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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지에서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
도를 조사하여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 시키고 교육과정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감염관리 지침과 행동지침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경북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에서 임상실습을 실제 경험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치과의원, 치과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실습한 학생을 구분하여 각 실습지에 따른 치과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 경험자가 많았으나 실습지에 
따라 감염방지관리의 수행정도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높았으며 실습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임상실습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임상실습기관에 배부하고 
담당자를 통해 관리하며 학교 측에서는 임상실습과 연계성 있는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치위생, 임상실습, 치과감염관리, 적출물관리, 멸균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dental hygiene student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of dental clinic 
infection management of clinical training, thus helping to minimize nosocomial infection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infection management and action guidelines in development of curriculums and educational programs. 
A survey was taken with dental hygiene students that had experiences with clinical training at a four-year 
university in Gyeongbuk. The findings show that many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s with education about 
the prevention of infec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performance of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among the sites of clinical training with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recording a high level of performance.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make guidelines for infection management, distribute them to sites of clinical 
training, and manage them through the staff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schools need to run educational 
program for infection management in relation to clinical training and establish a systemat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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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진료는 환경적으로 시술자, 보조자, 치과의료 소

비자가가까운동선안에있어감염위험성이높고[1], 치

료과정 중 혈액이나 타액에 존재하는 다양한 병원성 미

생물들이에어로졸과분진형태로공기중으로확산되어

진료실 내 환경을 오염시키며, 사용기구들이 날카롭고

대부분의 시술 과정이 출혈성으로 비교적 높은 감염의

위험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다[2]. 또한 치과진료의특

성상 시술과정이 출혈성임에도 불구하고 외과수술실 같

이특수장치도되어있지않은보통진료실에서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3].

요즘 의료소비자들은치료뿐만아니라진료환경에도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병원에서의 감염에 많

은관심을갖고있어환자개인및치과의료기관종사자

의자가안전에대한기대와요구수준이향상되었고특

히 치과 종사자들은 치과 진료실 내에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수있는상황에대하여정확한지식을가지고 이

를 토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

으로써 진료실 내의 감염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

무가 있다[4].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내 의료관련 감염

관리의중요성을한층더부각시키고환자안전과의료안

전을 위하여 감염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임

을 강조하고 있다[5].

미국은 1970년대부터 병원감염관리 연구 및 실천을

통해 학문적 및 제도적 기반이 성립되어 있으며, 1987년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혈액또는체액으로전파되는

모든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의료종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예방지침을만들어운영하였으며[6], 현재는치과종

사자의보호를위한실무지침및과정을치과의료환경

에 적응하고 시찰까지 수행하고 있다[7].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치과진료실에서 사

용되는 치과진료기자재와 장비 소독 및 멸균 등에 대한

감염방지 기준을 정하여 치과진료실의 위생수준 향상과

감염방지를 위해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하였으

나[8] 현재는 시범평가조차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9].

최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계속적인 개선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조[11]

의 연구에서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치과

위생사 감염관리 실천도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배[12]는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국가차원의근본적인감염관리지침개발을위한

정책적 논의를 주장하였다.

치과진료실에서의감염방지에대한국내의연구동향

을 보면, 대부분 치과위생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13,14,15,16,17,18,19]로 미국치과의사협회나 미국질병

관리센터의기준이나연구자들이나름대로정한기준으

로 인지도와 실태를 조사한 것들이다. 그러나 임상실습

을경험한치위생학과학생들의감염관리에대한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에서 치과 임상과 같은 환경

으로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치과임상에서치과위생사들은소독및멸균, 청소, 기

구 관리, 적출물 관리 등의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

며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간 동안 감염관리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습과목들을 배우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개념과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치과

감염관리’ 라는 교과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충분한교육이어려워임상실습지에서의체계적인교

육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임상실습을경험한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과감염방지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를 조사

하여 치과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발생을 감소

시키고 임상실습 중 감염예방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교육을하기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북에 소재하는 3곳의 4년제 대학에서 임

상실습을 실제 경험한 3, 4학년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은 각기 다른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습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3을활용하여 Effect size F(효과크기) 0.2, α=0.05, 검

정력(1-β)=0.90에서 178명이필요한것으로산출되어탈

락률 10%등을고려하여총 260명을대상으로수집하였

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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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진행되었고, 이 중 270부를회수하여설문응답이불충

