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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전정미ㆍ임순연ㆍ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Preventing Needlestick Injuries 
in Dental Offices

Jeong-Mi Jeon, Soon-Ryun Lim, and Young-Sik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331-707,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uidelines and safety and precautionary devices for prevention of needlestick injuries in dental offices.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omestic and overseas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and surveyed safety and precautionary 

devices for prevention of needlestick injuries.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and survey, this study suggests safety and precautionary guidelines 

to prevent needlestick injuries. To prevent needlestick injuries, staff in dental offices should be well aware of the 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and 

how to use safety and precautionar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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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과 진료실은 출혈성 진료가 많은 곳이다. 날카로운 기

구 및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사용이 많으며 그로 인한 주사

바늘 찔림 사고가 일어나 혈액매개성 감염질환에 걸리기 쉬

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사용한 주사바늘로 찔림 사고가 

일어난 경우 B형 간염은 6∼30%, C형 간염은 5∼10%,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경우 0.3%의 감염 위험

이 보고되고 있다1)
.

국외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에서

는 연간 38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중에 23만여 건

이 주사바늘에 의한 사고라 하였다2)
. 영국의 병원에서는 연

간 10만 건이 넘는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

으며 National Health Service에 따르면 매년 천만 개의 주

사바늘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중에서 약 4천 

건이 주사바늘 찔림 사고라 하였다3,4)
.

국내 연구에서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Kim
3)의 연구

결과에서는 630명 중 521명인 82.7%가 주사바늘 찔림 사고 

경험이 있었고, Yoon과 Kim
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사 

372명 중 351명인 94.4%가, 의사는 268명 중 198명인 

73.9%가 경험이 있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
6)의 연

구결과에서는 220명 중 177명인 80.5%가 경험이 있다고 하

였다.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Noh
2)의 연구결과에서 355명 

중 322명인 93.5%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7)의 연구결과에서는 214명 중 193명인 

90.6%가, Jeon
8)의 연구결과에서는 311명 중 260명인 

83.6%가 주사바늘 찔림 사고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사바늘 찔림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Noh
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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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Hwang
7)

, Jeon
8)의 연구 등이 

있으나 감염 관련 연구의 일부분으로 실태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성만 강조할 뿐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 직업안전

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CDC, 대한치과의사협회(Korean Dental Associ-

ation, KDA) 등의 국내 및 국외의 감염관리지침에서는 주

사바늘을 다룰 시에 기준과 공학적인 안전기구 및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치과 진료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치과 진료실에서는 사용한 날카로

운 기구 및 주사바늘 폐기함만 구비하고 있을 뿐이며 주사

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고 감염관리지침 또한 인지 및 비치가 되어있지 않다. 

Noh
2)의 연구를 보면 감염예방교육과 보호구착용 및 주사

바늘 수거통을 가까이에 두는 것만을 주사바늘 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치

과 진료실내에서 주사바늘 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

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 진료실에서의 주사바늘 찔림 사

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비들을 조사하여 주사바늘 찔림 사

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을 제안함으로써 치과진료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침들 중 주

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권장사항 및 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

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비의 유형을 분류하고 제품명, 제조회

사, 제조국, 시판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본  론

1. 치과 주사바늘 찔림 예방 가이드라인 및 권고 사항 고찰

1) 국내 및 국외의 감염관리 기준과 규제

CDC에서 1986년에 처음으로 치과 진료실을 위한 감염

관리 권장사항이 소개되었고 1993년에 개정된 권장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는 과학적 업무와 치과실무를 다룬 감염관리 

권장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만들며 가장 최근의 권장사항은 

2007년에 출판하였다. OSHA에서는 작업장에서의 물리적 

및 화학적 또는 감염성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혈인

성 병원체 관리를 위한 기준을 규범화하였다. 미국 식품의

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료장비의 제조

과정과 상표를 붙이는 과정, 장갑, 마스크, 진료복, 구강세척

제 등을 규제하여 안전성과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

tion Agency)은 소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규제하여 국가

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한길치학연구회에서 1990년도에 ‘치과 진

료실에서의 감염방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실무

지침서를 발행하여 1995년에 개정판을 발간함으로써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 지침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KDA는 2001년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방

