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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느덧 올해의 반을 넘어선 6월이 되니 너무나 부족한 제 글이 작은 결실
을 맺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논문의 완성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쁜 시간에도 크나큰 가르침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이끌어주신 지
도 교수인 차인호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언제나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은 물론 더할 나위없는 격려를 주셨던 두 분의 부심 김
형준 교수님과 김백일 교수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생 모두의 큰 스승이자 제 대학원 생활 내내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던 유승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제가 보건대학원의 병원행정이라는 학문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충국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제게 언
제나 깊은 관심과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스승이신 이
의웅 교수님과 박형식 교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일
입니다.
힘든 가운데 중간에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큰 힘
이 되어준 대학원 동기들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애태우는 저를 위해 밤을
세워가며 통계분석을 맡아주었던 최충현 선생님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아끼고 믿어주었던 치과위생사 선후배들 구강악안면외과의
식구들 모두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학업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 저를 변함없이 지켜
주고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딸을 위해 노



심초사하신 어머니께 가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멀리 미국에서까지 제게
소중한 조언과 큰 도움이 되어준 동생 황보영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아니었다면 감히 제가 해낼 수 없었던 큰일을 이루기까지
되돌아보면 힘들고 고되었지만 제 인생에서 있어 결코 잊지 못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 들이 앞으로의 제
인생에 있어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8년 6월
황제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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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치과진료실내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타액 및 혈액 등 여러 가
지 분비물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이 산재되어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종류
의 병원성 미생물에 항상 노출되어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차감염의 위험성
이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진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와 치과위생사의 교
차 감염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
아냄으로써 치과 진료 시 발생 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는 물론 치과종사자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향후 치과진
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실태와 감염관리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과 환경적 요인,교육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각 집단 간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감염방지행위의 이행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지난 1년간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는 79.9%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치과대학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
사는 88.6%가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반면 치과의원은 60.9%만이 건
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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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형간염 예방 접종 및 항체 생성여부에 대해 94.9%가 예방접종을 받
거나 항체 생성여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치과의
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은 88.4%로 치과대학병원,종합병원,치
과병원 치과위생사의 97.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4.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경험에 대해 90.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감염위험에 직접적으
로 노출되어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자상 후 치료경험이나 사후 조치에
대하여 32.7%만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치과의원 치과위생
사의 17.9%만이 자상 후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3%의
다른 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염 감시체계에 있
어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
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실천행위에 있어 항목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실천행위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감염방지실천행위의 장애요인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술 시 번거로
움과 진료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과 경로에 대한 질문에 75.9%가 교육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교육경로는 보수교육,학회,교육자
료,학교,매스컴의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위생사들의 교차 감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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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을 줄이고 보호하기위해서는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며 치과 진료실에서 실제로 실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보호 장비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개선 및 이에 대한 연구방안의 마
련을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치과 진료기관의 감염방지 지침을 마련하여 치과진료기관 종사자
들에게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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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및 및 및 및 의의 의의 의의 의의 

치과진료실은 치료 시 발생하는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 과 같은 분비물이
섞인 에어로졸과 각종 병원성 미생물 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분진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차 감염 및 병원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산
재되어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HIV환자나 B형 간염은 물론이고 가장 흔한 세균성 감염 질환인 결핵
과 매독,치과에서 가장 빈번한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
herpesviruses에 의한 제 1형 단순포진과 VZV(Varicella-zostervirus)의
원발성 감염인 수두 및 대상포진과 같은 재발성 감염을 비롯하여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 치료가 빈번한 상황이다.이와 같이 치과
진료실은 매우 다양한 감염성질환에 이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뿐 아니라 환자들 사이에 교차 감염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종사자들은 치과 진료실내에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수 있
는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교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진료실내 감염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1987년 미국질병관리협회(CentersforDiseaseControl&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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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가 발표한 일반적 예방지침(Universalprecaution)은 혈액으로 전파되
는 모든 질환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을 다룰 때 의료 종사자는 의
료용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자기 보호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1991년 직업안전 위생관리(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와 병원감염억제 자문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practiceAdvisoryCommittee,HICPAC)에서 발표한 표준적 예방
지침(Standard precaution)은 나아가 모든 환자들이 잠재적으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나 HBV(hepatitisB virus)와 같은
혈인성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가정 하는 보편적 예방조치로서 모든 치과
진료실 내에서 이를 따르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이는 치과진료실에서 근
무하는 치과의료 인력을 위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를 비롯한 치과진료실
내에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을 미연에 차단하기위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 전 후 손 씻기,일회용주사침의 recapping금지와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는 반드시 규격화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버리기 ,오염의 가능
성이 있는 진료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안하기,치과진료실 내 혈액이나 타
액 입자의 분무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러버댐 이나 강력 흡입기를
사용하거나 진료 전 구강세척을 하도록 하며 감염성 폐기물은 법으로 규
정된 용기에 담아 저장․운반 처리하도록 한다.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오
염된 장비의 관리,의료용 장갑,마스크,보호안경 및 안면 보호대,보호용
의복 착용 등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을제거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적 예방지침은
실제로 실천 후 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노출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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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공하정,199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진료실내에서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각별
한 주의와 교차 감염방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의 발표나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물론 치과진료실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일
반적 예방지침을 정리한 다수의 감염방지 책자가 출판되고 있으나 실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의 이에 대한 실천율은 높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최금숙,1994;안권숙,2005;최미경,2006). 특히 조
윤정 등(2003)의 조사에 따르면 치과진료기관의 감염방지 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
한 인식도와 이에 대한 실천율이 중요한데 비하여 감염방지행위의 실천율
은 행위에 따라 이행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교차 감염 및 감염
방지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진료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관리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위생사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
식도와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
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2. 2. 2. 2. 연구목적 연구목적 연구목적 연구목적 

치과진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와 치과위생사의 교차 감염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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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냄으로써 치과 진료
시 발생 할 수 있는 교차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는 물론 치과종사자
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향후 치과진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치과진료실 내에서 치과종사자들의 각종 보호 장비의 착용 실태를 파
악한다.
2)현재 치과진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감염성 질환과
교차 감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각각의 실태를 연령,학력,근무기관,
근무경력,교육여부 등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한다.
3)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치
과진료 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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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틀틀틀틀

본 연구에서는 치과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치과병원 및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실태와 감염관리 인식도를 조사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환경적 요인,교육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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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의 틀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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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
리리리
실실실
태태태

치치치
과과과
위위위
생생생
사사사
의의의
감감감
염염염
관관관
리리리
인인인
식식식
도도도

연령,학력,

근무기관,근무경력

          1일 평균 환자
수

감염성질환자의 빈도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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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는 건강진단실시여부,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
생성여부,감염관리 실천행위,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는 감
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교육 여부 등 감염관리에 대한 인
식도 2개의 종속변수와 조사대상자의 연령,학력,근무기간 ,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여부 5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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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연구에 사용되는 주요변수 표
변수 조작적정의 변수의내용
종속변수
감염관리실태
-건강진단여부 지난1년간건강진단경험 1:유 0:무
-B형간염여부 예방접종여부및항체생성인지여부 1:유 0:무
-문진여부 내원환자에게매번과거병력및현재의건강상태에대한

문진실시여부
1:유 0:무

-손세척관리 환자와의접촉전후에반드시손세척실시 1.항상한다.2.가끔한다.3.전혀하지않는다.
-보호장비의착용여부 Gloves착용및교체,mask착용및교체,goggle착용및교체,

진료복교체,기구세척시보호용장갑착용 여부
1.항상한다.2.가끔한다.3.전혀하지않는다.