분한 11부를 제외하고 259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방

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나누어준

다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작성하게하여직접또는우편으로수거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의도구는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하였으며설문

지는선행연구인권[20]과 김[3], 최[21]의 연구와치과계

에서 실제적으로감염방지를 연구한 오[22]의 연구를 참

조하여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의설문지는

구강보건전문가 3인에게내용타당도를검증하여 2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

하였다. 설문의주요문항은감염방지인식에대한 3문항

과임상실습지에서감염방지태도에관한 14문항으로구

성하였고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기구의 멸균 및 소독에

대한실천도는 10문항으로구성하였다. 감염방지태도에

관한내용으로는청소 2문항, 적출물관리 2문항, 손씻기

3문항, 표면소독 2문항, 위생보호 장구 착용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감염방지태도에관한문항을 4점리커

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항상 한다’ 4점, ‘필요할

경우에 한다’ 3점, ‘거의 하지 않는다’ 2점, ‘하지 않는다’

1점으로산출하였다. 병원에서 사용되는기구의멸균및

소독에관한실천도는초음파스켈러팁, 인상용트레이,

수기구, 유리볼, 러버컵, 코튼롤, 거즈, 버, 석션팁, 핸드피

스로구성되어있으며멸균및소독의실천도에관한문

항을 4점리커트척도로구성하였는데점수는 ‘항상멸균

함’ 4점, ‘가끔씩 멸균함’ 3점, ‘멸균을 하지 않고 소독만

실시함’ 2점, ‘미실시’ 1점으로 산출하였다. 각 문항별 신

뢰도는 Cronbach α 값이 감염방지 태도는 0.702, 감염방

지를 위한 멸균 및 소독의 실천도는 0.737로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19.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치위생과 학생의 감

염방지에 대한 교육과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및 치과감

염방지에 대한 인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

한 임상실습지에서 각 영역별 감염방지에 대한 실천과

기구의소독및멸균에대한실천도는 ANOVA와 Sheffe

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대다수 여

자였으며 연령은 평균 22.38±1.59세였다. 학년은 3학년

이 202명(78.0%)으로 많았고 임상실습지는 치과의원 36

명(13.9 %), 치과병원 53명(20.5%), 종합병원 및 대학병

원 170명(65.6%)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n(%)

Gender
female 257(99.2)

male 2(0.8)

Grade
third grade 202(78.0)

fourth grade 57(22.0)

Clinical practice
places

dental clinic 36(13.9)

dental hospital 53(20.5)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170(65.6)

total 259(100.0)

3.2 임상실습생의 감염방지 교육과 병원내 
    감염에 관한 인식
3.2.1 임상실습생의 치과감염관리 교육과 건강검

진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생의 치과감염관리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그렇다’ 가 237명(91.5%)이었으며, 치과감염관리교육의

경로는 학교교육이 216명(91.1%)으로 높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받았는지에대해 ’아니오’ 가 227명(87.6%)이

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 건강

하다고생각한다’ 가 159명(70.0%)으로 가장많았고다음

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가 51명(22.5%)으로 나타났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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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ters related to medical checkup and 
education to prevent infection of 
clinical trainees

Variable Classification n(%)

Education to dental
infection management

yes 237(91.5)
no 22(8.5)

Educational pathway to
dental infection
management (n=237)

school education 216(91.1)

dental clinic 21(8.8)

Regular health checks
yes 32(12.4)
no 227(87.6)

Why won't do a medical
check-up regularly
(n=227)

healthy thought 159(70.0)
financial burden 51(22.5)
reluctance to get health
checks

6(2.6)

that would be unlikely to
be infected

11(4.8)

3.2.2 임상실습생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생의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

과 치과에서 감염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질환은

HBV가 122명(47.1%)으로 가장많았고다음은결핵이 73

명(28.2%)으로 많게나타났다. 병원내감염의이유는 ‘오

염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133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내 기구나 장비의 위생관리 시행에 대

한생각은 ‘잘시행되고 있음’이 142명(54.8%)로 가장 많

이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awareness of the infection in hospital 
of clinical practice

Variable Classification n(%)

Infectious disease that
thought it was the
highest in the dental
clinic

HIV 48(18.5)
HBV 122(47.1)
influenza 16(6.2)
tuberculosis 73(28.2)

Reason for hospital
infections.

