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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치과 병,의원의 진료환경은 치아를 삭제하거나, 치아에 장착하는 수복물을 

제작하는 과정중 air-water spray 의 분사, 구강내.외의 기공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과 바이오에어로졸 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원에 둘

러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대학병원 종사자들의 호흡기계 증상과 치과진료실 

내의 바이오에어로졸을 측정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치과진료실

의 실내근무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실내 근무환경이 종사자들의 호흡기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한 1개 치과대학병원의 종사자 191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치과진료실 1곳을 선정(치과보존과)하여 바이

오에어로졸을 측정하였다. 

   총 부유세균의 농도분포는 진료전의 경우 진료실 B지점이 가장 높은 농도

를 나타냈고, 진료 중 측정결과 진료실 A와 B지점 모두 다른 지점에 비해 높

았다.

   입경크기 분포는 1.1~2.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입경크기는

폐기관지에 가장 많이 침적되는 크기이다.

   요일별 농도분포에서는 전체적으로 진료전보다 진료 중이 비교적 높은 농

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내원환자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23개의 종 중 unknown 14개종을 제외한 9종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균이었으며, 이 중 3개종이 폐렴과 관련된 균종이며, 1종-Pseudom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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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tzeri 는 기회성 감염균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호흡기 질환을 다루지 않

는 진료과목인 치과에서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균에 검출된 것으로 보아 바이

오에어로졸로 인한 교차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실은 진료전보다 진료중 부유세

균의 농도가 높고, 호흡기계 침전되는 입경크기의 점유율이 높으며, 폐렴의 원

인균 및 기회성 감염균종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은 진료

실내 부유세균, 바이오에어로졸의 인식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심어 : 치과진료실, 부유세균, 자각증상, 실내공기, 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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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산업의 발달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제공하지만, 

이와 더불어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발견이 주는 부작용 또한 간과 할 수 없

다. 더욱이 도시화가 되면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함에 따라 실내 환경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Ledford, 1994).   

   실내의 환경, 공기 중 오염물질의 문제점은 그 피해 정도가 확실히 규명되

지 않았다는 것이 있으며,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오염될 수 있다는 데 있

다. 바이오에어로졸은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

학적 기원(biologocal orgin)을 가진 물질로(Pastuszka, et al., 2000) 세균, 

진균, 단세포동물, 꽃가루 그리고 동물의 비듬을 포함한다(Anthony, et al., 

2001).

   실내공기 중에서 이러한 바이오에어로졸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실외에

서 유입되는 경우와 건물의 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에 의한 경우, 실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의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Pastuszka, et al., 2000). 실내 공기 중의 세균과 

간균은 감염성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알러지나 독성작용을 일으

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Sick-Building Syndrom의 주요원인으로 

바이오에어로졸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Humidifier Fever, 천식 등과 관

련성이 있어 실내공기질의 indicator(지표)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Dales, 

et al., 1991; I.Monic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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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진료실의 기본이 되는 장비인 dental unit chair는 치과용 공기중 세균

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장비이다. dental unit chair에 장착된 치과

용 handpiece는 수관으로부터 흐르는 물과 handpiece의 회전으로부터 발생

되는 공기, 환자의 침 등과 결합되어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이것은 항상 확산

이 동반되어진다. 치과치료에서 거의 모든 과정은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형태

로 이루어지고, 보통 이 때의 에어로졸은 bacteria, viruses, fungi, blood등으

로 오염된 상태이다. 에어로졸은 50㎛ 또는 그 이하의 직경의 액상 또는 고체

상의 particle로, 공기의 흐름으로 멀리까지 확산이 가능하여 오랜기간 공기중

에 잔존할 수 있다. 또한 폐포까지 도달할 정도로 호흡기계 깊숙히 침투한다. 

확산의 범위는 환자의 구강으로부터 15에서 120cm까지이며, 이는 환자와 술

자, assistant의 옷, 눈과 피부, 머리카락 등에 까지 쉽게 접촉되어 침전될 수 

있는 범위이다 (Jolanta Szymanska,2007). 

   치과의 바이오에어로졸 발생 source에 환자 또한 포함된다. 환자의 침, 코

와 목의 분비물, dental plague(치태), 치아조직, 각종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치과 재료들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산은 치과용 

high-speed handpiece와 ultrasonic(scaler)의 사용이다. 치과 치료중 특히 

보존적 수복치료와 구강위생과정(scaling)을 수행하는 site에서 high level의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이 나타났다. 이 곳에서 술자와 assiatant의 

mask, dental unit lamp, 타구의 덮개, 기구재료 이동용 table의 표면을 조사

한 결과 Streptococcus속은 전체 bacteria 가운데 42%, Staphylococcus는 

41%, 그람음성균은 17%를 차지했다. 그리고 술자의 mask가 가장 많은 미생

물이 검출되었고 기구재료 table이 그 뒤를 이었다(Jolanta Szymansk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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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의 진료환경은 치아를 삭제하거나, 치아에 장착하는 수복물을 

제작하는 과정중 air-water spray 의 분사, 구강내.외의 기공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과 공기중 부유세균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원에 둘러

쌓여 있다. 또한 치과 병,의원이 기공실은 분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치과진

료실은 일반적인 치료와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겸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의 환

기는, 건물내에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자연환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하루에 최소 8시간 이

상을 바이오에어로졸이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의 호흡기 증상과 바이오에어로졸

을 포함하는 치과진료실내의 부유세균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내

환경인식도 조사를 통해 진료실 종사자들의 현재 실내자각증상 및 호흡기 건

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실의 공기를 샘플링하여 부유세균과 건강자각증상, 그 

중 호흡기계 증상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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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진료실의 부유세균과 종사자들의 건강자각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다. 치과진료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내자각증상과 인지

