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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질안 보건 료(MSDSs)  식 도  향  미치는 근 경특  엇 지 함

로  향후 치과재료에 한 험· 해 에 한 식  개 하고  ·경 지역에 근 하는 치과 생사 238  

사하 다. 질안 보건 료(MSDSs)  항목별 도  평균 수가 3.98±0.59 , 가   항목  ‘ 해· 험 ’

로 나타났고 개 에 한 필 도 평균 수는 4.34±0.57 로 사 었다. 개 필 도는 경력  어질수록 평균

수가 아지고 항목별 도 차 는 치과 병원에 근 하는 상 가  수  보 다(p<0.01). 치과 생사들  

치과재료  학 질에 한 안  보하고 근로 경 질  향상  하여 치과재료  학 질  하고 는 

질안 보건 료(MSDSs)에 한   극  보   필 하 , 치과·병 원 근로  근로 안  

한 체  책  도가 마련 어야 할 것 라 사료 어 진다.

주 어 : 치과 생사, 질안 보건 료, 치과병· 원, 근로  안 , 학 질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38 dental employees in Daegu· Gyeongbuk region in order to 

improve awareness on danger·risk of dental materials henceforth by analyzing the awareness on material safety 

health data (MSDSs) and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reon. Accordingly, the average 

score of importance per item based on material safety health data(MSDSs) appeared 3.98±0.59, and the highest 

item appeared ‘danger·risk’, and the average score of necessity in improvement appeared 4.34±0.57. Average 

score of necessity in improvement appeared higher as the career increased, and difference in importance per 

item showed higher score in the target who worked in the dentist (p<0.01). 

This research expects that the employees of dentist·hospital secure safety on chemical substances of dental materials and 

pay more attention on chemical substance material of dental material and the material safety health data (MSDSs) that 

explains thi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working environment, also, the researcher wishes that concrete policy and 

institution would be prepared for the safety of dentist·hospital employees’ working environment safety. 

Key Words : Dental hygienist,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s),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Worker Safety,

Chemical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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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사회에서는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 되어지고 있

고 이와 더불어 유해· 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도

증가되고 있다[1]. 많은 화학물질들이 유해· 험성 정보

자료가 없는 상태로 유통되어지고 있어 이를 취 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과 함께 화재·폭발 맹독성 물질

에 의한 질식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2].

임상에서 유통되어지는 치과의료재료는 국제표 화

기구/치과의료기기 문 원회(ISO/TC 106)의 분류에

따라 충 수복재료, 보철재료, 치과용기구, 치과용 장

비, 구강 리용품, 치과용 임 란트, 치과용 CAD/CAM

시스템으로 나눠진다[5].

치과 생사의 직업군에서 건강 자각증상 경험정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건강상태, 화학물질 민감, 냉난방

방식 등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6], 이러한 건강자각증상

은 직무만족도와 연 성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다[7]. 이

듯 치과재료의 화학물질의 유해· 험성을 명확한 기

에 따라 하게 분류하고, 그것을 간결하고도 알기 쉽

게 표시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취 장 운반하

는 근로자 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근로자와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8].

치 생학 분야에서 치과 생사의 역할을 구강건강증

진 교육연구가, 방치과 처치자, 치과진료 조자, 병

원 리자로지정하고 있으며 이 역할의 부분은 실내공

간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9]. 치과 생

사의 진료 업무 수행은 방사선촬 , 인상채득, 임시충 ,

임시치 제작, 기구 소독 리의 수행정도가 높고, 치과

생사가 수행하는 업무 진료 조업무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며[10], 업무 수행하는 도 많은 치과 의료

기기와 치과재료에 노출이 많은 직업이다. 치과 의료행

에는 많은 험들이 존재하며 근골격계 질환, 손상,

진동 유발성 신경병증, 방사선, 소음, 치과재료의 화학물

질에 노출 심리 인 스트 스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

어 화학물질에 한 인식의 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이다[11,12].