Dirty needles or sharp
instrument

133(51.4)

Blood or saliva, and
contaminants are in
contact with skin or
mucous membranes

108(41.7)

Polluted air mass 18(6.9)

Sanitary control of
devices and equip
ment in hospital

Done very well 26(10.0)
Done well 142(54.8)
normal 64(24.7)
Not well implemented 27(10.4)
total 259(100.0)

3.3 임상실습지에 따른 병원내 감염방지 관리 
실태와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구의 멸균과 
소독에 관한 사항

3.3.1 임상실습지에 따른 기구와 장비에 대한 멸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지에서환자에게사용된기구와장비의멸균

및소독에관하여비교해본결과사용한기구와장비의

멸균주기는 ‘일주일에한번’이 133명(51.4%)로 가장많았

고 치과의원에서는 21명(58.3%)이었고 대학병원과 종합

병원은 86(50.6%)로 나타났다. 멸균된기구보관은 ‘하나

씩개별로포장하여관리’가 170명(65.6%)으로 가장많았

으며 치과의원은 19명(52.8%)이고 치과병원은 36명

(67.9%),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115명(67.6%)로 나타났

다. 실습지에 따른 사용기구나 장비의 멸균주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4>.

3.3.2 임상실습지에 따른 감염방지 관리 태도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지에 따른 감염방지 관리 태도에 관한 사항

을 비교해 본 결과 청소에서 체어는 대학병원과 종합병

원이 3.12점으로높았으며타구대는치과병원이 3.00점으

로높았다. 적출물관리에서 ‘타액이나혈액이묻은보호

장구’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염성폐기물과일반쓰레기분리’는치과병원이 3.75점

으로 가장 높았다.

손 씻기에서 ‘진료전’은 비슷하였고 ‘진료후’는 3.44점

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다. 손소독제 사

용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2.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감염방지관리항목중가장낮은점수로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표면소독은

‘진료전’과 ‘진료후’ 모두 치과병원이 3.11점, 3.18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진

료시위생보호장구착용은 ‘장갑’은대학병원과종합병원

이 3.69점, ‘일회용마스크’는대학병원과종합병원이 3.74

점으로가장높았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5). ‘보호안경’은치과병원이 2.73점으로가장 높았

고 ‘소공포’는치과의원이 3.6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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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ters concerning  care  to prevent infection 
in clinical practice               Unit : score

Variable Classificat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p-value

Cleaning
unit chair

2.97±
0.44

3.03±
0.58

3.12±
0.48

0.16

spittoon
2.88±
0.62

3.00±
0.65

2.88±
0.61

0.51

Hospital
supplies
care

Saliva or
blood-stained
protective
equipment

3.47±
0.94

3.58±
0.79

3.65±
0.74

0.40

Infections
waste and
ordinary waste

3.63±
0.79

3.75±
0.61

3.72±
0.67

0.72

Hand
washing

before the
treatment

3.13±
0.76

3.16±
0.82

3.15±
0.73

0.98

after the
treatment

3.38±
0.76

3.33±
0.83

3.44±
0.67

0.61

hand
disinfectant
use

2.13±
1.09a

2.66±
1.05b

2.67±
0.98b

0.01*

Surface
disinfection

before the
treatment

2.83±
0.73a

3.11±
0.69b

2.80±
0.81a

0.03*

after the
treatment

3.11±
0.70a

3.18±
0.68ab

2.86±
0.76c

0.01*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hygiene at
treat

rubber globe
3.41±
0.87a

3.64±
0.55b

3.69±
0.52b

0.03*

disposable
mask

3.55±
0.73a

3.47±
0.69a

3.74±
0.54b

0.01*

protective
goggles

2.38±
0.93

2.73±
0.73

2.45±
0.89

0.09

hole towel
3.69±
0.62

3.60±
0.49

3.74±
0.60

0.37

by ANOVA, * p<0.05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3.3.3 임상실습지에 따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 
멸균과 소독의 실천도에 관한 사항

임상실습지에 따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 멸균과

소독의실천도를비교해본결과 ‘초음파스켈러팁’은대

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기구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유리볼은 치과병

원에서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버(3.75점), 석션팁(3.82

점), 핸드피스(3.51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Table 6>.