도 및 호흡기계 증상을 조사하고, 진료실내의 공기질 측정을 통해 부유세균의 

농도와 부유세균의 종을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치과대학병원 종사자 대상

-실내환경인지도 및 자각증상조사

조사대상 선정

-서울시내 소재 1개 치과대학병원

표본채취

-치과진료실(보존과)공기포집

1.총부유세균 조사(2주)

2.부유세균 동정 

-실내환경인지도 및 자각증상 조사결과 분석

-총부유세균 및 균의 입경크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측정지점, 시기,요일별분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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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의 1개 치과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

내자각증상과 인지도 및 호흡기계 관련증상에 관한 조사는 2010년 4월 30일

부터 5월 10일 까지 약 2주에 걸쳐 치과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유세균의 조사는 치과대학병원의 치과보존과 진료실 내부를 대상으로 측

정시기는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12일 까지 약 3주간 공기포집을 실시하

였다. 

3. 조사방법 및 구성

   가. 실내공기 중 부유세균으로 인한 자각증상의 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치과대학병원 내에서 호흡기계 증상을 종속변수

로 하고, 근무환경, 진료실 환경을 주요 독립변수로 한다. 변수들은 치과대학

병원 진료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변

수 범위는 아래의 표(표 1)와 같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의 내용은 호흡기계 주요증상을 크게 3부류의 군(천

식증상군, 알레르기 비염 증상군, 폐렴 증상군)으로 나누고 각 군마다 근무환

경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조사한 후 호흡기계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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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종속변수 호흡기계 관련 자각증상

 • 천식증상군

   -마른기침, 숨이참, 거친숨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

 • 알레르기비염 증상군

   -코막힘, 연속적 재채기, 맑은콧물

 • 폐렴 증상군

   -가래,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구역,구토    

독립변수

일반적 근무환경요인

 • 물리적 환경 : 사무실의 형태, 근무부서,

               1일 평균근무시간, 화분, 

               가습기, 에어컨, 외출정도

 • 실내환경인지도 : 환기, 온도, 먼지, 

                  습도, 악취 등

진료실 종사자 근무환경

요인

 • 진료실 특성 : 환자수, 진료실면적(chair대수)

 • 사용기구특성 : air-water spray 기구종류,

                환자1인당 구강내 사용시간

                (handpiece,ultrasonic),

                환자1인당 사용횟수

                (air-water syringe),

                사용1회당 지속시간

                (air-water syringe),

                vacuum tip의 종류

 • 보호장구 : 착용여부, 보호장구의 종류       

개인적 요인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결혼상태, 흡연

                근무직종, 근무기간

표 1. 설문조사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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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과진료실 공기중 부유세균의 측정

   공기포집장소는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실 지점으로 치과보존과를 선정하였

다. 치과보존과는 치과 진료과목 중 구강내 handpiece 사용은 물론 구강 외 

기공 작업 및 미세현미경수술 등 치과진료실에서 공기에 영향(바이오에어로졸 

생성)을 미치는 진료행위를 포괄하는 부서이므로 이곳을 공기 포집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대조지점은  사무실과, 외기를 선정하였다.

   표본채취 지점은 치과보존과 진료실의 chair 배치구조에 따라 진료실A와 

진료실B type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진료실A type은 partition으로 1개의 

chair가 독립되어 있으나 천정이 열린 형태의 배치이고, 진료실B type은 2개

의 chair가 한 공간에 배치된 형태의 구조이다.

   보통 진료시작 전, 진료 중 두 그룹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매 측정시마

다 온도와 습도를 동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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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
Temperature

(℃)

Humidity

(%)
특성

진료실A 23~29 31~50

-1개의 독립 chair

-천창이 열린 partition으로 구획 구분

-개폐가 가능한 창문 1개 존재

-측정시 항상 닫힘상태에서 표본채취

-측정시 환자 1인과 술자1인이 존재

-high/low speed handpiece, air-water

 syringe 모두 사용

-ultrasonic 선택적 사용

-high-volume vacuum tip 사용 

진료실B 24~29 32~49

-2개의 chair가 공존

-천창이 열린 partition으로 구획 구분

-창문없음

-측정시 환자 1인과 술자1인 이상이 존재

-high/low speed handpiece, air-water

 syringe 모두 사용

-high-volume vacuum tip 사용 

사무실 24~29 33~48

-개폐가 가능한 창문 4개 존재

-출입문은 대부분 닫힌 상태

-측정시 창문과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표본채취

-사용인원 10~15명 전후

실외공기 16~34 30~46

-진료실내 창문이 있는 방향의 실외지점

 표본채취

-100m이내 공사장 있음

-차량의 왕래가 있음  

표 2. 표본채취 지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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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오염 측정기는 미국의 Andersen사의 제품인 6-stage cascade air 

sampler로 spring clamp와 와 O-ring gasket에 의해 결합된 6개의 aluminum 

stage로 구성되어 있다. 각 stage는 400개의 분출구멍을 가진 Plate를 가지

고 있으며, 6-stage로 배지를 중첩시킨 후 저부흡입구로 공기를 28.3L/min으

로 흡입하여 흡입공기가 상단의 배지면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하단의 배지면에 

접촉하면서 통과된다. 흡입하여 빨아당겨진 공기는 각 stage내의 다양한 분출

을 통해 배지 표면을 향하며 부딪친다. 분출구멍의 각 stage내에서는 동일하

지만, 연속적으로 stage를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진다. 따라서, 분출속도는 각 

stage내에서는 동일하지만, 연속적으로 stage를 내려가면서 증가한다. 보통 

바이오에어로졸의 입자크기는 0.01-100㎛이하이다. 

   사용된 배양/동정배지는 Trypic Soy Agar(TSA)를 사용하였다.     

