손상된 기구 재소독은 ‘예’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
으나 수관관리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39%로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 치과진료, 감염방지, 이행실태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about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dental treatment infection 
control standards of dental hygienists.  The subjects of research were the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ist 
offices in Chungnam, Cheonan-si using self-input method from July 25th, 2012 to August 1st 201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fter computerized statistical processing using SPSS 18.0. For hepatitis B 
vaccination, the results were high with 75.0% of answers being 'yes' or auto-active immunity, but for the latest 
hepatitis vaccination period showed highest results in '5 years or more ago' with 48.0%.  Although 93.0% 
answered that vaccination was important, the percentage of replies that they had vaccination education was 
relatively low with 41.0%.  For the use of personal protection tools the use of protective goggles was low 
compared to the use of masks and medical gloves.  The percentage of subjects that answered that they always 
wash their hands before treatment was relatively low with 56.0% compared to 82.0% of subjects that answered 
that they always washed their hands after treatment.  Dental treatment equipment washing before sterilization, 
use of packing and re-sterilization of tools with damaged packing showed high results for 'yes,' but the ratio of 
subjects that answered 'no' to water line management was low with 39%.

Key Words : Dental hygienist, Infection prevention, Implement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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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에서 방 된 감염보도로 인하여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행 에 한 반 인 감염 리의 요성과 사회  

심이 증가되었다. 의료기 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병원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진료  일상생활을 포함한 

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환경에 직 · 간 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치과 의

료기 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진료실 내에서 환자의 액 

 타액, 기타 분비물과 직 인 을 하고 있으며, 오

염된 기구, 진료실 장비, 주  표면, 공기  오염물질의 

간 인 으로 범 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항

상 노출되어 있어 진료도  뜻하지 않게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험이 매우 높다. 치과진료에 사용되는 기구 

한 작고 날카로우며 진료 시 자주 사용하는 핸드피스나 

음  스 러 등은 다양의 에어로졸을 발생시켜 치과 

의료 종사자들은 일반인들보다 감염의 험이 매우 크다

[1].

치과 진료실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은 B형간염

과 AIDS이다. B형 간염의 경우 하루에 20명의 환자를 진

료하는 치과의사인 경우 1주에 9~10명의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와 할 기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인구의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약 300만명 정도의 보균자가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2]. 1975년에서 1982년 사이에 미국에서 

실시된 치과 종사자의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치과

보조원 13%, 치과 생사 17%, 치과의사 9~24%가 감염되

었음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치과종사자는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조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치과 진료를 하는  

하나의 질병은 바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다.  

세계 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해마다 격히 증가하

고 있으며 이미 수백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계속 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질

병 리 본부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680명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 다[4].

그러나 치과 진료 환자  감염질환에 이환된 환자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들에 해서만 선택 으로 감염경로 

차단한다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치과 환

자의 구강 는 호흡기 분비물에는 수많은 병원성 미생

물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치과에 내원한 모든 환자가 감

염질병을 갖고 있고 방지가 까다로운 감염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비 할 수 있도록 진료실에 일반

인 주의를 모두에게 용해야 한다[5].

치과진료실에서는 감염과 교차감염을 이기 해서

는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악

하여 보다 철 한 소독, 멸균을 통하여 감염원을 미리 

방해야 한다. 그리고 진료 ·후 철 한 손 세척과 리, 

보호 장비의 사용, 치과 진료에 이용되는 모든 기구나 장

비 등을 치과기구의 험도 수 에 의한 분류에 따라 멸

균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6].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

지기 해서는 감염경로와 감염방지 책들에 한 지식

을 습득하여 인식하고 실천하여한다.