-치과기구와 장비관리

위험한기구및중증도위험기구에대한멸균또는소독여부 1.항상한다.2.가끔한다.3.전혀하지않는다.
감염성질환자에게사용한기구의분리세척멸균여부 1:유 0:무
핸드피스소독 1.매환자마다실시2.감염성질환자의진료후에만실시

3.표면소독 4.실시안함
unitchair수관관리 1:유 0:무

-감염성폐기물관리 폐기물분리배출여부및주사침분리배출여부 1:유 0:무
-일회용품재사용여부 에이프런,종이컵,주사침,마취용앰플등의 재사용여부 1:유 0:무
-자상경험여부 1:유 0:무
-자상후치료여부 1:유 0:무
-진료실내음식물섭취 여부 1:유 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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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에대한인식도
감염관리에대한 관심 최근 치과진료의감염관리실태에대한관심 유무 1:유 0:무
감염관리교육횟수 최근2년간감염관리교육경험횟수 1.2회미만 2.2회이상
교육후인식변화 1:유 0:무
감염방지실천행위변화 1:유 0:무
독립변수
-연령 1.24세미만 2.24-29세3.29-34세4.34세이상
-학력 1.전문대졸 2.대졸 3.대학원졸이상4.기타
-근무기간 1.4년미만 2.4--8년미만 3.8년이상
-근무기관 1.치과대학병원 2.종합병원 3.치과병원4.치과의원 5.보건소
-1일평균환자수 1.50명미만 2.50-100명미만3.100-150명미만 4.150명이상
-감염관리교육여부 교육경험여부 1:유 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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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확률 표출법 중 가장 기본적인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선발하고 설문조사는 2008년도 3월 29일과 4월6일에
실시된 치과위생사 학회 및 보수교육에 참석한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치과대학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치과의원,보건소
등 현재 치과진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들을 대상으로 384
부를 배포하여 234부를 회수(회수율 60.9%)하였으며,이중 제대로 작성되
지 않은 설문지를 포함하여 불충분한 응답자 20명을 제외한 214부를 본 연
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4. 4. 4. 4. 조사도구 조사도구 조사도구 조사도구 및 및 및 및 내용내용내용내용

1)조사도구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감염관리 실
태 및 교차 감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위한 질문 등으로 구분하여 54문
항으로 구성하였다.본 조사에 앞서 치과위생사 2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pilottest)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된 모형을 토대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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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내용
조사대상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위 여부를 파악하기위한
설문으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조사대상자인 치과위생사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인 성
별,연령,근무기간,학력,근무기관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두 번째
부분은 근무기관의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1일평균 환자 수와 감염성 질환
자의 내원 빈도,다빈도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세 번째 부분은 감염방
지 실천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일반적 주의지침에 따른 기초적인 개인 방호
법의 이행여부와 각각의 불이행 장애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네 번째
부분은 감염관리 실태에 관한 문항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의 종
류 및 실시하고 있는 멸균방법에 대한 문항과 기구 및 핸드피스,감염성
질환에 오염된 기구 의 멸균실태,수관과폐기물,장비 관리 등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다섯 번째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과 교육 정도,
교육 후 인식과실천행위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 방법 방법 방법 

1)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분석(FrequencyAnalysis)을 통하
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표2).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감염방지에 대한 인식과 감염방지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카이제곱검증(χ2-test)과 기대도수가 5미만인 셀 들을 포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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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의 정확검정(Fisher'sexacttest)으로 p-value를 산출하였다(표3-5).

3) 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장애요인과 소독기보유 현황 및
핸드피스 관리 실태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구하였다(표
6-9).

4)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염방지 실천 여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실천여부를 기준으로 감염
방지 실천여부를 판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의 평균값보다 큰 경우 감
염방지 실천을 수행하는 것으로,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천하지 않는 것으
로 간주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치과위생사의 연령,학력,근무경력,근
무기관 등 일반적인 특성과 감염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관리 교
육여부,1일 환자 수,감염성 질환자의 빈도와 같은 교차 감염과 감염관리
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9,10).
척도는 응답자의 대답이 ‘예’인 경우와 ‘항상한다’인 경우1점,‘가끔한다’
와 ‘아니오‘,’하지않는다‘인 경우 0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개인의 항목 점수
를 합하여 응답한 항목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5) 분석은 SASsystem version9.1을 이용 하였고 유의수준은 5%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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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 1. 1. 1.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성별은 여성이 211명,남성이
3명으로 (표2),연령분포는 24세미만은 25.7%인 55명,24-29세 미만이
44.9%인 96명,29-34세미만 17.293%인 37명,34세 이상이 12.1%인 26명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4년 미만이 48.6%인 102명,4-8년 미만이 26.1%인
55명,8년 이상이 25.2%인 53명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자인 치과위생사
의 학력은 전문대졸이59.7%인 126명,대졸이 35.1%인 74명,대학원졸이
5.2%인 11명,기타응답자가 3명으로 이는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근무하
는 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이 34.0%인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이 33.0%인 69명,치과대학병원이 24.4%인 51명, 치과병원이 8.6%인18명
순이었으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5명은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1일 평균
환자 수는 50-100명 미만이 52.7%인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150명이상
이 2.3%인 46명,100-150명 미만이 18.8%인 39명,100-150명 미만이 6.3%인
13명 순이었다.
1일 평균 내원 하는 감염성질환자의 빈도는 13.0%인 25명이 1%미만,
30.2%인 58명이 1-5%,25.5%인 29명이 5-10%,31.3%인 60명이 10%이상이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원하는 감염성질환자중 다빈도 질환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 대하
여 조사대상자들은 각각 간염,상기도 감염(감기),결핵,성병,폐렴,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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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14)

일반적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성별 여성 211 98.6

남성 3 1.4
연령 24세미만 55 25.7

24-29세 96 44.9
29-34세 37 17.2
34세이상 26 12.1

근무기간. 4년미만 102 48.6
4-8년미만 55 26.2
8년이상 53 25.2

학력 전문대졸 126 58.9
대졸 74 34.6
대학원졸이상 11 5.1
기타 3 1.4

근무기관 치과대학병원 51 24.0
종합병원 71 33.3
치과병원 18 8.5
치과의원 69 32.4
보건소 4 1.9

1일평균환자수
50명미만 109 52.7
50-100명미만 39 18.9
100-150몀미만 13 6.2
150명이상 46 22.2

1일평균감염성
질환자수

1%미만 25 13.0
1-5%미만 58 30.2
5-10%미만 49 25.5
10%이상 6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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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방지 실천 실천 실천 실천 행위 행위 행위 행위 및 및 및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감염관리 감염관리 실태실태실태실태

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 행위 실천율과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응답결과는 ‘항상한다’에 비해 ‘가끔한다’와 ‘안한다’는 응답
의 빈도가 매우 낮은 문항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위하
여 항상한다는 응답은 이행으로 가끔한다는 응답과 안한다는 응답을 불이
행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괴는 다음과 같다.

1)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사 대상자에게 지난 1년간 건강진단 경험유무를 묻는 응답에 79.9%인
171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으며,20.1%인 43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
다.치과위생사들의 감염방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한 연령,
학력,근무기간,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일 평균 환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3).

2)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체생성 인식여부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거나 항체생성 여부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94.9%인 203명이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항체여부를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
고 5.1%인 11명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조사대상자의 근무기관 유
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학력,근무기간,1일
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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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상경험
과거 환자에게 사용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자상경험을 묻는 응
답에 90.6%인 193명은 ‘있다’고 하였고 9.49%인 20명은 ‘없다’고 하였으며
무 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한번쯤은 오염된 기구
나 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자의 연령,학력과
자상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평
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4)자상 후 치료경험
‘바늘에 찔린 후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였는가’라

는 질문에 응답자 중 32.7%인 64명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67.4%인 132명은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력,근무기관,교육
경험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연령,근무기간.1일 평균
환자 수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3).

5)감염기구 분리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에 사용한 기구를 다른 기구와 분리하여
세척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7.2%인 207명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
였고 2.8%인 6명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조사대
상자의 연령,학력,근무기간,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기관의 유형과 1일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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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관관리
조사대상자에게 진료시작 전 후 수관 내에 역류되어있는 오염물질의 제
거를 위한 물빼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1%인
118명이 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44.9%인 96명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
하여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연령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평균 환자 수,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3)

7)폐기물관리
폐기물 관리 항목으로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
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97.6%인 208명이 예라
고 하여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고,2.4%인 5명만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
다.조사대상자의 연령,근무기간,근무기관,1일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
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3).