   1) 총부유세균 조사

   포집 완료된 Trypic Soy Agar(TSA)배지는 37℃에서 48시간동안 Incubator 

배양시킨 후, 집락수를 세어 공기중 단위 용량당 집락수를 계산하였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2번의 주기로 부유세균의 농도와 입경크기를 조사하

였다. 결과의 분석은 총 부유세균과 입경크기로 분류하여 측정지점별, 측정시

기별, 요일별 공기중 부유세균의 농도를 분석하고 양상을 조사하였다. 

   2) 부유세균의 동정

   본 실험에 앞서 예비실험으로 5월 12일과 14일 양일간 Andersen sampler 

1stage를 사용하여 실험군으로 진료실 A지점과 진료실 B지점을, 대조군으로

는 환자대기실, 사무실, 실외공기를 채취하여 48시간 배양 후 동정하였다. 예

비실험의 동정결과 총 11개의 종 중 unknown 3개종과 Bacillus firmus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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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7종은 모두 병원성균이었으며, 이 중 4개종이 폐렴과 관련된 균종이며, 

1종-Pseudomonas stutzeri 는 기회성 감염균으로 나타났다.

   예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실험에서는 Acinetobacter lwoffii, Klebsiella 

pneumoniae, Kocuria rosea, Micrococcus luteus이상 4종의 폐렴균과 

Pseudomonas stutzeri 1종의 기회성 감염균을 합하여 총 5종의 균을 선정하

고 본실험을 시행하였다.  

   본실험은 2010년 6월4일(금)부터 6월10일(목)까지 1주간 시행하였으며 표

본의 채취는 진료실 A와 B지점의 경우 진료전은 월,수,금,토요일에 시행, 진

요 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포집하였다. 대조군인 사무실과 외기

는 진료전의 경우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료 중에는 월, 수 토요일에 각각 표본

을 채취하여 총 30plate의 배지를 48시간 37℃에서 배양 후 동정하였다. 부

유세균의 동정은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교실에 의뢰하였다.

 

4. 분석방법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 까지 약 2주에 걸쳐, 치

과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방법은 본 연구

자가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207부를 배포하여 191부를 회수(회수율

92.27%)하였고, 19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회수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2.0 Window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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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환경, 개인적 특성, 진료실내 환경과 호흡기계 증상 및 실내자각증상

인지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t검정(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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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실내공기 중 부유세균으로 인한 자각증상의 조사결과

   가.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직종, 성별, 연령, 결혼상태, 근무년수, 흡연여

부, 콘택트렌즈 착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는 여자가 128명(67.02%), 남자가 63명(32.98%)이었으며, 연

령은 20대에서 40대 이상으로 20대 군이 106명(55.50%)으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84명(43.98%)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미혼

이 132명(69.11%)으로 기혼보다 많았다. 또한 근무기간은 1-5년 미만이 93

명(48.69%)로 1년 미만이나 5년이상 근무자에 비해 많았다. 흡연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173명(90.53%)이 비흡연으로 응답하여 치과병원 종사자

의 거의 대부분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착용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모두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89명(46.60%), 안경만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60

명(31.41%)으로 대부분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다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명(7.33%)으로 매우 적은 응답율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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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응답자수(N) 백분율(%)

직종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사무직

기계 및 설비직

 84

  6

 51

 33

 14

  3

43.98

 3.14

26.70

17.28

 7.33

 1.57

성별
여

남

128

 63

67.02

32.98

연령

20대

30대

40대이상

106

 67

 18

55.50

35.08

 9.42

결혼상태
미혼

기혼

132

 59

69.11

30.89

근무년수

1년미만

1년-5년미만

5년이상

35

93

63

18.32

48.69

32.98

흡연여부

흡연

비흡연

과거흡연

13

173

5

 6.81

90.58

 2.62

콘텍트렌즈

착용여부

안경

콘텍트렌즈

둘다착용

둘다 착용하지 않음

60

28

14

89

31.41

14.66

 7.33

46.60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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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답자의 일반적 근무환경에 관한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근무환경에 대한 특성으로 진료실(사무실)의 형태, 근무부

서, 하루평균 진료실(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 사무용집기 구성, 환기가능 유

리창 여부, 근무형태, 건물 밖 외출형태, 건물 밖 외출횟수와 한번 외출시 걸

리는 시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4).

   진료실(사무실) 형태에 대한 응답은 임상진료실이 162명(84.82%)으로 가

장 많았고, 근무부서는 총 15개 부서를 실내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고

려하여 3개의 부서로 나누었을때 일반임상부서로 응답한 인원이 152명

(79.58%)로 가장 많았다. 

   사무용 집기는 실내공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에어로졸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항목만을 질문지에 보기로 제시하였다. 사무용 집기에 대한 응

답은 중복응답으로, 에어컨 163명(85.34%), 화분 143명(7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6명(3.14%) 응답에는 공기 청정기와 선풍기 등이 있었다.

   진료실(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은 0~10시간으로 응답한 사람이 98명

(51.31%)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는 근무시간내내 환자진료 또는 진료

보조로 답한 응답자가 142명(74.35%)으로 가장 많았다. 개폐 가능한 유리

창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181명(94.76%)

이었다.