재 치과진료기 에서 치과 생사들은 치과 감염

리에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염방지를 한 치과

생사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7,8]. 이에 본 연구는 천

안에 치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들의 병

원감염에 한 지식, 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치과 

진료실의 감염문제 을 악하여 치과 내 감염 리의 질

 향상을 하고 안 한 치과진료실 환경을 만들어 가

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01일까지 천안지역 

치과 의료기 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  치과 생사

회에 등록한 치과 생사 100명을 상으로 하여 자기기

입식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2 자료수집

설문지는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치과감염의 인식

도, 치과감염 방지기  이행 실태여부에 한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치과 생사 10명을 상으로 비조사

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WIN(Ver.18.0 K)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치과감염 인식

도, 치과감염 방지기  이행 실태여부에 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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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Total P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9(25.7)

55(74.3)

3(11.5)

23(88.5)

22(22.0)

78(78.0)

.134

Age Range

    20's

    30's +

49(66.2)

25(33.8)

13(50.0)

13(50.0)

62(62.0)

38(38.0)

.143

Education 

 Technical Coll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7(77.0)

16(21.6)

1(1.4)

18(69.2)

8(30.8)

0(0)

75(75.0)

24(24.0)

1(1.0)

.555

Work Experience 

(Years)

    <1

    1-4

    5-9

    10-14

    15≤

17(23.0)

26(35.1)

23(31.1)

6(8.1)

2(2.7)

2(7.7)

8(30.8)

7(26.9)

4(5.4)

5(19.2)

19(19.0)

34(34.0)

30(30.0)

10(10.0)

7(7.0)

.027

p value by X2-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 N(%)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근무처별 분류에서 치과병원 근무자가 74명(61.7%), 

치과의원 근무자가 26명(21.7%)이었다. 결혼여부는 치과

병원 근무자의 55명(74.3%), 치과의원 근무자의 23명

(88.5%)으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치과병원 근무자의 49명(66.2%),  치과의원 근무자의 13

명(50.0%)으로 20 가 62%를 차지하 다. 학력은 치과

병원 근무자의 57명(77.0%), 치과의원 근무자의 18명

(69.2%)이 문 졸업자가 부분 이 으며, 1-4년간 근

무경력이 치과병원 근무자의 26명(35.1%), 치과의원 근

무자의 8명(30.8%)으로 가장 유의하게 많았다 (p<0.05) 

<Table 1>.  

3.2 건강관리행태

건강 리행태에서 B형 간염 방 종은 치과병원에

서 ‘ ’라고 응답한 경우는 48명(64.9%), 치과의원에서는 

14명(53.8%)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최종

간염 방 종 경과기간은 5년 이상이 치과병원에서는 32

명(43.2%), 치과의원에서는 16명(61.6%)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1) <Table 2>.

3.3 치과감염 교육경험과 교육필요 

치과감염교육경험은 치과병원에서 ‘ ’라고 응답한 경

우가 38명(51.4%), 치과의원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69.2%)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감염 방 요성에 해서는 치과병원에서 ‘

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2명(97.3%), 치과의원에서

는 21명(80.8%)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Table 3>. 

3.4 치과감염방지기준 이행실태 

치과감염방지를 한 개인보호용구 착용실태에서 환

자마다 마스크교체는 치과병원에서 ‘가끔한다’라고 응답

한 경우가 51명(68.9%), 치과의원에서는 26명(100.0%)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진료시 의료용 장갑 

착용은 치과병원에서 ‘항상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9명

(74.0%), 치과의원은 15명(57.7%)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5). 진료시 보안경 착용은 치과병원에서 ‘하

지않는다’라고 응답한경우가 37명(52.7%), 치과의원은 

‘가끔한다’가 20명(76.9%)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진료  손세척은 치과병원에서 ‘가끔한다’라

고 응답한 경우가 37명(50.0%), 치과의원은 ‘항상한다’가 

21명(80.8%)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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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Total P

Experience of infection education

      Yes

      No

      Uncertain

38(51.4)

22(29.7)

14(18.9)

3(11.5)

19(69.2)

5(19.2)

41(41.0)

40(40.0)

19(19.0)

.001

Importance of education

      Important

      Average

    Not important

72(97.3)

2(2.7)

0(0)

21(80.8)

5(19.2)

0(0)

93(93.0)

7(7.0)

0(0)

.004

Recognition of need for education 

      Yes

      No

      Uncertain

70(94.6)

1(1.4)

3(4.1)

25(96.2)

0(0)

1(3.8)

95(95.0)

1(1.0)

4(4.0)

.836

p value by X2-test

<Table 3> Experience of dental treatment infection education  and need for education  
Unit : N(%)

Category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Total P

Health Status

  Very healthy

  Mostly healthy 

  Average

15(20.3)

50(67.6)

9(12.2)

9(34.6)

16(61.5)