<Table 6> Matters concerning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of the equipment used for 
patient in clinical practice 

Unit : score
Classificat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p-value

ultrasonic scaler tip 3.36±0.89a 3.32±0.87a 3.68±0.65b 0.00**

impression tray 3.69±0.62 3.67±0.70 3.83±0.47 0.11
handle implement 3.86±0.42a 3.90±0.29a 3.98±0.13b 0.00**

glass ball 2.55±1.18a 3.16±0.91b 2.87±1.01c 0.02*

rubber cup 3.27±1.00 3.41±0.88 3.45±0.87 0.54
cotton roll 3.38±1.12 3.64±0.78 3.60±0.81 0.34
gauze 3.38±1.12 3.62±0.73 3.67±0.69 0.13
bur 3.50±0.84a 3.52±0.79a 3.75±0.58b 0.02*

suction tip 3.55±0.96a 3.75±0.61b 3.82±0.56c 0.04*

handpiece 3.02±0.99a 3.37±0.76b 3.51±0.75c 0.00**

by ANOVA, * p<0.05, ** p<0.01
a,b,c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Table 4> Matters concerning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equipment in clinical practice       Unit :n(%)

Variable Classification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university
hospital

total p-value

Sterilization
cycles of the
apparatus or
equipment

once a day 1(2.8) 5(9.4) 3(1.8) 9(3.5) 0.04*

once a week 21(58.3) 26(49.1) 86(50.6) 133(51.4)

once a month 14(38.9) 22(41.5) 81(47.6) 117(45.2)

Sterilized
equipment
storage

At one time, packing and
storage together

6(16.7) 3(5.7) 20(11.8) 29(11.2) 0.23

One by one individual
packing and storage

19(52.8) 36(67.9) 115(67.6) 170(65.6)

At one time, without
packing and storage
together

5(13.9) 6(11.3) 23(13.5) 34(13.1)

One by one individual
without packing and storage

6(16.7) 8(15.1) 12(7.1) 26(10.0)

total 36(100.0) 53(100.0) 170(100.0) 259(100.0)

by χ2 test, * p<0.05



임상실습 중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3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307-315

4. 고찰 및 제언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은 치위생과 학생이 미래의 치

위생사로 인식하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성공적인감염방지를위해

서는 치과의료 종사자들을 포함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감염성질환에대한올바른이해, 즉질환의원인, 감염경

로, 예방백신 접종, 철저한 무균법 숙지, 상처 발생시 효

율적인 대체방안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

하다[23]. 따라서본연구는임상실습을경험한치위생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실습지에서 치과감염방

지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를 조사하여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 시키고 교육과정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때감염관리지침과행동지침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치과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91.5%로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감염관리

교육의 경로는 학교교육이 91.1%로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감염관리 교육경험이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아지므로 감

염관리에 있어서 올바른 인지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

이이루어질수있는감염관리의체계화된제도적방침

및보수교육등의교육의기회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24].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니

오’가 87.6% 였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건강하다고생각한다’가 70.0%로높게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치과감염관리에 대하

여동기는충분하다고생각되지만감염예방지침을준수

함으로서질병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다는생각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가장 감염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질환이 무

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HBV가 47.1%로 가장 많았고 다

음은 결핵이 28.2%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중요한감염관리대상질환은감염된혈액으로전파되는

간염바이러스와 면역결핍 바이러스로 병원내 교차 감염

의이유로 ‘오염된주사바늘이나날카로운기구’가 51.4%

였고 ‘혈액, 타액등오염물질이피부나점막에접촉되었

을 경우’ 가 4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23]의 연구

에서 B형간염의전염경로로감염자혈액에오염된주사

기와 바늘, 오염된 조직액이 구강점막에 접촉시라고 대

답한학생이 29.3%로나타나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치위생학과학생들에게감염원인과경로

를 이해시키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체방안을 수립하

여 실천함으로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지에서 기구에 대한 멸균 및 소독에 관하여

비교해 본 결과 사용한 기구나 장비의 멸균주기는 ‘일주

일에 한번’이 51.4%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에서는

58.3%이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50.6%로 나타났다.