   건물 밖 외출형태의 경우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106명(55.50%)이

었으며, 하루중 건물 밖 외출횟수는 1회가 93명(48.69%)으로 가장 많았고, 

한번 외출시 걸리는 시간은 0~60분이라고 응답한 자가 139명(72.7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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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응답자수(N) 백분율(%)

진료실(사무실)

형태

임상진료실

일반사무실

기타

162

 20

  9

84.82

10.47

 4.71

근무부서

일반임상부서

분진유발부서

일반행정부서 및 기타

152

 19

 20

79.58

 9.94

10.47

사무용집기 구성

가습기

에어컨

화분

기타

 25

163

143

  6

13.09

85.34

74.87

 3.14

진료실(사무실)에서

지내는 시간

0~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98

 48

 45

51.31

25.13

23.56

근무형태

대부분 책상에서 근무

거의 환자진료 또는 진료보조

거의 병원내 이동근무

 36

142

 13

18.85

74.35

 6.81

개폐가능

유리창 여부

있음

없음

181

 10

94.76

 5.24

건물 밖 외출형태

규칙적으로

때때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

 19

 66

106

 9.95

34.55

55.50

외출횟수

0회

1회

2~3회

4회이상

 73

 93

 22

 3

38.22

48.69

11.52

 1.57

외출 1회당 

소요시간

0분

0~60분

60~120분

 49

139

  3

25.65

72.77

 1.57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근무환경에 관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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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료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

   전체 응답자 191명 중 진료실 종사자인 162명(84.82%)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로서, 진료실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 진료실 면적

(unit chair대수)에 관해 질문하였다. 사용기기의 특성으로는 air-water spray 

기구의 종류, 1인당 구강 내 사용시간(high/low speed angle, ultrasonic을 

중심으로), 환자 1인당 사용횟수와 사용 1회당 지속시간(air-water syringe를 

중심으로), vacuum(치과용 흡입기) tip의 종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보호 장구에 대한 질문에는 착용여부와 보호 장구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5). 

   진료실 특성에 관한 질문 중 하루 평균 내원 환자 수는 0~10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8명(41.97%)이었고, 치과용 unit chair 수를 기준으로 부서 

면적을 질문한 문항에서 진료실 면적의 평균 대수는 21.3대로 나타났으며, 응

답자중 2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는 113명(69.75%)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기기의 특성에 관한 질문중 인위적 바이오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air-water spray 기기에 대한 응답은 중복응답으로, air- water syringe 사

용이 156명(96.30%), low-speed angle 사용이 157명(96.91%)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로 조사되었

다. high- speed angle과 low speed angle 또는 ultrasonic 사용시 환자 1

인 평균 구강 내 사용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68명(41.98%)이 10분이내 사용

으로 응답하였다. 환자 1인당 air-water syringe 평균사용횟수는 4~6회라

고  응답한 사람이 56명(34.57%)으로 나타났고, air-water syringe 사용 1

회당 평균 분사 지속시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4~6초라는 응답이 80명

(49.38%)로 가장 많았다. 사용하는 vacuum tip(치과용 흡입기)의 종류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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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응답자수(N) 백분율(%)

하루 평균 내원환자 수

0-100명

100-200명

200명 이상

68

55

39

41.97

33.95

24.07

진료실 면적 unit chair대수 21.3대(평균)

air-water spray

기기의 사용

air-water syringe

high-speed angle

low-speed angle

ultrasonic(scaler포함)

156

144

157

131

96.30

88.89

96.91

80.86

환자 1인당
구강내 사용시간

(H/L speed angle
or

ultrasonic중심)

10분 이내

10~20분

20분이상

68

64

30

41.98

39.51

18.52

환자 1인당 
air-water syringe

평균사용횟수

0~3회

4~6회

7회이상

53

56

53

32.72

34.57

32.71

air-water syringe
사용1회당 평균
분사지속시간

0~3초

4~6초

7초이상

47

80

35

29.01

49.38

21.61

vacuum tip의 종류

high-volume

low-volume

saliva ejector

94

25

43

58.02

15.43

26.54

는 질문에서는 high-volume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94명(58.02%)으로 조사

되었다.

   보호 장구에 관한 질문에서는 착용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거의 착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63명(38.89%)이었고, 사용하는 보호 장구의 종류는 119

명(73.46%)이 “Face mask"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표 5. 진료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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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의 착용여부

항상착용

거의착용

일정치않음

착용하지 않는편

전혀 착용하지않음

20

63

50

24

5

12.35

38.89

30.86

14.81

3.09

보호장구의 종류

Face mask

보안경

Face shield

Head cap

없음

119

59

23

7

21

73.46

36.42

14.2

4.32

12.96

   4) 치과대학병원 종사자중 호흡기계 증상 및 의학적 병력에 대한 응답

   문항에 제시된 증상은 전체 응답자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에 기인하여 총 12개의 증상을 발췌, 각각의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4점, ‘약간 그렇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의 순으로 5점 척도로 정리하여 평균값을 조사하였다(표 6).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체 증상 중 ‘피로감’의 인지도 

점수가 2.7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막힘’이 2.141점, ‘재채기’는 2.084점, 

‘두통’이 2.047점, ‘마른기침’의 경우 2.037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구

역/구토’로 응답한 사람의 인지도 점수는 1.01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무 중 상기의 호흡기계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때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

답자의 58명(30.37%)이 퇴근 전후라고 응답했으며, 호전되는 때를 주말로 응

답한 사람은 66명(34.55%)으로 나타났다. 증상 발현시 취하는 행동에 대해 

102명(53.40%)이 ‘참고 견딘다’고 응답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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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호흡기계 증상 평균 표준편차

천식

마른기침

숨이참

거친숨소리

가슴답답/압박감

2.037

1.335

1.157

1.503

1.126

0.914

0.862

1.056

알레르기비염

코막힘

재채기 

맑은콧물

2.141

2.084

1.565

1.098

1.043

0.987

폐렴

가래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구역/구토

1.534

1.120

2.047

2.775

1.010

1.070

0.828

1.082

1.113

0.858

총증상 1.692 0.663

변수 구분 응답자수(N) 백분율(%)