8)주사침 분리배출
손상성 폐기물로 구분되어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있는 주사기와 주사바늘
을 분리 배출 하고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97.7%인 194명은
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2.4%인 5명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연
령,근무기간,근무기관,1일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무와 주사침 분리 배
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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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용품 재사용 여부
에이프런,종이컵,주사침,마취용 앰플 등의 1회용품을 재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7%인 194명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9.4%인 20명은 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에 따라 주로 에이프런 과 같
은 품목 별로 재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아
니오라는 응답으로 처리하였다.학력과 근무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근무기간,1일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3).

10)진료실 내 음식물 섭취여부
조사대상자에게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진
료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1%인
91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6.9%인 120명은 하고있지 않다고 하
여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력,근무기
관의 유형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연령,근무기간,1일
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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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 실천행위에 대한 단변량 분석(1) (χ2-test)
연령 학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교육경험

24세
미만

24-29세
미만

29-34세
미만

34세
이상

전문
대졸 대졸 대학

원졸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
명미만

100-150
명미만

150명
이상 유 무

건강진단여부
Yes 35 77 35 24 92 65 11 70 50 49 50 59 15 42 80 33 12 41 143 26
No 20 19 2 2 34 9 0 32 5 4 1 12 3 27 29 6 1 5 18 25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5 53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0009 0.0096 0.0001 <.0001 0.0668 <.0001

B형간염
자가 인식여부

yes 52 90 37 24 118 72 10 95 53 51 51 70 16 61 99 39 13 45 152 49
No 3 6 0 2 8 2 1 7 2 2 0 1 2 8 10 0 0 1 9 2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5 53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3910* 0.2761* 0.7236* 0.0041* 0.1000* 1.0000*

자상경험
yes 51 88 34 20 115 66 10 96 50 44 44 65 14 66 100 37 8 42 140 51
No 4 7 3 20 10 8 1 5 5 9 7 5 4 3 8 2 5 4 20 0
계 55 95 37 26 125 74 11 101 55 53 51 70 18 69 108 39 13 46 160 51
P값 0.1282* 0.8000 0.0477 0.0600* 0.0124* 0.0047*

자상 후
치료경험

yes 17 27 12 8 26 28 7 31 13 20 14 31 5 12 29 12 4 18 56 8
No 35 63 22 12 90 39 3 67 38 24 31 34 9 55 72 25 5 25 87 43
계 52 90 34 20 116 67 10 98 51 44 45 65 14 67 101 37 9 43 143 51
P값 0.8286 0.0007 0.1077 0.0038 0.4080 0.0039

감염 기구
분리여부

yes 54 92 36 25 122 71 11 98 54 51 51 71 18 63 104 38 13 46 158 47
No 0 4 1 1 3 3 0 3 1 2 0 0 0 5 5 1 0 0 3 3
계 54 96 37 26 125 74 11 101 55 53 51 71 18 68 109 39 13 46 161 50
P값 0.4420* 0.7638* 0.8782* 0.0169* 0.0169* 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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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forFisher'sexacttest

수관관리
yes 23 52 28 15 66 42 7 52 30 34 26 38 12 41 58 24 8 25 94 23
No 32 44 9 11 60 32 4 50 25 19 25 33 6 28 51 15 5 21 67 28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5 53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0157 0.6871 0.2921 0.6026 0.7955 0.1333

폐기물관리
yes 55 92 34 25 120 73 10 100 51 51 50 66 18 67 108 38 13 42 155 50
No 0 4 1 0 5 0 0 1 3 1 0 3 0 2 1 1 0 2 4 1
계 55 96 35 25 125 73 10 101 54 52 50 69 18 69 109 39 13 44 159 51
P값 0.3949* 0.3450* 0.2412* 0.5500* 0.3980* 1.0000*

주사침분리
배출 여부

yes 53 95 34 26 126 71 11 99 55 50 49 69 18 69 104 39 13 45 157 49
No 2 1 2 0 3 2 0 3 0 2 1 2 0 0 4 0 0 1 3 2
계 55 96 36 26 126 73 11 102 55 52 50 71 18 69 108 39 13 46 160 51
P값 0.3165* 1.0000* 0.4464* 0.6056* 0.8756* 0.5964*

일회용품
재사용
여부

yes 6 11 0 3 14 3 3 11 6 3 3 3 2 12 15 2 0 2 14 5
No 49 85 37 23 112 71 8 91 49 50 48 68 16 57 94 37 13 44 147 46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4 52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1177* 0.0326* 0.5410 0.0428* 0.1548* 1.0000

진료실 내
음식물 섭취
여부

yes 22 44 15 10 58 32 1 42 26 22 21 40 5 23 40 17 3 27 72 19
No 33 51 22 14 68 40 9 59 28 30 28 31 12 46 68 22 9 19 88 32
계 55 95 37 24 126 72 10 101 54 52 49 71 17 69 108 39 12 46 160 51
P값 0.8650 0.0859 0.7205 0.0286 0.0507 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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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진실시여부
환자의 과거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문진을 실시하는지 알아본 결
과 항상한다라고 응답한 수는 88.7%인 189명,가끔한다와 하지않는다라고
응답한 수는 11.3%인 24명이었다.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환
자 수별로 문진실시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경
험 유무에는 차이가 있었다(표4).

12)진료 전후 손 세척여부
조사대상자의 76.2%인 163명이 항상한다 23.8%인 51명이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연령,근무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표4).

13)의료용 장갑 착용 여부
설문에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63.9%인 136명이 진료 시 반드시 의료용 장
갑을 착용하며 36.1%인 77명은 가끔 착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근무기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4).

14)환자교체 시 장갑교체여부
76.9%인 163명이 환자가 바뀔 때 마다 항상 반드시 교체한다고 하였으
며 23.1%인 49명은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근무기간과
근무기관,감염관리 교육경험에 따라 장갑교체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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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료용 마스크 착용여부
조사대상자의 81.9%인 175명이 항상한다고 응답하였고 18.%인 39명은
가끔한다 와 하지 않는다 고하였으며 근무기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표4).

16)마스크 교체 여부
14.7%인 31명이 환자가 바뀔 때 마다 반드시 교체한다고 하였으며
85.3%인 180명은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항목에 비
해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감염관리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4).

17)보안경 착용여부
조사대상자의 12.7%인 27명은 환자 진료 시 반드시 보안경 또는 의료용
goggle을 착용한다고 하였고 87.3%인 185명은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4).

18)진료복 교체 여부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가 끝난 후 진료복을 갈아입는지에 대한
질문에 4.8%인 10명만이 항상 한다고 하였고 95.2%인 200명은 가끔 또는
하지 않는다 고하였다.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
감염관리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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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구세척 시 두꺼운 고무장갑 착용여부
진료기구를 세척 시 반드시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79.5%인 163명은 항상 한다 20.5%인 42명은 가끔 하거나 하지 않는다
고 하였으며 9명은 응답하지 않았다.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표4).