화학물질에 하여 산업안 보건법 제 41조 에서는

물질안 보건자료(MSDSs ; Meterial Safety Data Sheet)

의 작성과 비치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13],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물질안 보건자료(MSDSs)에 한

기 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7호로 규정되어 있으

며[14], 물질안 보건자료(MSDSs)는 화학제품과 회사에

한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험·유해성, 응

조치요령, 발·화재 시 처방법, 출사고 시 처방

법, 취 장방법, 노출방지 개인보호구, 물리화학

특성, 안정성 반응성, 독성에 한정보, 환경에 미

치는 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

규제 황, 기타 참고사항 총 16항목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는 화학물질 취 근로자의 유해성· 험성 등에 한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 확보 화

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방을 해 도입되었다. 그러

나 선행연구결과 병원규모가 소규모인 치과의원에서 근

무하는 치과 생사들이 MSDSs에 한 인지도 유해

험성 교육 이수비율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15]. 부분의 치과의료기

의 형태가 의원 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에 산업재해

방을 한 병·의원 에 한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

재 치과 생사들이 노출이 되어지는 재료의 화학물

질에 한 노출정도는 연구되어 지고 있으나 근로자 스

스로 방할 수 있는 물질안 보건자료(MSDSs)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 경북의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를 상으로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와 개선 필

요도를 조사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물질안 보건자료

(MSDS)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근무환경특성이 무엇

인지를 융복합 향에 하여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향후 물질안 보건자료(MSDSs)에

인식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향력을 악하여 물질

안 보건자료(MSDSs)의개선에 한 체계 인 교육

로그램 개발 안 보건정책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통계 으로

연구 상자 수를 산출하지는 못하는 제한 이 있어 임의

로 선정된 구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원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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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4기 에 근무 인 치과 생사 250명을 상으

로 2016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연구윤리 조사내용을

숙지한 조사원이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

내용을 설명하고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무기명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 작성토록 하여 장에

서 회수 하 다. 이 에서 응답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은 12부을 제외한 총 238부를 최종 분석하 다.

2.2 연  도

조사변수로는 선행연구의 설문지 고찰내용을 수렴

하여 설문문항을 일반 인 특성을 수정하고 개선필요도

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15]. 일반 인 특성

(3문항), 근무환경특성(6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16문항), 개선필

요도(8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

를 이용하여 1 ‘매우 그 지 않음’, 2 ‘그 지 않음’, 3

‘보통임’, 4 ‘그러함’, 5 ‘매우 그러함’으로 부여하 고

수가 높을수록 요도와 필요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신뢰도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인식에 한 선행연구가

많지않으며, 설문지의신뢰성을검정하기 하여Cronbach's

α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물질안 보건자료(MSDSs)

의 항목별 요도는 0.698, 개선필요도는 0.894로 측정되

었다.

2.4 료  

본연구의수합된자료는SPSS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통계 유의성 정을

한 수 은 p<0.05로 하 다.

분석기법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근무환

경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물질안 보건자료(MSDSs)항

목별 요도와 물질안 보건자료(MSDS) 개선필요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 근무환경 특성과의 물

질안 보건자료(MSDSs) 항목별 요도와 개선필요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검증을 하 다. 근무환경

특성이 물질안 보건자료(MSDSs) 항목 요도와 개선

필요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하 다. 물질안 보건자료(MSDSs) 항목 요도와 개선

필요도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하

으며 검정을 한 통계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특   근 경 

    특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근무환경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 기혼은 55명(11%), 미혼이

183명(76.9%)이었고, 학력은 문 졸이 197명(82.8%)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20 (68.34%), 30 (24.4%), 40

이상 17명(7.1%)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근무환경 특성은 근무일이 ‘주당 6일 이상’

인 상자가 136명(57.1%) 고,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이 128명(53.8%), 일일 휴게간은 ‘60분-90분 미만’이

153명(6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하는

치과 병·의원의 근무인원 수는 ‘10명 미만’이 154명(64.7%),

근무경력은 ‘1-5년 미만’이 93명(39.1%), 병원유형은 치

과병원이 126명(52.9%), 치과의원은 112명(47.1%)로 나

타났다.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Marriage
Yes 55 23.1

No 183 76.9

Education

College 197 82.8

University 25 10.5

Graduate school 16 6.7

Age

(year)