근무중

증상발현시기

출근직후

12시전후

퇴근전후

야근시

근무시간내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2

39

58

12

43

27

6.28

20.42

30.37

6.28

22.51

14.14

증상이

호전되는시기

오전

오후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

9

9

61

66

28

9.42

4.71

4.71

31.94

94.55

14.66

표 6. 호흡기계 자각증상의 인지도

표 7. 호흡기계 증상발현 및 호전시기와 대응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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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시

취하는 행동

참고 견딘다

휴식을 취한다

밖으로 나간다

약을 복용한다

기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02

35

4

17

6

27

53.40

18.32

2.09

8.90

3.14

14.14

   호흡기 질환의 의학적 병력에 대한 응답에서 호흡기 질환의 유병여부 또는 

과거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141명(73.82%)이 ‘없다’고 답했다. 호흡기 질

환이 있거나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총 50명의 응답자 중 42명(84%)이 질환을 현재 잃고 있

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실시한 이 문항에서 조사결과 천

식은 3명(6%), 결핵 1명(2%)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는 기관

지염, 만성기침, 상기도감염, 편도선염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변원 방문에 대한 질문에 총 54명의 응

답자 중 38명(70.3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약복

용 여부 또한 동일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시기에 

대해 50명의 응답자 중 ‘봄’이라는 응답이19명(38%), ‘계절에 관계없다“는 응

답이 18명(3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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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증상 마른기침 숨이참 거친숨소리
가슴답답/

압박감
코막힘 재채기 맑은콧물 가래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구역/구토

실내근무환경인지도 

평균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직종

  진료실종사자군 1.8±0.62 2.1±1.12 1.4± 0.93 1.2± 0.88 1.6± 1.08 2.3± 1.08 2.2± 1.01 1.7± 0.99 1.6± 1.08 1.2± 0.84 2.1± 1.06 2.9± 1.01 1.1± 0.89 2.4± 0.54

  사무직/기타군 1.1±0.66 1.3 0.93 1.0± 0.71 0.9± 0.73 1.0± 0.71 1.4± 0.93 1.3± 0.97 0.9± 0.67 1.0± 0.80 0.9± 0.69 1.4± 1.03 1.6± 1.19 0.7± 0.54 1.9± 0.69

성별

  여 1.8±0.60 2.2± 1.06 1.4± 0.86 1.2± 0.88 1.6± 1.09 2.2± 1.04 2.2± 0.97 1.6± 0.98 1.6± 1.01 1.2± 0.85 2.2± 1.01 2.8± 1.01 1.1± 0.90 2.4± 0.55

  남 1.5±0.76 1.7± 1.20 1.2± 1.01 1.0± 0.82 1.3± 0.96 2.1± 1.21 1.8± 1.14 1.5± 1.00 1.5± 1.19 1.0± 0.78 1.8± 1.16 2.6± 1.30 0.8± 0.73 2.2± 0.61

연령

  20~29세 1.7±0.63 2.0± 1.09 1.3± 0.92 1.2± 0.87 1.4± 0.98 2.1± 1.12 2.1± 1.05 1.6± 1.00 1.5± 1.06 1.0± 0.75 2.0± 1.15 2.8± 1.10 1.0± 0.88 2.3± 0.50

  30~39세 1.9±0.66 2.3± 1.15 1.5± 0.94 1.2±0.90 1.8± 1.18 2.4± 1.00 2.2± 0.99 1.7± 0.99 1.7± 1.09 1.3± 0.93 2.2± 0.95 2.9± 1.01 1.1± 0.88 2.5± 0.62

  40세이상 1.3±0.66 1.5± 0.99 1.1± 0.68 1.0± 0.69 1.8± 0.62 1.4± 1.10 1.5± 1.04 1.0± 0.69 1.3± 1.03 0.9± 0.73 1.6± 0.98 1.9± 1.26 0.9± 0.64 1.9± 0.65

근무기간

  1년미만 1.6±0.82 1.8± 1.26 1.4± 1.19 1.0± 0.82 1.5± 1.04 2.0± 1.29 2.0± 1.25 1.6± 1.20 1.3± 1.19 1.0± 0.92 1.5± 1.25 2.7± 1.45 0.9± 0.87 2.3± 0.57

  1~5년미만 1.7±0.59 2.0± 1.07 1.3± 0.88 1.2± 0.91 1.4± 0.99 2.2± 1.07 2.1± 0.99 1.6± 0.91 1.6± 1.02 1.1± 0.73 2.1± 0.99 2.9± 0.94 1.0± 0.90 2.3± 0.47

  5년이상 1.8±0.68 2.2± 1.13 1.4± 0.78 1.2± 0.81 1.6± 1.16 2.2± 1.09 2.1± 1.01 1.5± 0.98 1.6± 1.07 1.3± 0.90 2.2± 1.04 2.7± 1.14 1.1± 0.80 2.4± 0.71

흡연여부

  흡연 1.4±0.55 1.7± 1.14 1.2± 0.86 1.1± 0.80 1.2± 0.86 1.7± 0.84 1.6± 0.92 1.3± 0.97 1.8± 1.22 0.9± 0.54 1.2± 0.81 2.3± 1.24 0.7± 0.57 2.1± 0.56

  비흡연 1.7±0.67 2.1± 1.12 1.4± 0.92 1.2± 0.87 1.5± 1.07 2.2± 1.11 2.1± 1.05 1.6± 0.99 1.5± 1.05 1.1± 0.85 2.1± 1.07 2.8± 1.09 1.0± 0.88 2.4± 0.58

*척도-매우그렇다:4점, 약간그렇다:3, 보통이다:2, 그렇지않다:1, 전혀그렇지않다:0

*인지도는 7개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를 0점 매우그렇다를 4점으로 7문항을 평균낸 것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기계 증상 및 실내환경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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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증상 마른기침 숨이참 거친숨소리
가슴답답/