사용된기구나장비는주로일주일에한번의멸균주기

로관리를하고있었으며추후연구에서는각기구와장

비에따른멸균방법을세분화하여멸균의주기를알아

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멸균된기구보관은 ‘하나씩

개별로포장하여관리’가 65.6%로가장많았으며치과의

원은 52.8%이고 치과병원은 67.9%, 대학병원과 종합병

원은 67.6%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장 없이 한통에 보관

하여 관리’ 가 13.1%로 나타나 실습을 하는 기관에 실습

생을 위한 감염예방지침서를 배부하여 실습담당자들이

실습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지에서 감염방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청소

에서체어는대학병원과종합병원이 3.12점으로가장높

았고 타구대는 치과병원이 3.0점으로 높았다. 적출물 관

리에서 타액이나 혈액이 묻은 보호 장구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65점으로 높았으며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 분리는 치과병원이 3.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용 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것으

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폐기물로서 순환을 통한

재사용보다는 제대로 된 처리에 초점을 맞춰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25] 치과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는 3가

지로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메스), 탈

지면등(혈액 등의 체액으로 오염된 거즈, 탈지면 등), 인

체조직물(신체로부터 적출된 치아 등)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되어야 하는데 수행정도가 치과의원의 경우 더

낮은것을볼수있었으며폐기물관리에대한인식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침이 필요하다[13]. 손

씻기는진료전은모두비슷하였고진료후는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3.4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소독제 사

용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2.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표면소독은진료전(3.11)과 진료후(3.18) 모두치과

병원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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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진료시 위생보호장구 착용에서 장갑(3.69)과 일회용

마스크(3.74), 소공포(3.74)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보안경(2.73)은 치과병원에서 가장 높

았다.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에서 보호 장구 사용 시 충분

히 제공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

었다.

오[26]의 연구에서병원근로자들은 ‘근무와관련된안

전기구및시설의부재’, ‘장비부족’, 등으로감염관리지침

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습기

관에서 보호 장구의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감염관리지침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

물품공급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지에서환자에게사용하는기구의멸균과소

독에 관하여 초음파 스켈러팁(3.68), 수기구(3.98), 버

(3.75), 석션팁(3.82), 핸드피스(3.51)는 대학병원과 종합

병원에서가장높게나타났고유리볼(3.16)은 치과병원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치과의원이나치과병원보다는고위험군환

자를더많이진료하는대학병원과종합병원에서기구에

관한 감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과에서 환자

에게 사용되는 기구는 대부분 멸균을 원칙으로 하며 소

독만하여쓰는기구들도있어감염관리교육을할때구

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치과에서 감

염관리 평가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부재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27]. 병원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인증제제도를마련하고병원별특성을고려한

인증제의 개발 등과 정책적 제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병

원감염관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연구의제한점은일부

지역에있는 4년제대학을대상으로하여조사하였고대

학마다 실습기간에 차이가 있어 감염예방지침 수행정도

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을 더 확대

하여전국의치위생학과학생들의임상실습시감염방지에

대한 수행정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위생학과는 임상실습이 정규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 내 실습에서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이 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실습 전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교과

서에서이론으로만배우는형식적인교육이아닌주기적

이고임상과연계성이있는감염관리교육프로그램이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

을감소시키고임상실습중감염예방지침을수행하는데

있어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방향을제시하고교육을하

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임상실습을경험한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치과감염방지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

를 설문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생들의 치과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91.5%였고 대부분 경로는 학교교육이었다. 정기적

인 건강검진을 받는가에 대하여 ‘아니오’가 87.6%

로 나타났다.

2. 임상실습생들이치과에서가장감염성이높다고생

각되는 질환은 HBV가 47.1%로 가장 높았고 감염

의 이유는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가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임상실습지에서기구에대한멸균과소독의주기는

‘일주일에 한번’이 51.4%로 가장 많았고 멸균된 기

구의 보관은 ‘하나씩 개별로 포장하여 관리’가

65.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4. 임상실습지에 따른 감염방지 관리의 태도에 관한

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손소독제 사용은 대학병원

과종합병원이 2.67점으로가장높았고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표면소독은 ‘진료

전’과 ‘진료후’ 모두 치과병원이 3.11점, 3.18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진료시 위생보호장구 착용에서 ‘장갑’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69점, ‘일회용 마스크’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5. 임상실습지에따른환자에게사용하는기구의멸균

과 소독의 실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초음파스켈러

팁(3.68)과 수기구(3.98)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유리볼은 치과병원에서 3.16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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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버(3.75점), 석션팁(3.82점), 핸드피스(3.51

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본 연구결과치위생학과학생들이임상실습시감염관

리에대한인식과수행정도를높이기위해서는감염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임상실습기관에 배부하고 담당자를

통해 관리하며 학교 측에서는 임상실습과 연계성 있는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마

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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