20-29 163 68.35

30-39 58 24.4

40≤ 17 7.1

Working days

(a week)

5> 102 42.9

6≤ 136 57.1

Working time

(a day)

8> 110 46.2

8≤ 128 53.8

Rest minute

(a day)

60> 43 18.1

60-90 153 64.3

90≤ 42 17.6

Working people
10> 154 64.7

10≤ 84 35.3

Work experience

(year)

1> 30 12.6

1-4 93 39.1

5-9 71 29.8

10≤ 44 18.5

Hospital type
Hospital 126 52.9

Clinic 112 47.1

Total 238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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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질안 보건 료(MSDSs)  항목별 도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는 16문

항으로 나뉘었으며 체 인 평균 수는 3.98 이고 표

편차는 ±0.59로 나타났다. 가장 요하다고 조사된 항

목은 ‘유해 험성’으로 4.56±0.65 (1 )으로 조사되었으

며, 다음으로는 ‘응 조치요령’ 4.44±0.73 (2 ), ‘독성에

한정보’4.38±0.87(3 ), ‘노출방지 개인보호구’

4.24±2.03 (4 ), ‘ 출사고 시 처방법’ 4.23±3.39 (5

), ‘취 장방법’4.22±0.81 (6 ), ‘ 발 화재

시 처방법’ 4.21±0.77 (7 ) 순으로나타났다<Table 2>.

Importance per item of MSDSs M±SD Ranking

Information of chemical products and

company
3.53±1.11 14

Danger·risk 4.56±0.65 1

Components and content 3.89±0.82 11

First-aid treatment 4.44±0.73 2

Coping with explosion and fire 4.21±0.77 7

Treatment and storing method 4.22±0.81 6

Coping with leak incident 4.23±3.39 5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 3.81±0.80 12

Exposure prevention and individual

protection tool
4.24±2.03 4

Information on toxicity 4.38±0.87 3

Safety and reaction 4.07±0.89 8

Precaution for waste 4.07±0.89 8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4.01±2.74 10

Legal restriction state 3.55±0.83 13

Information for transportation 3.33±0.90 15

Other reference 2.93±1.11 16

Total 3.98±0.59

<Table 2> Importance per item of material safety 

health data(MSDSs)

3.3 질안 보건 료(MSDSs)  개  필 도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필요도에 한 조

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3>.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향”이 49±0.70 으로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할

항목으로 응답하 고, ‘화학물질을 함유한 재료의 경고표

기 부착’이 4.43±0.78 , “치과재료 포장의 성분 취

주의사항정보제공필요”가 4.42±0.72 순으로조사되었다.

3.4 근 경특 에  질안 보건 료

    (MSDSs)항목 도  개 필 도

근무환경특성에 따라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 요도와 개선필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Table 4>. 물질안 보건자료(MSDSs)

의 개선필요도는 근무경력에 따라 p=0.007(F=4.099)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개선필요도의 평균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5-10년미만’;, ‘10년이상’근로한

상자가 ‘1-5년미만’근무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근무환경특성에 따른 물질안 보

건자료(MSDSs) 항목별 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근무 일일 휴게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목별

요성에 한 평균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3, F=4.848). Scheffe 사후검증 결과 ‘60분 미만’,

‘60-90미만’ 휴식하는 집단과 ‘90분이상’휴식하는 집단 간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한 병원유형

에 따라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상자가 4.11±0.519 으

로 평균 수가 더 높았으며 t값은 3.681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Necessity in the improvement of material safety health data(MSDSs)

Necessity in MSDSs improvement M±SD Standing

It is necessary to change material safety health data to an accurate content. 4.13±0.84 8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ntent of material safety health data easy and shortened. 4.29±0.78 6

Posting and locating material safety health data should be regulated. 4.29±0.76 6

Width of education on material safety health data should be widened. 4.31±0.76 5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chemical substance on health. 4.49±0.70 1

MSDS content should be enclosed in the user’s instruction or attached to dental materials. 4.36±0.71 4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f components, contents, influence on human body, precaution, and

storing method, etc. along with the packing of dental materials.
4.42±0.72 3

The material containing chemical substances should be attached with warning mark on the packing or the

vessel for safety healthy.
4.43±0.78 2

Total 4.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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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질안 보건 료(MSDSs) 항목 도  