압박감
코막힘 재채기 맑은콧물 가래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구역/구토

실내근무환경

인지도 평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진료실형태

  임상진료실 1.8±0.62 2.2± 1.10 1.4± 0.93 1.2± 0.87 1.6± 1.06 2.3± 1.06 2.2±1.01 1.7± 0.99 1.6± 1.08 1.2± 0.84 2.1± 105 2.9± 1.00 1.1± 0.89 2.4± 0.52

  사무실/기타 1.1± 0.64 1.3± 0.97 1.0± 0.78 0.8± 0.73 0.9± 0.74 1.5± 1.06 1.4±0.98 0.9± 0.65 0.9± 0.80 0.8± 0.69 1.6± 1.15 1.9± 1.27 0.7± 0.54 2..0± 0.76

근무부서

  일반임상부서 1.8± 0.63 2.1± 1.11 1.4± 0.93 1.2± 0.86 1.6± 1.09 2.3± 1.08 2.2± 1.01 1.6± 0.98 1.6± 1.08 1.2± 0.85 2.2± 1.04 3.0± 0.99 1.1± 0.91 2.4± 0.55

  분진유발부서 1.5± 0.74 1.7± 1.25 1.16± 0.90 1.4± 0.96 1.5± 0.90 2.2± 1.12 2.0± 1.13 1.5± 1.02 1.5± 1.12 1.0± 0.78 1.6± 1.26 2.2± 1.26 0.7± 0.56 2.5± 0.38

  행정부서/기타 1.2± 0.60 1.5± 1.00 0.9± 0.59 1.0± 0.76 0.9± 0.59 1.3± 0.85 1.6± 1.10 1.2± 0.93 1.2± 0.88 0.8± 0.55 1.6± 1.05 1.9± 1.23 0.8± 0.52 1.7± 0.60

근무형태

  사무업무 1.3± 0.71 1.6± 1.08 1.1± 0.82 0.9± 0.76 1.1± 0.92 1.7± 1.11 1.7± 1.12 1.1± 0.82 1.1± 0.96 0.8± 0.71 1.7± 1.10 2.1± 1.26 0.9± 0.71 2.2± 0.75

  진료업무 1.8± 0.62 2.1± 1.12 1.4± 0.94 1.2± 0.85 1.6± 1.06 2.3± 1.06 2.2± 1.03 1.7± 1.00 1.7± 1.08 1.2± 0.84 2.7± 1.05 3.0± 0.97 1.0± 0.90 2.4± 0.53

  이동근무 1.6± 0.58 2.2± 1.09 1.6± 0.77 1.2± 1.09 1.3± 1.03 1.9± 1.21 2.0± 0.71 1.5± 0.88 1.2± 1.01 1.1± 0.86 1.8± 1.17 2.6± 1.39 1.0± 0.82 2.3± 0.52

외출횟수

  0회 1.8± 0.59 2.0± 1.11 1.3± 0.94 1.2± 0.87 1.6± 1.14 2.1± 1.03 2.3± 1.01 1.7± 1.02 1.6± 1.07 1.1± 0.82 2.2± 1.01 3.0± 0.96 1.0± 0.91 2.5± 0.56

  1회 1.7± 0.69 2.1± 1.16 1.4± 0.90 0.2± 0.88 1.5± 1.03 2.3± 1.08 2.1± 1.03 1.6± 0.97 1.5± 1.06 1.1± 0.88 2.1± 1.09 2.7± 1.08 1.1± 0.84 2.3± 0.56

  2회이상 1.4± 0.72 1.9± 1.08 1.2± 0.90 1.1± 0.83 1.3± 0.89 1.6± 1.22 1.6± 1.08 1.4± 0.95 1.4± 1.11 1.0± 0.68 1.6± 1.16 2.2± 1.40 0.9± 0.78 2.1± 0.61

*척도-매우그렇다:4점, 약간그렇다:3, 보통이다:2, 그렇지않다:1, 전혀그렇지않다:0

*인지도는 7개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를 0점 매우그렇다를 4점으로 7문항을 평균낸 것

표 9. 근무환경 특성에 따른 호흡기계 증상 및 실내환경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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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증상 마른기침 숨이참 거친숨소리
가슴답답/압

박감
코막힘 재채기 맑은콧물 가래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구역/구토

실내근무환경

인지도 평균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하루평균환자수

  0~50명 1.7± 0.52 2.1± 1.06 1.3± 0.91 1.1± 0.85 1.6± 0.96 2.2± 1.17 2.5± 0.91 1.7± 1.09 1.8± 1.22 0.9± 0.60 1.9±1.08 2.9± 1.03 0.9± 0.93 2.2± 0.52

  50~100명 1.8± 0.57 2.4± 0.91 1.4± 0.73 1.2± 0.69 1.4± 0.82 2.3± 1.00 2.1± 0.98 1.7± 0.92 1.6± 1.06 1.3± 0.90 2.2± 0.95 2.7± 0.88 1.1± 0.92 2.5± 0.37

  100~150명 2.0± 0.71 2.5± 1.23 1.8± 1.17 1.4± 1.09 1.8± 1.23 2.4± 1.09 2.3± 1.08 1.7± 0.99 1.7±1.08 1.4± 0.97 2.5± 0.97 3.3± 0.94 1.3± 0.85 2.4± 0.48

  150~200명 1.7± 0.61 1.9± 1.60 1.1± 0.75 1.2± 0.80 1.4± 1.14 2.4± 1.00 2.4± 1.05 2.1± 1.09 1.3± 0.84 1.1±0.75 2.0± 1.15 2.8± 0.96 0.9± 0.89 2.5± 0.61