20)오염 장비 소독여부
환자 진료가 끝난 후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진료실내 장비를 즉
시 소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0.3%인 149명이 항상한다 29.7%인 63명은
가끔하거나 안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과 근무기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
가 있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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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 실천행위에 대한 단변량 분석 (2)(χ2-test)
연령 학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교육경험

24세
미만

24-29세
미만

29-34세
미만

34세
이상

전문
대졸

대졸
대학
원졸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
명미만

100-150
명미만

150명
이상

유 무

과거력
문진 현황

항상 47 84 33 25 110 65 11 88 48 50 43 67 18 58 93 35 10 45 148 39
안함 8 12 4 0 16 8 0 14 7 2 7 4 0 11 16 4 2 1 12 12
계 55 96 37 25 126 73 11 102 55 52 50 71 18 69 109 39 12 46 160 51
P값 0.2228* 0.4413 0.1605 0.0827 0.0792* 0.0039

진료 전
손세척 여부

항상 32 76 34 21 101 51 9 67 45 48 32 57 16 54 85 28 9 38 123 39
안함 23 20 3 5 25 23 2 35 10 5 19 14 2 15 24 11 4 8 38 12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5 53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0014 0.1779 0.0014 0.0582 0.5885 1.0000

의료용 장갑
착용여부

항상 33 63 22 18 79 45 10 63 35 36 27 56 14 35 67 21 7 36 105 30
안함 22 33 14 8 46 29 1 39 20 17 24 15 4 33 42 17 6 10 56 20
계 55 96 36 26 125 74 11 102 55 53 51 71 18 68 109 38 13 46 161 50
P값 0.8188 0.1491 0.7505 0.0014 0.1041 0.6152

장갑교체
여부

항상 37 75 28 23 124 74 11 73 39 48 42 59 15 42 78 30 10 39 130 31
안함 18 20 8 3 89 60 11 29 14 5 9 12 3 25 29 9 3 7 29 20
계 55 95 36 26 35 14 0 102 53 53 51 71 18 67 107 39 13 46 159 51
P값 0.1672 0.0552 0.0231 0.0168 0.4683 0.0038

의료용
마스크
착용 여부

항상 43 83 32 17 106 57 10 88 44 40 35 55 17 65 94 28 11 37 130 43
안함 12 13 5 9 20 17 1 14 11 13 16 16 1 4 15 11 2 9 31 8
계 55 96 37 26 126 74 11 102 55 53 51 71 18 69 109 39 13 46 161 51
P값 0.0679 0.3301 0.2312 0.0010 0.2371 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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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forFisher'sexacttest

마스크 교체
여부

항상 5 10 7 9 9 14 7 10 6 15 11 12 3 3 11 8 3 9 28 2
안함 50 85 29 16 116 59 3 91 48 37 39 59 13 66 98 31 10 35 131 49
계 55 95 36 25 125 73 10 101 48 37 50 59 13 66 109 39 13 44 159 51
P값 0.0061 <.0001 0.0052 0.0328 0.1995 0.0277

보안경 착용
여부

항상 3 14 3 7 14 5 5 11 6 10 6 11 2 7 17 4 2 4 22 5
안함 52 81 34 18 112 64 6 91 48 42 43 60 16 62 91 35 10 42 137 46
계 55 81 34 18 126 72 11 102 54 52 49 71 18 69 108 39 12 46 159 51
P값 0.0362* 0.0042 0.3010 0.8106 0.6047 0.6113

진료복 교체
여부

항상 1 3 4 2 7 2 1 2 2 5 1 2 1 5 7 1 0 2 8 2
안함 54 92 30 24 118 69 10 99 51 47 48 69 15 64 101 37 12 43 149 49
계 55 95 34 26 125 71 11 101 53 52 49 71 16 69 108 38 12 45 157 51
P값 0.1053* 0.3563* 0.0746* 0.4536* 0.9065* 1.0000*

기구
세척 시 고무
장갑 착용
여부

항상 43 70 31 19 98 51 11 77 42 41 40 48 17 53 87 29 12 30 123 39
안함 11 22 4 5 21 21 0 22 10 9 9 17 1 15 18 9 1 12 31 10
계 54 92 35 24 119 72 11 99 52 50 49 65 18 68 105 38 13 42 154 49

P값 0.4884 0.0356 0.8091 0.2748 0.2634 1.0000

오염 장비
소독
여부

항상 39 57 31 22 90 48 9 65 36 47 34 53 16 41 32 28 10 31 118 30
안함 16 38 6 3 21 14 11 35 19 6 15 18 2 28 32 11 2 15 42 21
계 55 95 37 25 126 73 10 100 55 53 49 71 18 69 109 39 12 46 160 51
P값 0.0081 0.2645 0.0049 0.0603 0.7550 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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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구의 소독과 멸균시행 실태
(1)위험한 기구의 멸균시행여부
환자에게 한번 사용 후 반드시 멸균해야하는 기구인 수술기구는 무응답3
명을 제외한 조사대상자100%가 항상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스켈러 팁,리
테이너와 매트릭스밴드,러버댐 클램프,근관 치료용 파일의 멸균시행여부
에 대한 응답은 각각 조사대상자의 73.1%,59.5%,77.8%,89.4%가 항상한
다고 하였으며,스켈러 팁은 학력과 근무기간,근무기관,교육경험에 리테
이너와 매트릭스밴드는 학력,근무기간,교육경험에,러버댐 클램프는 학력,
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교육경험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근관 치료용 파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2)중증도 위험기구의 소독 또는 멸균시행여부
한 번 사용 후 반드시 소독이나 멸균을 시행해야 하는 아말감 기구 세
트,보존용 충전기구,인상용 트레이,기본기구(mirror,pincette,explorer)의
소독 또는 멸균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에 각각 40.5%,41.7%,94.7%가 항
상한다고 하였고 기본 기구에 대해서는 6명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100%인
208명이 항상한다 라고 하였다. 아말감 기구세트는 모든 요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보존용 충전 기구는 연령,근무기간,근무기
관,교육경험에 따라 멸균 또는 소독시행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교육경험 별로
인상용 트레이,기본기구(mirror,pincette,explorer)의 멸균 또는 소독시행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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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조사대상자의 기구별 소독과 멸균에 대한 단변량 분석(3)(χ2-test)
연령 학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교육경험

24세
미만

24-29세
미만

29-34세
미만

34세
이상

전문
대졸

대졸
대학
원졸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
명미만

100-150
명미만

150명
이상

유 무

수술기구
멸균 여부

항상 55 96 37 23 126 72 10 102 55 50 49 71 18 69 107 39 12 46 158 51
안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55 96 37 23 126 72 10 102 55 50 49 71 18 69 107 39 12 46 158 51
P값

스켈러 팁
멸균 여부

항상 34 69 30 22 79 62 11 69 39 45 43 56 13 39 73 29 10 38 126 27
안함 21 26 7 3 47 10 0 32 16 7 6 15 5 30 36 10 11 46 33 24
계 55 95 37 25 126 72 11 101 55 52 49 71 18 69 109 39 11 46 159 51
P값 0.0552 0.0002 0.0467 0.0011 0.1111 0.0005

리테이너와
매트릭스밴드
멸균 여부

항상 25 52 25 14 63 42 8 51 28 35 29 43 9 32 60 21 5 24 92 22
안함 28 35 10 6 57 21 1 46 21 11 12 25 9 32 41 14 4 19 52 27
계 53 87 35 20 120 63 9 97 49 46 41 68 18 64 101 35 9 43 144 49
P값 0.0967 0.0311 0.0262 0.1335 0.9732 0.0302

러버댐클램프
멸균 여부

항상 38 64 26 16 81 52 8 68 37 36 39 57 14 32 65 27 9 37 114 28
안함 14 17 7 3 35 6 0 24 9 7 3 8 3 26 28 8 0 4 23 18
계 52 81 33 19 116 58 8 92 46 43 42 65 17 26 93 35 9 41 137 46
P값 0.7500 0.0038 0.3931 <.0001 0.0230 0.0033

근관치료용
파일

멸균 여부

항상 45 83 32 17 109 57 8 87 47 40 40 61 16 57 88 31 9 42 131 44
안함 9 6 2 4 15 6 0 11 4 5 2 6 2 11 15 4 1 1 14 7
계 54 89 34 21 124 63 8 98 51 45 42 67 18 68 103 35 10 43 145 51
P값 0.1113* 0.5235 0.7963 0.2785* 0.1365* 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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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forFisher'sexacttest

아말감기구
세트

멸균 여부

항상 14 32 18 13 38 32 5 30 17 30 27 32 5 11 31 16 5 22 69 8
안함 40 51 14 8 82 27 3 66 30 13 13 34 12 52 68 18 4 19 71 40
계 54 83 32 21 120 59 8 96 47 43 40 66 17 63 99 34 9 41 140 48
P값 0.0068 0.0048* <.0001 <.0001 0.0488 0.0001