지’라는 실무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

사회 경영연구팀에서는 2001년 ‘손쉬운 감염방지법’이라

는 치과에서의 감염관리 실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대한치

위생감염관리학회는 2007년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학회로 발족되어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과 치과위생사를 위

한 감염관리코디네이터 과정을 위해 질 높은 교육과 교차감

염에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8년에 병원 종사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

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

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Mini-

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에서 감염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

원감염관리기준(안)’을 마련하였고9)
, 2006년에는 치과진

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ㆍ멸

균ㆍ취급 등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게 하여 환자와 환자 사

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도

록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도 마련하였다10)
.

2)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침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권장사항 비교

국외의 감염관리지침은 OSHA의 ‘혈인성 병원체 기준

(Bloodborne Pathogens Standard)’
11,12)

, CDC의 ‘치과감염

관리권고안(Guidelines for Infection Control in Dental 

Health-care Settings)’
13,14)과 국내 감염관리지침은 KDA의 

ʻ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프로그램’
1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의 ‘병ㆍ

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예방 지침’
16)

, MHW

의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
17)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

였다(Table 1).

비교 분석한 지침에서 주사바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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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OSHA CDC KDA KOSHA MHW

Do not close the needle cap again. ￮ ￮ ￮ ￮ ￮
Use one hand closing technique when closing the needle cap. ￮ ￮ ￮ ￮ ￮
Do not bend or remove the needle. ￮ ￮ ￮ ￮ ￮
Do not aim the tip of the needle to certain part of the body. ￮ ￮ ￮
Use the device designed to grab the needle cap. ￮ ￮ ￮
Do not give and take the sharp device or syringe without cap with the hand. ￮ ￮
Dispose the disposable syringe, needle, scalpel blade and sharp device 

in the proper unperforated container at the place where they are used.
￮ ￮

Classify evaluate and select the engineeringly designed devices every year. ￮
As an expert in the safety device related to dental clinic, the director 

of dental clinic should learn the expertise for the tools and materials in use.
￮

Do not remove the needle with hand. ￮
Avoid the dark, complex or unstable place as much as possible 

when handling the needle.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DA: Korean Dental 
Association,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M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ble 1. Recommendation for Dental Needlestick Injuries in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Type Product Manufacturer Manufacturing country Availability

Automatic needle 
separator

Needle smelter Neotop Korea ×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2N/YLC-1002M)

Young Lim Co., Ltd. Korea ￮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4S)

Young Lim Co., Ltd. Korea ￮
Dental needle remover Hanil Dent Inc. Korea ￮

Needle cap holder Captor deluxe needle handler Practicon Inc. USA ￮
Standard needle capper Zirc USA ×

Miramatic holder HAGER WERKEN Germany ×

Miramatic holder plus HAGER WERKEN Germany ×

Needle free and 
painless syringe

INJEX Rösch Germany ￮
Comfort-in MIKAMEDICAL Korea ￮

Safe anesthesia 
syringe

LeEject Syringe & Needle Advanced Technology & Capital Inc. USA ×

Ultra Safety Plus XL Septodont USA ×

Table 2. Safety and Precautionary Devices to the Dental Needlestick among Korea Market

주사바늘 뚜껑을 끼울 때에는 한 손만 사용하는 기법을 사

용하며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제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

섯 가지 지침의 공통적인 규정 내용이었다. 그 외의 공통점

으로는 신체의 한 부분에 주사침 끝이 향하지 않도록 하며 

바늘 뚜껑을 잡도록 고안된 기구를 사용하고 날카로운 기구

나 뚜껑이 벗겨진 주사기는 손과 손으로 직접 주고받지 않

는다,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주사바늘, scalpel blade와 날

카로운 기구는 사용한 곳에서 구멍이 나지 않는 적절한 용

기에 폐기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비교 분석한 지침에서 차이점으로는 공학적으로 안전하

게 고안된 기구를 매년 분류하고 평가하고 선택한다, 치과 

의료기관장은 치과와 관련된 안전 기구에 관한 전문가로서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혀야 한다, 주사기의 

주사침을 손으로 제거하지 않으며 주사침을 취급할 때 가급

적 어둡고 복잡한 불안정한 장소는 피한다는 규정 내용이 

있었다.