  200명이상 1.7± 0.64 1.9± 1.13 1.3± 0.87 1.2± 0.85 1.8± 1.13 2.2± 1.05 1.9± 0.96 1.4± 0.85 1.7± 1.07 1.2± 0.86 2.1± 1.05 3.0± 1.10 1.1± 0.83 2.4± 0.58

진료실 chair수

  20대미만 1.8± 0.60 2.2± 1.21 1.4± 0.96 1.1± 0.89 1.6± 113 2.3± 0.95 2.5± 0.82 1.6± 1.00 1.7± 1.14 1.2± 0.91 2.4± 0.98 3.0± 0.91 1.1± 0.95 2.4± 0.53

  20대이상 1.8± 0.63 2.2± 1.06 1.4± 0.92 1.3± 0.86 1.6± 1.04 2.3± 1.11 2.1± 1.06 1.7± 0.99 1.6± 1.06 1.2± 0.81 2.0± 1.06 2.9± 1.04 1.1± 0.87 2.4± 0.52

구강내 air-water spray 기기 사용시간

  0~10분 1.8± 0.59 2.2± 1.05 1.4± 1.91 1.2± 0.90 1.5± 0.92 2.3± 1.07 2.3± 0.95 1.8± 0.99 1.6± 1.06 1.1± 0.81 2.3± 0.94 3.0± 1.01 1.2± 0.98 2.4± 0.53

  10~20분 1.7±0.58 2.2± 1.06 1.3± 0.79 1.2± 0.79 1.6± 1.11 2.2± 1.00 2.2± 1.03 1.6± 0.97 1.6± 1.06 1.1± 0.77 2.0± 1.13 2.8± 1.02 0.9± 0.80 2.3± 0.50

  20분이상 1.9± 0.74 2.0± 1.31 1.6± 1.19 1.4± 0.97 2.0± 1.19 2.3± 1.18 2.0±1.10 1.6± 1.04 1.7± 1.18 1.4± 1.00 2.2± 1.09 3.2± 0.91 1.1± 0.86 2.6± 0.55

환자 1인당 air-water syringe 사용횟수

  0~3회 1.8± 0.65 2.3± 1.15 1.4± 0.81 1.2± 0.83 1.4± 1.03 2.3± 1.01 2.2± 0.99 1.5± 1.01 1.8± 1.12 1.2± 0.87 2.1± 1.03 2.9± 1.01 1.0± 0.87 2.4± 0.47

  3~6회 1.8± 0.61 2.1± 108 1.4± 0.98 1.2± 0.80 1.6± 0.99 2.2± 1.15 2.1± 1.00 1.8± 0.97 1.6± 1.06 1.2± 0.77 2.2± 1.06 3.0± 0.97 1.1± 0.86 2.5± 0.56

  6회이상 1.8± 0.60 2.2± 1.10 1.4± 0.99 1.3± 0.99 1.8± 1.14 2.3± 1.04 2.3± 1.04 1.7± 1.00 1.6± 1.07 1.2± 0.88 2.2± 1.07 3.0± 1.04 1.0± 0.96 2.4± 0.53

표 10. 진료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호흡기계증상 및 실내환경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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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ter syringe 1회당 평균분사시간

  0~3초 1.6± 0.63 2.1± 1.15 1.2± 0.88 1.1± 0.76 1.3± 1.05 2.1± 1.01 2.1± 1.06 1.5± 1.02 1.6± 1.09 1.1± 0.90 1.9± 1.02 2.7± 1.00 1.0± 0.86 2.3± 0.54

  3~6초 1.89± 0.56 2.2± 1.00 1.4± 0.87 1.2± 0.84 1.6± 1.03 2.3± 1.04 2.3± 0.91 1.6± 0.93 1.6± 1.04 1.2± 0.76 2.1± 1.04 2.9± 1.00 1.0± 0.79 2.5± 0.50

  6초이상 2.0± 0.66 2.3± 1.29 1.5± 1.09 1.5± 1.04 2.1± 0.97 2.5± 1.15 2.3± 1.15 2.1±1.04 1.7± 1.17 1.2± 0.93 2.4± 1.07 3.3± 0.93 1.3 ± 1.11 2.4± 0.52

vacuum tip의 종류

  high-volume 1.8± 0.56 2.2± 1.03 1.3± 0.86 1.2± 0.88 1.7± 111 2.2± 1.06 2.2± 0.96 1.7± 0.98 1.6± 1.07 1.2± 0.83 2.1± 1.00 3.0± 1.02 1.0± 0.93 2.4± 0.55

  low volume 1.9± 0.74 2.4± 1.19 1.7± 1.14 1.3± 0.90 1.6± 1.04 2.3± 0.99 2.2± 1.00 1.9± 0.88 2.0± 1.21 1.4± 0.91 2.1± 1.12 2.9± 1.05 1.2± 0.90 2.5± 0.41

  saliva ejector 1.8± 0.67 2.1± 1.16 1.4± 0.91 1.2± 0.84 1.5± 0.98 2.3± 1.12 2.2± 1.13 1.6± 1.10 1.6±1.01 1.1± 0.79 2.3± 1.12 2.9± 0.96 1.1± 0.81 2.3± 0.52

보호장구 착용여부

  항상착용 1.6± 0.69 1.8± 1.15 1.2± 0.75 1.0± 0.83 1.3± 0.97 2.0±1.26 1.9± 1.18 1.9± 1.12 1.4± 0.99 0.9± 0.67 2.0± 1.15 2.7± 1.03 1.1± 0.69 2.4± 0.55

  거의 착용 1.8± 0.63 2.2± 1.11 1.2± 0.91 1.2± 0.80 1.6± 1.01 2.2± 1.11 2.2± 0.91 1.5± 0.84 1.7± 1.01 1.2±0.81 2.1± 0.99 2.8± 1.12 1.1± 0.87 2.4± 0.55