1(38)

24(24.0)

66(66.0)

10(10.0)

.214

Periodic health examination

        Yes

        No

34(45.9)

40(54.1)

13(50.0)

13(50.0)

47(47.0)

53(53.0)

.722

Health examination period

        6 Months

        1 Year

        2 Years

        Irregular

3(4.1)

23(31.1)

11(14.9)

37(50.0)

0(0)

13(50.0)

0(0)

13(50.0)

3(3.0)

36(36.0)

11(11.0)

50(50.0)

.077

Hepatitis B vaccination

        Yes

        No

   Auto-active immunity

48(64.9)

21(28.4)

5(6.8)

14(53.8)

4(15.4)

8(30.8)

62(62.0)

25(25.0)

13(13.0)

.006

Latest hepatitis vaccination (Years)

       <1

        1-2

        3-4

        5≤

23(31.1)

16(21.6)

3(4.1)

32(43.2)

2(7.7)

1(3.8)

7(26.9)

16(61.6)

25(25.0)

17(17.0)

10(10.0)

48(48.0)

<.001

p value: X
2
-test 의함

<Table 2> Behavior of health care
Unit : N(%)

료 후 손세척은  치과병원에서 ‘항상한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56명(75.7%), 치과의원은 26명(10.0%)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p<0.05) <Table 4>.

3.5 치과진료 기자재 관리실태

치과진료 기자재 리실태에서 수 리는 치과병원

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55명 (74.3%), 치과의원

은 ‘ ’가 20명(76.9%)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Table 5>. 

본 연구는 천안지역 치과 의료기 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의 치과진료감염방지기  이행실태를 알아보기 

해 치과 생사 회에 등록한 치과 생사 100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연령 분포는 

20  62.0%, 30 이상이 38.0%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기

으로 나 어보면 치과병원 근무자는 61.7%, 치과의원

은 21.7%로 나타났고, 근무경력별 분류는 1년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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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Total P

Masks 

         Always

         Sometimes

         Never

59(79.7)

15(20.3)

0(0.0)

21(80.8)

5(19.2)

0(0.0)

80(80.0)

20(20.0)

0(0.0)

0.91

Change of masks for each patient 

         Always

         Sometimes

         Never

23(31.1)

51(68.9)

0(0.0)

0(0.0)

26(100)

0(0.0)

23(23.0)

77(77.0)

0(0.0)

.001

Medical gloves

         Always

         Sometimes

         Never

59(79.7)

15(20.3)

0(0.0)

15(57.7)

11(42.3)

0(0.0)

74(74.0)

26(26.0)

0(0.0)

.028

Protection Goggles

         Always

         Sometimes

         Never

13(17.6)

22(29.7)

39(52.7)

1(3.8)

20(76.9)

5(19.2)

14(14.0)

42(42.0)

44(44.0)

<.001

Hand washing before treatment

         Always

         Sometimes

         Never

35(27.3)

37(50.0)

2(2.7)

21(80.8)

5(19.2)

0(0.0)

56(56.0)

42(42.0)

2(2.0)

.012

Hand washing after treatment

         Always

         Sometimes

         Never

56(75.7)

18(24.3)

0(0.0)

26(100)

0(0.0)

0(0.0)

82(82.0)

18(18.0)

0(0.0)

.005

Disease questionnaire before

treatment 

         Always

         Sometimes

         Never

39(52.7)

52(43.2)

3(4.1)

20(76.9)

6(23.1)

0(0.0)

59(59.0)

38(38.0)

3(3.0)

.081

p value by X2-test

<Table 4> Implementation status of dental treatment infection control standards            
Unit : N(%)                

19.0%, 1-4년 34.0%, 5-9년 30.0%, 10-14년 10.0%, 15년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치과감염방지에 한 심도와 교육정

도를 알아보기 한 치과감염에 한 교육 유무에서 

41.0%가 유경험으로 나타나 지역 치과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9] 치과 생사 응답의 63.0%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울 경기지역 치과 생사 상의 연구

[10]에서의 82.9%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진료 시 의료용 장갑은 치과 종사자들을 환자의 구강 