보존용
충전 기구
멸균 여부

항상 15 33 19 13 42 30 5 33 18 29 27 30 6 14 35 16 5 21 68 12
안함 37 55 13 7 78 31 3 64 31 14 13 36 12 51 65 18 4 21 73 37
계 52 88 32 20 120 61 8 96 49 43 40 66 18 65 100 34 9 42 141 49
P값 0.0052 0.0762* 0.0006 <.0001 0.2456 0.0063

인상용트레이
멸균 여부

항상 51 90 34 21 116 68 9 96 50 46 46 67 18 62 98 35 12 44 145 49
안함 2 6 1 2 7 3 1 4 4 3 2 3 0 5 6 3 0 2 10 1
계 53 96 35 23 123 71 10 100 54 49 48 70 18 67 104 38 12 46 155 50
P값 0.7028* 0.7308 0.6609* 0.7426* 0.9184* 0.3013*

기본 기구
멸균 여부

항상 53 96 36 23 124 71 10 100 54 50 48 70 18 68 105 38 12 46 155 51
안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53 96 36 23 124 71 10 100 54 50 48 70 18 68 105 38 12 46 155 51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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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핸드피스의 핸드피스의 핸드피스의 핸드피스의 멸균 멸균 멸균 멸균 및 및 및 및 소독 소독 소독 소독 실태실태실태실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핸드피스의 멸균 및 소독의 시행 형태를 묻
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3%인 82명이 환자에게 사용한 모든 핸드피스
를 매번 멸균한다고 응답하였고 61.7%인 132명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
자에게 사용한 핸드피스만 멸균하거나 진료 후 매번 알코올 스폰지나 소
독용액을 묻힌 거즈 등을 이용하여 표면만 닦아 준다 또는 전혀 하지 않
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근무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모두 매번
멸균한다는 응답이 각각 47.4%와 47.5%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치과의원
에서는 50.0%가 표면 소독만 실시한다고 하여 근무기관별로 핸드피스의
관리 실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또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교육
을 받은 집단에서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시행률을 나타내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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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핸드피스의 멸균 및 소독에 관한 빈도분석

*( )은 백분율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1일평균

감염성질환자수
교육경험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150명
미만

150명
이상

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유 무

핸드피스 관리

모두 매번
멸균

27
(47.4)

38
(47.5)

3
(12.5)

13
(14.8)

31
(22.6)

16
(37.2)

8
(53.3)

22
(42.3)

4
(12.5)

18
(25.0)

24
(43.6)

27
(38.0)

74
(40.4)

8
(11.4)

감염된
경우만
멸균

13
(22.8)

23
(28.8)

10
(41.7)

28
(31.8)

43
(31.4)

11
(25.6)

3
(20.0)

17
(32.7)

12
(37.5)

24
(33.3)

12
(21.2)

20
(28.2)

51
(27.9)

23
(32.9)

표면 소독
15
(26.3)

19
(23.8)

10
(41.8)

44
(50.0)

59
(43.1)

16
(37.2)

3
(20.0)

12
(23.1)

15
(46.9)

28
(38.9)

19
(34.6)

22
(31.0)

55
(30.1)

36
(51.4)

전혀 안함
1
(1.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9)

0
(0.0)

1
(1.4)

0
(0.0)

0
(0.0)

0
(0.0)

1
(1.4)

기타
1
(1.8)

0
(0.00)

1
(4.17)

3
(3.4)

4
(2.9)

0
(0.0)

1
(6.7)

0
(0.00)

1
(3.1)

1
(1.4)

0
(0.0)

2
(2.8)

3
(1.6)

2
(2.9)

계 57 80 24 88 137 43 15 52 32 72 55 71 18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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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소독기보유 소독기보유 소독기보유 소독기보유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멸균시행 멸균시행 멸균시행 멸균시행 실태실태실태실태

조사대상자에게 근무기관에 현재 보유중인 소독기 및 사용 중인 멸균방
법을 모두 나타내도록 한 질문에 건열 멸균기(dryheatsterilizer)는 3.7%
인 75명이 ,가압증기 멸균기(Autoclave)는 98.5%인 200명이,불포화 화학증
기 멸균기(chemiclave)는 15.3%인 31명이 ,자외선 소독기(Ultra Violet
sterilizer)는 43.8%인 89명이 ,E.O Gas멸균기는 63.0%인 128명이 ,화학멸
균(멸균용액 침수)은 49.3%인 100명이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응답
하였고 가장 많은 응답은 가압증기 멸균기(Autoclave),E.O Gas멸균기,화
학멸균(멸균용액침수),자외선 소독기(UltraVioletsterilizer),건열 멸균기
(dryheatsterilizer),불포화 화학증기 멸균기(chemiclave)순이었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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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소독기보유 현황 및 멸균시행 실태에 대한 빈도 분석

*중복응답 포함,( )은 백분율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1일평균

감염성질환자수
교육경험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
명 미만

100-150명
미만

150명
이상

1%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유 무

현재
보유중인 소독기 및

시행 중인
멸균 방법

dryheatsterilizer
24
(31.1)

40
(52.0)

4
(5.2)

9
(11.7)

33
(45.2)

11
(15.1)

7
(9.6)

22
(30.1)

3
(4.4)

17
(25.0)

24
(35.3)

24
(35.3)

65
(86.7)

10
(13.3)

Autoclave
51
(24.8)

71
(34.5)

18
(8.7)

66
(32.0)

106
(52.0)

39
(19.1)

13
(6.4)

46
(22.6)

24
(12.7)

58
(30.7)

49
(26.0)

58
(30.7)

158
(75.6)

51
(24.4)

chemiclave
9
(28.1)

20
(62.5)

0
(0.0)

3
(9.4)

11
(35.5)

2
(6.5)

5
(16.1)

13
(41.9)

1
(3.7)

7
(26.0)

10
(37.0)

9
(33.4)

26
(81.3)

6
(18.8)

Ultra
Violet sterilizer

22
(22.0)

24
(24.0)

12
(12.o)

42
(42.08)

59
(60.2)

20
(20.4)

7
(7.1)

12
(12.2)

14
(15.9)

26
(29.6)

26
(29.6)

22
(25.0)

73
(73.7)

26
(26.3)

E.O Gas멸균기
47
(36.2)

68
(52.3)

10
(7.7)

5
(3.9)

43
(35.0)

25
(20.3)

13
(10.6)

42
(34.2)

6
(5.3)

32
(28.0)

33
(29.0)

43
(37.7)

112
(87.5)

16
(12.5)

화학멸균
(멸균용액침수)

28
(25.5)

41
(37.3)

9
(8.2)

32
(29.1)

52
(47.7)

22
(20.1)

8
(7.3)

27
(24.8)

12
(12.2)

29
(29.6)

29
(29.6)

28
(28.6)

90
(81.8)

20
(18.2)

계 181 264 53 157 304 119 53 162 60 169 171 18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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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장애요인장애요인장애요인장애요인

조사대상자에게 각각의 감염방지 실천행위에 대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의료용 장갑 과 마스크 착용 및 교체,보안경 착용,감염성 질
환자의 진료 후 진료복 교체,기구세척 시 두꺼운 고무장갑 착용여부에 대
하여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료 전 후 손 세척여부에
대해서는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8).