2. 치과 주사바늘 찔림 예방을 위한 안전 기구 및 장비 현황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한 공학적으로 고안된 기구

로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

비를 분류하여 조사하였다(Table 2, Fig. 1).

주사바늘 자동분리기로 (주)네오탑(Neotop, Seoul, Korea)

에서 제조한 needle smelter는 오염된 주사바늘을 1,600
o
C 

이상의 고열로 순간적으로 녹여 미세한 가루로 산화시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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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fety and precautionary 
devices to the dental needlestick. 
(A) Needle smelter, (B)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2N/ 
YLC-1002M), (C)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4S), (D) 
dental needle remover, (E) captor 
deluxe needle handler, (F) standard
needle capper, (G) Miramatic hold-
er, (H) Miramatic holder plus, (I) 
INJEX, (J) comfort-in.

균 및 소독, 폐기처리를 하는 기구이다18,19)
. (주)영림기업

(Young Lim Co., Ltd., Incheon, Korea)에서 제조한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2N/YLC-1002M)

는 실린지용과 한방용이 있으며 주사바늘을 삽입하면 1∼2

초 만에 실린지에서 바늘을 자동 분리하는 기구이다20)
. 

Medical needle safe disposer (YLC-1004S) 또한 (주)영림

기업에서 치과전용으로 제조하여 마취주사기로부터 자동으

로 바늘을 분리하고 전용 바늘 수거함이 연결되어 있어 바로 

폐기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채혈실용도 제조되어 있다21)
. (주)

한일치과산업(Hanil Dent Inc., Goyang, Korea)에서 제조한 

dental needle remover는 주사바늘을 삽입하면 3초 만에 주

사기와 주사바늘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폐기하는 기구이다22)
. 

조사된 상품 4개 중 현재 3개의 제품이 시판 중이다.

주사바늘 뚜껑 고정기로 Practicon Inc. (Greenville,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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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에서 제조한 captor deluxe needle handler는 고정 스

프링으로 바늘 뚜껑을 고정하고 있어 한 손으로 바늘뚜껑을 

씌울 수 있고 멸균이 가능한 기구이다23)
. Zirc (Buffalo, 

MN, USA)에서 제조한 standard needle capper는 안전하게 

recapping할 수 있고 트레이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인 기구이다24)
. HAGER WERKEN (Duisburg, 

Germany)에서 제조한 Miramatic holder와 Miramatic ho-

lder plus는 한 손으로 안전하게 recapping할 수 있고 

Miramatic holder plus는 Miramatic holder 시스템을 보완

하여 주사바늘 뚜껑을 단단히 고정 잠금하며 두 제품 모두 

멸균이 가능한 기구이다25,26)
. 조사된 4개의 제품 중 현재 1

개의 제품만 시판 중이다.

바늘 없는 무통주사기로 Rösch (Asbach, Germany)에서 

제조한 INJEX는 당뇨환자를 주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

재는 당뇨환자, 성장호르몬 투여환자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환자들의 국소마취용으로 사용되며 바늘 없이 마취약이 스

며드는 방식으로 통증 감소 및 주사바늘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

험을 차단할 수 있는 기구이다27)
. 미가교역(MIKAMEDICAL, 

Busan, Korea)에서 제조한 comfort-in은 공포, 통증 감소 및 

주사바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감염

위험에 노출된 바늘을 매번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기구이다28)
. 조사된 2개의 제품 모두 시판 중이다.

안전 마취용 주사기로 Advanced Technology & Capital 

Inc. (Englewood Cliffs, NJ, USA)에서 제조한 LeEject Sy-

ringe & Needle은 사용한 바늘을 재생하거나 바늘을 돌려

서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늘로 인한 상처를 방지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기구이다29)
. Septodont (Lancaster, PA, 

USA)에서 제조한 Ultra Safety Plus XL는 멸균되어 있는 

일회용이고 자체 흡입 주사기 시스템으로 주사바늘 찔림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기구30)이나 두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았다.