    개 필 도에 향  미치는 근 경특

근무환경 특성이 물질안 보건자료(MSDSs) 항목

요도와 개선 필요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한 결과 R2은 0.08이었으며(p<0.01), 주당

근무일이 많을수록 일일 근무시간이 을수록 일일 휴게

시간이 어질수록 근무인원이 을수록 근무경력이

을수록 병원유형이 병원일수록 항목에 한 요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의 변수들은 항목 요도

를 23.0%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특성이 물

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필요도에 미치는 향

력은 R2은 0.053(p<0.05)이었으며(p<0.05), 주당근무일이

을수록 일일 근무시간이 을수록 일일 휴게시간이 많

을수록 근무인원이 많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병원

유형이 병원 인 경우 개선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6개의 변수들은 개선필요도를 28.0%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찰

화학물질의 유해· 험성을 명확한 기 에 따라

하게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취 , 장 운

<Table 5> The effects of work environment necessity of improvement and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s) mportance of item. 

Model

Necessity of improvement Importance of item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4.125 .554 - 7.447 0.000 4.630 0.564 　 8.211 0.000

Working days

(a week)
-.025 .076 -.022 -0.322 0.748 0.018 0.078 0.015 0.227 0.820

Working time

(a day)
-.019 .039 -.032 -0.483 0.629 -0.065 0.040 -0.107 -1.646 0.101

Rest minute

(a day)
.001 .002 .043 0.646 0.519 -0.004 0.002 -0.117 -1.774 0.077

Working people .007 .010 .047 0.680 0.497 -0.003 0.010 -0.020 -0.287 0.774

Work experience

(year)
.127 .040 .205 3.147 <0.01 -0.021 0.041 -0.033 -0.515 0.607

Hospital type .108 .079 .093 1.370 0.172 0.244 0.080 0.205 3.053 <0.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 subordination variable: Satisfaction practice

필요도=F: 2.156 p: 0.048 R:0.23 R2: 0.053 Durbin-Watson: 1.579

요도=F: 3.332 p: 0.004 R:0.282 R2: 0.08D urbin-Watson: 1.910

<Table 4> Importance of material safety health data(MSDSs) item along with work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  and necessity of improvement.

Characterization Division

Necessity of improvement Importance of item

M±SD t, F p M±SD t, F p

Working days

(a week)

5> 4.38±0.526
0.870 0.385

4.04±0.567
1.423 0.156

6≤ 4.32±0.613 3.93±0.615

Working time

(a day)

8> 4.37±0.563
0.667 0.505

4.05±0.541
1.772 0.078

8≤ 4.32±02591 3.92±0.632

Rest minute

(a day)

60> 4.37±0.634

0.276 0.843

4.02±0.085
4.848

a,b>c

<0.01
60-90 4.33±0.583 4.05±0.050

90≤ 4.35±0.518 3.65±0.075

Working people
10> 4.33±0.612

-0.415 0.678
4.01±0.051

0.984 0.326
10≤ 4.36±0.512 3.93±0.058

Work experience

(a year)

1> 4.25±0.605

4.099

b<c,d
<0.05

4.10±0.089

0.616 0.605
1-4 4.21±0.612 3.95±0.067

5-9 4.47±0.483 4.00±0.073

10≤ 4.49±0.564 3.93±0.077

Hospital type
Hospital 4.39±0.528

1.232 0.219
4.11±0.519

3.681 <0.001
Clinic 4.29±0.627 3.83±0.644

Scheffe post verifi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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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매우 요하다[16,17,18]. 많은 국가 는 기 들은 지

난 수년간 개정된 GHS에 따라 경고표시나 MSDS를 통

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달하기 해 법률이

나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다[19,20,21].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재료는 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물질안 보건자료(MSDSs)제도에서 제외 상이다. 기존

치과 생사에 한 근로 안 에 한 연구는 감염[22]

소음 한 연구[23]가 부분 이었으며, 화학물질에 한

연구는 화학소독제제에 한 연구 다[24]. 이에 본 연구

는 치과 생사의 화학제제의 요성을 환기시키고 화학

제제에 한 사고를 방지하지를 한 가장 기본 인 물

질안 보건자료(MSDSs)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

에 항목별 요도와 개선 필요도를 조사하 다.