표8조사대상자의 감염방지실천행위의 장애요인

*중복응답 포함,( )은 백분율

문항 비용 번거로움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기타

진료 전후 손 세척 여부 17
(28.8)

8
(13.6)

29
(49.25)

5
(8.5)

의료용 장갑 착용 여부 5
(7.04)

36
(50.7)

17
(23.9)

9
(12.7)

4
(5.6)

의료용 장갑 교체 여부 9
(19.6)

16
(34.8)

8
(17.4)

10
(21.7)

3
(6.5)

의료용 마스크 착용 여부 19
(543)

8
(22.9)

1
(2.9)

7
(20.0)

의료용 마스크 교체 여부 36
(22.8)

66
(41.8)

41
(26.0)

7
(4.4)

8
(5.1)

보안경 착용 여부 5
(3.4)

81
(54.7)

42
(28.4)

6
(4.1)

14
(9.5)

진료복 교체 여부 28
(14.6)

78
(40.6)

19
(9.9)

44
(23.0)

23
(12.0)

기구세척 시
고무장갑착용여부

1
(3.9)

19
(73.1)

4
(15.4)

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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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감염관리인식도감염관리인식도감염관리인식도감염관리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식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학교
를 졸업 한 후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의 76.0%인 161명이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4.1%인 51명은 없
다고 하였으며 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평균 환자 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 2년간 경험한 감염관리 교육 횟수에 대해 응답자의 31.7%인 50명
은 2회 미만,68.4%인 108명은 2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력,
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염관리 교육을 받고 난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
한 질문에 응답자의 95.1%인 155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9%인 8명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교육 후 조사대상자의 인식변화에 따른
실제 감염방지를 위한 실천행위에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의 92.3%인 143명은 있다고 하였고 7.7%인 12명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학력,근무기간,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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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조사대상자의 감염관리인식도에 대한 단변량 분석 (χ2-test)

*ValueforFisher'sexacttest

연령 학력 근무기간 근무기관 1일 평균 환자 수
24세
미만

24-29
세미만

29-34
세미만

34세
이상

전문
대졸 대졸 대학

원졸
4년
미만

4-8년
미만

8년
이상

치과대
학병원

종합
병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150
명미만

150명
이상

감염 관리
교육 여부

Yes 27 75 32 25 81 67 10 63 47 50 46 61 15 36 74 30 12 40
No 26 20 5 0 45 6 0 38 7 3 4 10 2 33 34 9 1 6
계 55 95 37 25 126 73 10 101 54 53 50 71 17 69 108 39 13 46
P값 <.0001 <.0001 <.0001 <.0001 0.0424

감염 관리
교육 횟수

2회 미만 15 21 9 5 33 17 0 62 45 47 10 14 6 18 32 8 3 6
2회이상 14 52 23 19 27 48 10 2 3 3 35 46 8 18 42 22 8 33
계 29 73 32 24 80 65 10 64 48 50 45 60 14 36 74 30 11 39
P값 0.0668 0.0121 0.7238* 0.0164 0.0205

교육 후 인식
변화

Yes 28 72 31 24 80 63 10 55 42 45 44 57 15 36 74 30 12 36
No 1 4 2 1 3 4 0 7 3 2 2 4 0 2 2 0 0 4
계 29 76 33 25 83 67 10 62 45 47 46 61 15 38 76 30 12 40
P값 1.0000* 0.8112* 0.3812* 0.9129* 0.1712*

교육 후 실천
행위 변화

Yes 23 67 31 22 74 57 10 23 17 9 41 54 14 32 68 29 11 33
No 5 5 0 2 6 6 0 41 27 40 3 3 1 4 6 1 1 3
계 28 72 31 24 80 63 10 64 44 49 44 57 15 36 74 30 12 36
P값 0.0671* 0.8031* 0.0620 0.7733* 0.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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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감염방지실천에 감염방지실천에 감염방지실천에 감염방지실천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연령,근무기간,학력,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감염관리 교육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감염방지 실천행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행한 다변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근무기간과 학력,감염관리교육경험 유무에 따
라 감염 방지 실천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분석결과 근무기간이 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무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감염방지 실천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감염방지 실천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은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감염방지 실천의지가 높았다(표10).
(이 모형은 76.7%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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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감염방지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변수 교차비 95%신뢰구간 P값
연령

24세 미만 -
24-29세 미만 1.30 (0.521-3.226) 0.5759
29-34세 미만 1.23 (0.273-5.511) 0.7899
34세 이상 0.55 (0.079-3.888) 0.5520

근무기간
4년 미만 -
4-8년 미만 0.57 (0.231-1.406) 0.2225
8년 이상 3.33 (0.698-15.832) 0.1314

학력
전문대졸 -
대졸 1.11 (0.508-2.425) 0.7838

대학원졸 2.53 (0.254-25.169) 0.4285
근무기관

치과대학병원 -
종합병원 1.75 (0.639-4.763) 0.2774
치과병원 0.72 (0.186-2.740) 0.6243
치과의원 0.50 (0.166-1.449) 0.1970

1일평균 환자 수
50명미만 -
50-100명미만 1.33 (0.520-3.419) 0.5485
100-150명미만 1.52 (0.344-6.700) 0.5808
150명이상 1.04 (0.418-2.607) 0.9266

감염관리교육여부
무 -
유 2.83 (1.199-6.670) 0.0176

모형예측정도 76.7%



- 38 -

8. 8. 8. 8. 감염관리인식도에 감염관리인식도에 감염관리인식도에 감염관리인식도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요인요인요인

연령,근무기간,학력,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감염관리 교육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행한 다변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분석결과에 연령,근무기간,학력,근무기관,1
일 평균 환자 수,감염관리 교육여부요인 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11).
(이 모형은 87.1%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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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감염관리인식도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변수 교차비 95%신뢰구간 P값
연령

24세 미만 -
24-29세 미만 0.62 (0.194-1.992) 0.4245
29-34세 미만 1.03 (0.188-5.674) 0.9701
34세 이상 1.70 (0.185-15.683) 0.6388

근무기간
2년 미만 -
2-4년 미만 1.46 (0.511-4.179) 0.4791
8년 이상 0.28 (0.047-1.634) 0.1563

학력
전문대졸 -
대졸 0.54 (0.215-1.347) 0.1856

대학원졸 <0.001 (<0.001->999.999) 0.9725
근무기관

치과대학병원 -
종합병원 0.57 (0.167-1.912) 0.3592
치과병원 1.70 (0.374-7.756) 0.4915
치과의원 0.83 (0.234-2.948) 0.7732

1일평균 환자 수
50명미만 -
50-100명미만 0.59 (0.191-1.807) 0.3536
100-150명미만 1.04 (0.215-4.984) 0.9651
150명이상 0.39 (0.123-1.241) 0.1109