3. 치과진료실에서 주사 바늘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안

1)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제안 배경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침에서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권장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 주사바늘 뚜껑

을 다시 씌우지 않고, 주사바늘 뚜껑을 끼울 때에는 한 손만 

사용하는 기법 사용,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제거하며 안 

된다는 것과 바늘 뚜껑을 잡도록 고안된 기구를 사용, 구멍

이 나지 않는 적절한 용기에 폐기,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고

안된 기구를 매년 분류하고 평가하고 선택 하라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

와 장비로 주사바늘 자동분리기와 주사바늘 뚜껑 고정기를 

토대로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을 제안

하였다. 

일반사항과 진료과정별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

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사항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 근

무하는 직원들의 권장사항 내용을 제시하였고 진료과정별 

권장사항은 진료 전, 중, 후로 구분하여 각 과정별로 주사바

늘 취급 시 권장사항 내용을 제시하였다.

2)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 제안

(1) 일반사항

￮ 의료기관은 직원들의 혈액매개성 질환의 사전예방으로 

B형 간염 예방 접종 및 건강검진 등을 시행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직원들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하

여 의료기관 내에서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을 

비치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비

인 주사바늘 자동분리기 및 주사바늘 뚜껑 고정기 등을 진

료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 의료기관은 주사바늘 찔린 후 응급처치 및 감염관리 처

치를 시행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예방 검진 및 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 등의 시행에 따

라야 한다.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

방 감염관리지침 및 주사바늘 찔림 사고예방 안전기구와 장

비의 사용을 숙지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사바늘에 찔린 후 바

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처치를 받아야 한다.

(2) 진료 과정별 권장사항

(2)-1. 진료 전

￮ 주사바늘을 다룰 시에는 항상 밝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 주사바늘을 마취용 주사기에 끼울 때 주사기를 잡고 있

는 손은 가급적 주사바늘을 끼우는 부위에서 멀리 잡아야 

한다.

(2)-2. 진료 중

￮ 사용 후 주사바늘 뚜껑은 다시 끼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뚜껑을 다시 닫아야 할 시에는 주사바늘 뚜껑 고정기를 

사용하거나 한 손 사용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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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료 후

￮ 사용한 주사바늘을 처리 시에 주사바늘 뚜껑을 끼운 후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 주사바늘을 손으로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아야 한다.

￮ 주사바늘 자동 분리기를 이용하여 주사바늘을 처리해

야 한다.

￮ 주사바늘을 폐기 시에는 표면이 단단한 주사바늘 전용 

수거용기에 폐기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진료실에서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의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

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

방 안전기구와 장비들을 조사하여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을 일반사항과 진료과정별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국내 및 국외의 문헌에 나타난 지침에서는 주사바늘 뚜껑

을 다시 씌우지 않고 주사바늘 뚜껑을 끼울 때에는 한 손만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주사바늘을 구부리거나 제거하

면 안 된다는 규정이 주요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국내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기구와 장

비는 주사바늘 자동분리기, 주사바늘 뚜껑 고정기, 바늘 없

는 무통주사기, 안전 마취용 주사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된 제품들 중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은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의 많은 문헌의 지침 중에서 일부

만 비교 분석한 점과 현재 시판 중인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

방 안전기구와 장비 조사 분석에서 현재 시판되지 않는 제

품들도 다수 있었고 시판되고 있으나 조사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

방 감염관리지침(안)은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아닌 기존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개인이 제안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

다. 그러나 치과 진료실 내에서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의 위

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릴 수 있음에 의의가 있으며 치과 진료

실 내에서의 지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요  약

치과진료실은 주사바늘 찔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혈액매개성 질환에 노출 위험이 높은 곳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사바

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치과진

료실에서의 치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인 예방대책으

로 사료되나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 기구와 장비의 

도입 및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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