치과 생사의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의 평균 수가 3.98±0.59 으로 기타 참고사항을

제외하고는 15개 10개의 항목이 평균 수가 4 이상

이었다. 가정 높은 항목은 ‘유해· 험성’이 4.56±0.65 으

로 가장 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생사들

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 재료에 한 유해· 험성을 인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기용제나 속 등의 화

학물질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취 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해 잘 모르는

의료 근로자들이 50%가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다[25]. 치

과 생사들도 MSDS에 한 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 규제화 되고 있지 않으며, 화학물질을 많이 취 하

고 있어 이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

상자들의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에

한 필요도 평균 수는 4.34±0.57 으로 나타나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에 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 치과나 정형외과에서 속이나 세라믹

을 사용하는 경우 비하는 과정에서 실리카나 아크릴

수지의 단량체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비하는 과정에서 수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26]. 그러나 재 치과 생사들의

치과재료에 한 안 보건 정보를 구하는 방법이 사용설

명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사용설명서의

26.9%만이 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어 는 어로 제공되고 있어 쉽게 활용하기도 어

렵다[15]. 치과 생사들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제조 업체

산업체에서의 MSDS의 제공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인

지하고 험을 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 된다.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필요도는 근무경력

이 길어질수록 개선필요도의 평균 수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이 많은 치과 생사일수록 치과

재료의 해성 유해성을 신체 으로나 경험 으로 직

시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질안 보건자료(MSDSs) 항목별 요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상자의 근무 일일 휴게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목별 요성에 한 평균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상자가 항목별 요성

에 한 높은 수를 보 다(p<0.01). 치과의원에 비교해

볼 때 치과병원 근로자들은 치과병원인증기 을 통해

직원안 에 한 기본가치체계를 갖추고 있기에[27]

요성에 한 인지가 높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부분의 치과 생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 사업장과는

다르게 안 보건 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안

보건 리 감독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산업안 보건법은 기본 으로 업종을 불문하

여 모든 사업장을 상으로 하고 있고 물질안 보건자료

(MSDSs) 용 사업장 규정을 화학물질을 취 ·사용하

는 모든 사업장을 상으로 하기에 치과병·의원에 근무

하는 근로자를 한 조사 근로환경의 향상을 한 교

육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28,29].

본 연구는 개인의 주 단에 의한 주 성향 개

입의 가능성이 있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에 의한 자료로

분석한 과 구·경북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근

로자만을 상으로 선정하여 한정 인 조사를 하 기 때

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치과 생사들의 근무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지역 병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 인 치과

재료 유통구조에 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안 리에 하여 근로안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기 이고 폭넓은 조사가 좀 더 체계 , 지속 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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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약

구·경북지역에 근무하는 치과 생사 238명을 상

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

료에 한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

와 개선필요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항목별 요도의 평

균 수가 3.98±0.59 , 가장 높은 항목은 ‘유해· 험

성’으로 나타났다.

2.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에 한 필요도

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향“, ”포장 용

기의 경고표시 부착“, ”치과재료의 포장에 정보제

공의 필요“ 순으로 조사되었다.

3.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개선필요도는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평균 수가 높아지고 치과병원

에 근무하는 상자가 높은 수를 보 다(p<0.01).

이에 치과 생사들의 치과재료의 화학물질에 한 안

을 확보하고 근로환경 질의 향상을 하여 치과재료의

화학물질재료와 이를 설명하고 있는 물질안 보건자료

(MSDSs)에 한 좀 더 극 인 심을 갖게 되기를 기

하며, 치과 생사의 근로 안 을 한 구체 인 정책

제도가 마련되길 기 한다. 향후연구에서는 치과 생

사의 물질안 보건자료(MSDSs)의 교육방법 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러한 교육 방법이 근로환경

에 미치는 향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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