세균과 직  하거나 오염된 부 로부터 막아주며 세

제, 소독제, 살균제, 방사선사진 상액 등과 같은 화학물

질과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치과재료 등과의 을 막는

다[11]. 마스크는 환자의 체액으로 오염된 기구들을 연마

하거나 환자를 치료할 때의 물-공기 분사기, 음 치석

제거기, 고속  속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잠

재  염물질과의 을 막는다[12]. 한 보안경은 환

자의 수복물 조각이나 치아 편 등에 의해서 에 물리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을 보호할 수 있

는 보호 장비  하나이다[13]. 그러나 진료 시 보안경 착

용의 여부에서 14.0%만이 항상한다고 응답하 으며, 

42.0%가 가끔한다고 응답하여 의료용 장갑 착용이나 마

스크 착용보다 미착용하고 있는 조사 상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안경을 극 으로 착용 할 수 있도록 

감염 방지 교육내용  보안경의 요성에 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 유니트에 공 되는 상수에는 매우 은 수의 미

생물이 존재하지만, 핸드피스, 음  치석제거기 는 

물 공기 분사기를 통해 유니트 밖으로 유출되는 물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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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Total P

Equipment washing before sterilization 

   Yes

   No

69(93.2)

5(6.9)

26(100)

0(0.0)

95(95.0)

5(5.0)

.174

Use of packing 

   Yes

   No

57(77.0)

17(23.0)

24(92.3)

2(7.7)

81(81.0)

19(19.0)

.088

Sterilization date input for equipment 

   Yes

   No
45(60.8)

29(39.2)

8(30.8)

18(69.2)

53(53.0)

47(47.0)

.088

Re-sterilization of packing damaged 

equipment

   Yes

   No

   

55(74.3)

14(25.7)

22(84.6)

4(15.3)

77(77.0)

23(23.0) .307

Water line management 

   Yes

   No   

19(25.7)

55(74.3)

20(76.9)

6(23.1)

39(39.0)

61(61.0)

<.001

p value by X
2
-test

<Table 5> The pre-treatment of dental treatment equipment 
Unit : N(%)

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염은 치과 유니트의 

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생물막에 의해 래된다. 따라

서 물 장 체계나 소독 처리된 물을 사용하는 것과 더불

어 치과 유니트 수 도 같이 소독해야 한다. 일과 후에는 

수 을 공기 세척하여 물을 빼내고 아울러 생물막을 건

조시킴으로써 일부의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14,15]. 수

리 유무에 한 응답으로는 수 리를 가끔 한다가 

55%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에서 66.2%, 치과의원

에서 23.1%로 나타났다. 치과 유니트 수 의 물이 공

보건상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감염

리의 목 이 미생물에 한 노출의 제거 는 감소에 

있는 만큼 심을 갖고 처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 진료 감염방지기 을 인지

를 해 홍보  교육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치과진료에 필요한 일반  수사항 이행과 기구와 재료 

등을 멸균  소독물품 리방법에 따라 리할 수 있도

록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행정 ·재정  뒷받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보다 실 이고 지속 인 교육

을 통한 인식 변화와 끊임없는 심과 연구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천안지역 치과 의료기간에 종사하는 치과 생사을 조

사 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 으며, 

SPSS WIN(Ver.18.0 K)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강 리행태에서 B형 간염 방 종은 치과병

원과 치과의원에서 모두 ‘ ’라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p<0.05). 최종간염 방 종 경과기간

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모두 5년 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둘째, 치과감염교육경험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서 모두 ‘ ’라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감염 방 요성에 해서는 치과병원과 치과

의원에서 모두 ‘ 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셋째, 치과감염방지를 한 개인보호용구 착용실태에

서 환자마다 마스크교체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모

두 ‘가끔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진료시 의료용 장갑 착용은 치과병원과 치과의

원에서 모두 ‘항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진료시 보안경 착용은 치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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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는다’가, 치과의원은 ‘가끔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진료  손세척은 치

과병원에서 ‘가끔한다’가 치과의원은 ‘항상한다’고 응답

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진료 후 손

세척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모두 ‘항상한다’고 응답

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넷째, 치과진료 기자재 리실태에서 수 리는 치과

병원에서 ‘아니오’가 치과의원은 ‘ ’라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진료 감염방지에 

한 인지와 실천을 해 치과 생사들에게 홍보  교육 

로그램이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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