감염관리교육여부
무 -
유 0.02 (0.004-0.099) <0.0001

모형예측정도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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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감염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치과위생사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인 평가와 인지여부가 중요하므로 조사대상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여부와
B형간염 예방 접종 및 항체생성 인지여부를 질문하였다. 지난 1년간 건강
검진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79.9%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치과대
학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140명중 88.6%인 124
명이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반면 치과의원은 전체69명의 60.9%인 42명만
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들을 대상
으로 건강검진이나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혈청학적검사를 통해 정기적
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형간염 예방 접종 및 항체 생성여부에 대해 94.9%가 예방접종을 받거
나 항체 생성여부를 알고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B형 간
염에 대한 항체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치과의원에 근무하
는 치과위생사들은 88.4%로, 치과대학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 치과위생
사의 97.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이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자구
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전신적인 기왕력에 대한 문진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약여
부,현재의 질병상태,이상체중 감소,임파선 증,구강점막병소,전염성 또
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증상 및 이환 경험 등을 열거하여 문답 형식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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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88.7%의 치과진
료기관들이 문진을 실시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문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치과진료기관의 실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치과진료 시에는 환자의 혈액과 타액 등으로 인하여 오염된 손에 의해
진료실 내 수도꼭지,비누 수건 등이 다시 오염되어 교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조윤정 등,2003).
본 조사에서 치과위생사들의 76.2%가 진료 전후 항상 손 세척을 한다고
하였으며,가끔한다와 안한다는 응답은 23.8%로 치과위생사들의 손 씻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비로서 의료용 장갑,마스크,보안
경,진료복의 착용은 치과 진료실에서의 감염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예방대
책이라 할 수 있다.의료용 장갑의 착용률은 63.9%의 응답자가 항상 한다
라고 하여 조윤정 등(2003)의 치과위생사의 감염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나타난 2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Nash(1992)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모든 환자에
대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치과위생사의 경우 1986년 31%,1988년
64%,1991년 86%이었다.또한 최금숙(1994)의 조사에서는 46.7%였으며 조
윤정 등(2003)의 조사에서는 60.5%로 마스크의 착용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조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81.8%가 항상 마스
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8.2%는 ‘가끔한다’와 ‘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여 마스크 착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환자
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마스크로 교환하는지에 대해 14.7%만이 항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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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고 하여 대다수의 치과위생사들이 교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 체계적인 교육과 의료기관이나 치과
종사자들의 인식변화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진료 시 금속성 수복물 이나 보철물 삭제 시 발생되는 분진이나 교
정용 철사 등 의 절단 시 눈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큰 편이고 혈액이나
타액 등이 각막과 직접 접촉되어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의 착용이 권장된다.응답자 중 항상 보안경을 착용
한다는 응답자는 12.7%에 불과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최금숙(1994)의 조사에서도 3.0%와 조윤정 등(2003)의 조사에서도
6.5%로 조사되어 과거에 비해 착용 율이 2배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
히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감염성 질환자의 진료 후 진료 복을 교환하는지에 대해 4.8%만이 항상
한다 라고 응답했고,95.2%가 가끔하거나 하지않는다 라고 응답해 대부분
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마스크 교환율,보안경 착용 율,진료 복 교체율이 다른 항목
에 비해 이행 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위의 세 항목의 장애요인을 살펴
보면 번거로움으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41.8%,54.7%,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번거로움으로 인해 마스크교환과 보안경 착용,진료 복
교체와 같은 감염방지 실천 노력이 낮은 점을 고려 할 때 의료기관의 환경
조성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감염성질환자 진료 후 진료 복 교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번거로움과 진료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러
나 CDC의 표준적 예방지침(Standardprecaution)에 따르면 혈액,체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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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 등이 의료인의 피부나 의복에 묻거나 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
호용 의복을 착용한 경우라면 사용 후에 바로 벗음으로써 오염된 가운으로
부터 진료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따라서
낮은 진료 복 교체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진료 복 자체를 교체하기보다는 감
염성 질환자의 진료 시에는 일회용 가운을 덧입어 진료복보호용으로 대체
하는 방법이 실용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진료기구 세척 시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 등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이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높아 기구 세척 시에는 두꺼운 고무장갑
을 착용해야한다.이에 대해 79.5%의 응답자가 항상한다 라고 했으며
20.5%는 가끔하거나 안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질문 문항에 비해 결측 값이
비교적 크고 기타 응답도 많은 것으로 보아 보통 치과진료기관에서 기구
세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고 치과대학병원 등에서 기구
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낮게 조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개인보호 장비의 이용 항목에서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착용 및 교체율
이 높은 이행 율을 나타내었으나 그에 비해 보안경 착용율과 마스크 및 진
료복 교체율은 매우 낮은 이행 율을 보였으며,기구세척 시 두꺼운 고무장
갑 착용,진료 전후 손 세척,수관관리,폐기물관리,주사침 분리 배출,오
염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안하기 등 표준적 예방지침에 포함
되는 일반적인 행동지침 항목에 대한 이행 율이 높았다.이는 보호 장비를
사용 할 때는 조사대상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경제적인 고
려와 다른 진료인력과의 협조도,조사 대상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권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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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여러 가지 환경적,조직적 요인이 작용하는 반면,일반적 행동지침
에는 개인의 의지만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경험에 대해 90.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자상 후 치료경험에
대해 감염 여부에 대한검사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였는가에 대하여32.7%만
이 그렇다고 하여 향후 감염감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요구 된
다 .또한 건겅검진 수진율․B형간염예방접종율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원에
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17.9%만이 자상 후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3%의 다른 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경험과 경로에 대한 질문에 75.9%가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교육경로는 보수교육,학회,교육자료,학교,
매스컴의 순으로 보수교육과 학회를 통한 교육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어 조윤정 등(2003)의 조사에서 매스컴과 학교 교육이 가장 높은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감염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치과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
반적인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매스컴과 학
교 교육이 높아진 요구 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치과위생사들
스스로가 협회 또는 학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한 보다 전문화되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을 요구하게 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이행정도에 있어 항목에 따른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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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실천행위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각종 감염방지실천행위의 장
애요인으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시술 시 번거로움과 진료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점을 고려할 때 감염방지 행위의 실
천 율 향상과 보호 장비의 착용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환경조
성과 의료진의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90.7%에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치과 의료진과 환자들 간에 혈류감염으로 인한 교차 감염의
위험이 높고 HIV감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교차 감염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번거로움과 시간부족
에서 비롯되는 감염방지 실천행위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방지 실천을 제도화하고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방지 실천의 필요성에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근무기간,학력,근무기관,1일 평균 환자 수,감염관리 교육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고 감염방지 실천행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감염관리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감염 방지
실천행위이행정도가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학력이 높을 수 록 감
염방지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치과위생사들의 감염방지 실천 행위에 대한 이
행정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에 대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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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조사 대상자 집단을 선정하지 못하고 개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교육에 참석
한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감염방지 실천 행위와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와 실천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감염관리
인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교육 시점 및 내
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이 미치
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 없이 설문조사에 의존한 결과이
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개입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들은 이미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교차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문에 응
답 할 때 의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항으로 답하려는 경
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결과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치과진료 기관의 감염관리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인식도와 이행 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치과의사의 감염관리 인식도와 감염
관리의 실천에 있어 다른 직종과의 협조 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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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감염방지실천행위와 감염관리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관리 인식도와 이행정도
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90.6%의 응답자가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진료기관 의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둘째,치과위생사들의 감염관리 인식도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염방지행위의 이행정도는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감염 관리에 대
한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여건에 따라 선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치과위생사들의 감염방지행위 이행에 대한 장애요인은 시술시 번
거로움이나 시간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감염방지 실천행위의 이행정도와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관리 교육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교차 감염에 의한 감염을 줄이고 보호하기위해서
는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치과 진료
실에서 실제로 실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비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개선 이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치과 진료
기관의 감염방지 지침을 마련하여 치과진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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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기공사,치과조
무사 등 치과진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인식도와 실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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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록록록 ---
치치치과과과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의의의 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 실실실태태태조조조사사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황제희입니다.
치과진료실내는 치과치료 시 발생하는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 등 여러 가지 분비물에 의
해 실내가 오염될 경우 감염의 매개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차감염의 가능
성이 항상 산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최최근근근 대대대중중중매매매체체체의의의 고고고발발발성성성 보보보도도도 (((MMMBBBCCCPPPDDD수수수첩첩첩 """치치치과과과의의의 비비비밀밀밀 등)로 인하여 치과
진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
되어 있으며 보보보건건건복복복지지지부부부 또또또한한한「「「치치치과과과진진진료료료에에에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 기기기자자자재재재 소소소독독독관관관리리리 지지지침침침」」」을을을 마마마련련련
각각각 치치치과과과 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에에에 전전전달달달하하하고고고 실실실태태태 점점점검검검결결결과과과 이이이행행행이이이 미미미흡흡흡할할할 경경경우우우 행행행정정정 제제제제제제 조조조치치치 방방방
안안안을을을 강강강구구구토토토록록록 하하하는는는 등등등 그그그 어어어느느느 때때때보보보다다다 치치치과과과진진진료료료기기기관관관의의의 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중중중요요요성성성이이이
대대대두두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치과진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과종사
자들의 교차감염에 대한 인식 도를 재조명 하고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
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치과 진료기관의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자료로 이
용될 것이며 아울러 귀하께서 응답하여주신 설문조사결과는 전산 처리되어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고,응답자의 개인 신상이나 신분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이므로 평소의 경험이나 실상에 대하여 솔직하게 빠짐없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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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2.귀하의 연령은? 만 세

3.귀하의 치과진료기관 근무기간은?(총 경력) 년 개월

4.귀하의 최종학력은?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이상
④ 기타

5.귀하의 현 근무처는?
① 치과대학병원 ② 종합병원 ③ 치과병원 ④ 치과의원 ⑤ 보건소

1.귀하의 근무기관의 1일 평균 환자 수는?(지난1주일을 기준으로) 명

2.귀하의 근무기관 내원 환자 중 감염성질환(예.B형 간염,폐렴,결핵,
에이즈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난1주일을 기준으로) 명

ⅠⅠⅠ...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근근근무무무기기기관관관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로로로 표표표시시시 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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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들 감염성 질환자 중 다빈도의 질환을 순서대로 나열해주십시오.
① 간염 ()② 상기도감염(감기) ()③ 성병 ()④ 결핵()⑤ 폐렴 ()
⑥ 에이즈()

1.귀하는 지난 1년간 건강진단을 받아 본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귀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거나 항체생성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귀하의 근무기관 에서는 귀하 또는 치과의사 등이 내원 환자의 과거
병력 또는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문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4.귀하는 환자와의 접촉 전후에 반드시 손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4-1.만일 귀하가 손 세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감감감염염염방방방지지지 실실실천천천 행행행위위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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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는 환자진료 시에 반드시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5-1.만일 귀하가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6.귀하는 환자진료 시에 환자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장갑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6-1.만일 귀하가 장갑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7.귀하는 환자진료 시에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7-1.만일 귀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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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는 환자진료 시에 환자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마스크를 교체하고
있습니까 ?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8-1.만일 귀하가 마스크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9.귀하는 환자진료 시에 반드시 보안경 또는 의료용 goggle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9-1.만일 귀하가 보안경을 착용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10.귀하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가 끝난 후 진료복을 갈아입
고 있습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10-1.만일 귀하가 진료복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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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귀하는 진료기구 세척 시 반드시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습
니까?

① 항상 한다.② 가끔 한다.③ 전혀 하지 않는다.

11-1.만일 귀하가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 ② 번거로움 ③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④ 진료시간이 길어지므로
⑤기타

12.귀하는 과거에 환자에게 사용된 날카로운 기구나 바늘에 찔린 경험
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바늘에 찔린 후에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였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 및 사용 중
인 멸균방법에 모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 건열 멸균기(dryheatsterilizer)( )
②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 )
③ 불포화화학증기멸균기(chemiclave)( )

ⅣⅣⅣ...다다다음음음은은은귀귀귀하하하의의의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실실실태태태에에에관관관한한한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곳곳곳에에에VVV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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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외선 소독기(UltraVioletsterilizer)( )
⑤ E.O Gas멸균기 ( )
⑥ 화학멸균(글루탈알데하이드 등 멸균용액에 담가 두는 방법)( )

2.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진료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대하여
멸균 또는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에 V로
표시 해 주십시오.

3.귀하께서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핸드피스
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멸균 및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
까?

① 환자에게 사용한 모든 핸드피스를 매번 멸균한다.( )
② 전염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한 핸드피스만 멸균한다.( )

수술기구 스켈러팁 리테이너와
매트릭스밴드 러버댐클램프 근관치료용파일

①항상한다.

②가끔한다.

③하지않는다.

아말감기구세트 보존용충전기구 인상용트레이 기본기구(m.e.p)
①항상한다.
②가끔한다.
③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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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료 후 매번 알코올스폰지나 소독용액을 묻힌 거즈 등을 이용하여
표면만 닦아준다.( )

④ 전혀 하지 않는다.( )
⑤ 기타

4.귀하는 감염성질환(예.B형 간염,폐렴,결핵,에이즈 등)을 가진 환자
의 진료에 사용한 기구를 다른 기구와 분리하여 세척하고 멸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귀하는 진료시작 전 후 수관 내에 역류되어있는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물을 빼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귀하는 환자의 진료가 끝난 후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진료실
내의 장비를 즉시 소독하고 있습니까?

① 매번 실시한다.② 가끔 한다.③ 하지 않는다.

7.귀하는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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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귀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1회 용품(예.에이프런,종이컵,주사침,마
취용 앰플 등) 을 재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귀하는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진료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귀하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치과진료기관의 감염관
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치과진료실내의 감염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만일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을 받은 주요경로는 무엇입니까?

ⅤⅤⅤ...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감감감염염염관관관리리리 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관관관심심심과과과 교교교육육육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입입입니니니다다다...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로로로 표표표시시시 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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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스컴 ()② 학교 ()③ 보수교육 ()④ 학회 ()⑤ 교육자료 ( )

4.최근 2년간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몇 회나 받으셨습니까? 회

5.감염관리 교육을 받고 난 후 감염관리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귀하의 인식변화에 따라 실제 감염방지를 위한 실천행위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만일 귀하의 답변이 '②아니오'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비용이 많이 들어서 ( )
②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 )
③ 치과의사 또는 치과조무사의 협조가 안되어서 ( )
④ 권한이 없어서 ( )
⑤ 기타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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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hee Hwang
DepartmentofHospital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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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In-HoCha,DDS.,Ph.D)

BACKGROUND:In dentalhealth caresettings,infection controlis
importantasthereishighriskofexposuretoorganismsthatcanbe
transmittedthroughdirectandindirectcontactwithblood,oralfluids,
otherpatientmaterials,orcontaminatedobjects.
PURPOSE:The aim ofthis study to ascertain currentinfection
controlpracticesindiversedentalhealthcaresettings,toexamin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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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ofknowledgeofinfectioncontrolamongdentalhygienists,andto
identifyfactorsrelatedtotheirlevelofknowledgeandcompliancewith
infection control.The hope isthatthe resultsofthisresearch will
contributetodecreasetheriskofcross-infectionindentalhealthcare
settings,andthusprotectbothpatientsanddentalhealthcarepersonnel
from infectiousdiseases.
METHODS:Thisisasurveyofdentalhygienistswhoattendeddental
hygienist conferenc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n=214)
betweenMarchandAprilin2008.Datawerecollectedonrespondents'
knowledge and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as well as their
demographiccharacteristics.
RESULTS:Usingmultiplelogisticregressionanalysiswithage,work
experience,education level,type ofsetting they work in,average
numberofpatientstheytreatdaily,andexperienceofinfectioncontrol
educationasindependentvariables,itwasfoundthatdentalhygienists
whohad received infection controleducation had significantly higher
compliancewithinfectioncontrolrecommendationscompared tothose
withoutpreviousinfectioncontroleducation.
Approximately79.9% (n=171)oftherespondentshadreceivedahealth
examinationwithinthepastyear.Thepercentageofdentalhygienists
who had health examinations was significantly loweramong those
workinginlocaldentalclinics(60.9%)compared tothoseworkingin
dentalhospitals,universityaffiliateddentalhospitals,orhospital-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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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clinics(88.6%).95% (n=203)oftherespondentsreceivedhepatitis
B vaccination.While 97.9% ofdentalhygienists working in dental
hospitals,universityaffiliateddentalhospitals,orhospital-based dental
clinicswerevaccinatedwiththehepatitisBvaccine,thepercentageof
vaccinateddentalhygienistswaslower(88.4%)amongthoseworkingin
localdentalclinics.
90.6% oftherespondents(n=193)reported thattheyhad sustained
percutaneousinjuriesduringwork,suchasaneedlestickoracutwith
a sharp object,and only 32.7% (n=64) of them reported having
appropriatepost-exposuremanagement.Amongtherespondentsworking
in localdentalclinics who had percutaneous injuries,only 17.9%
received appropriate post-exposure management,whereas 40.3% of
dentalhygienistswhoworked indentalhospitals,universityaffiliated
dental hospitals, or hospital-based dental clinics had appropriate
post-exposuremanagementaftersustainingpercutaneousinjuries.
Although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knowledgeofinfectioncontrol,thelevelofcompliancewithinfection
controlrecommendations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infection
control practices.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reasons for not
complyingwithrecommendationswereprolongingtreatmenttimeand
beingburdensome.
Overall,75.9% oftherespondentsreported thatthey had received
infection controleducation previously and themajority ofthem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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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the education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or
conferences.
DISCUSSION:Inordertoreducetheriskofdiseasetransmissionin
dentalhealthcaresettings,itisnecessarytoprovideeffectiveinfection
controleducationandtrainingfordentalhealthcareprofessionalsafter
assessingtheirlevelofknowledgeofinfectioncontrol.Furtherresearch
needs to focus on improving compliance with infection control
recommendations among dental health care personnel as well as
utilization of protective devices. Infection control policies and
administrativecontrolsshould beputintoplacetofacilitateinfection
controlpracticesamongdentalhealthcare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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