  일정치않다 1.9± 0.54 2.3± 1.10 1.4± 0.88 1.3±0.89 1.8± 1.03 2.5 ±0.95 2.3± 0.98 1.8± 1.00 1.9± 1.10 1.3± 0.78 2.1± 1.08 3.1± 0.89 1.1± 0.88 2.4± 0.39

  착용하지않음 1.8± 0.64 2.1± 1.06 1.5± 1.15 1.31± 1.00 1.6± 1.27 2.3± 1.00 2.3± 1.11 1.7± 1.16 1.3± 1.17 1.2± 1.04 2.5± 1.02 3.0± 0.87 1.1±1.11 2.4± 0.65

착용하는 보호장구 종류

  Face mask 1.8±0.58 2.1± 1.11 1.3± 0.84 1.2± 0.84 1.6± 1.04 2.2± 1.08 2.1± 1.02 1.6± 0.98 1.7± 1.09 1.1± 0.76 2.1± 1.02 2.9± 1.03 1.0± 0.86 2.4± 0.50

  보안경 1.7± 0.70 2.0± 1.26 1.4± 1.00 1.2± 0.85 1.7± 1.12 2.2±1.04 2.2± 1.03 1.5± 0.99 1.5± 1.10 1.1± 0.89 2.1± 1.01 2.8± 1.12 1.1± 0.87 2.3± 0.57

  Face shield 1.9±0.52 2.3± 1.10 1.3± 0.70 1.1± 0.69 1.7± 1.03 2.6± 0.89 2.5± 0.95 1.5± 0.90 1.7± 1.18 1.1± 0.90 2.3± 0.93 3.0± 0.82 1.3± 0.75 2.4± 0.56

  Head cap 1.8±0.53 2.0± 1.41 1.3± 0.95 1.4±0.98 1.6± 0.98 2.3± 0.95 2.1± 0.90 1.4± 0.98 1.9± 1.46 1.1± 0.69 2.3± 0.76 3.0± 1.15 1.4± 0.98 2.4±0.40

  착용않함 1.9± 0.59 2.4± 1.02 1.4± 1.08 1.2± 0.93 1.4± 1.12 2.3± 1.06 2.5± 0.98 2.3± 1.06 1.4± 1.03 1.3± 0.97 2.5± 1.17 3.2± 0.62 1.2± 1.14 2.4± 0.66

*척도-매우그렇다:4점, 약간그렇다:3, 보통이다:2, 그렇지않다:1, 전혀그렇지않다:0

*인지도는 7개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를 0점 매우그렇다를 4점으로 7문항을 평균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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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를 토대로 호흡기계 증상과 실내환경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호흡기계 증상에서는 직종, 성별, 흡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p<0.05)

하였고, 실내근무환경인지도 에서는 직종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표 11)

   검정 결과 호흡기계 총 증상에서는 치과대학병원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종, 성별, 흡연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근

무환경에서는 근무부서와 근무형태의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실내근무환경인지도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서는 직종과 성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고, 근무환경에서는 근무부서와 외출횟수가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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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ean±SD

호흡기계 

총증상 Mean±SD

실내근무환경

인지도

(p값) (p값)

직종

  진료실 종사자군 2.2±0.64
<.0001

2.4±0.54
<.0001

  사무직 및 기타군 2.9±0.56 1.9±0.69

성별

  여성 2.2±0.59
0.03

2.4±0.55
0.009

  남성 2.5±0.76 2.1±0.61

흡연여부

  흡연 2.6±0.60
0.04

2.1±0.56
0.11

  비흡연 2.3±0.67 2.4±0.58

진료실(사무실)형태

  임상진료실 2.2±0.61
<.0001

2.4±0.52
0.02

  사무실 및 기타 2.9±0.64 2.0±0.76

근무부서

  임상부서 2.2±0.56
0.0004

2.2±0.57
<.0001

  행정부서 및 기타 2.9±0.40 2.1±0.60

근무형태

  책상근무 2.7±0.71

0.0003

2.1±0.68

0.09  진료/진료보조 2.2±0.72 2.2±0.59

  병원내 이동근무 2.4±0.58 2.0±0.72

하루중 건물밖 외출횟수

  0회 2.2±0.59

0.08

2.5±0.65

0.008  1회 2.3±0.69 2.2±0.59

  2회이상 2.6±0.72 2.1±0.73±

하루평균 환자수

  0~50명 2.3±0.52

0.26

2.2±0.48

0.20
  50~100명 2.2±0.57 2.2±0.56

  100명~200명 2.0±0.71 2.4±0.68±

  200명이상 2.3±0.62 2.1±0.73±

표 11. 변수별 호흡기계 총증상과 실내근무환경인지도의 검정결과

       (t-test,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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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hair수

20대미만 2.4±0.60
0.56

2.39±0.53
0.91

20대이상 2.0±0.72 2.40±0.52

air-water spray기기 사용시간

0~10분 2.4±0.68

0.41

2.1±0.73±

0.1410~20분 2.3±0.58 2.2±0.59

20분이상 2.1±0.73 2.2±0.57

air-water syringe 사용횟수

0~3회 2.2±0.65

0.8341

2.2±0.49

0.59373~6회 2.2±0.61 2.3±0.78

6회이상 2.2±0.60 2.0±0.62

air-water syringe 1회당 평균분사시간

0~3초 2.4±0.63

0.017

2.4±0.66

0.07223~6초 2.2±0.56 2.2±0.56

6초이상 2.0±0.66 2.1±0.64

vacuum사용시 종류

high-volume 2.2±0.56

0.6088

2.2±0.67

0.6598low-volume 2.1±0.74 2.1±0.76

saliva ejector 2.2±0.67 2.2±0.57

보호장구의 착용여부:.유/무

착용 2.3±0.62
0.202

2.2±0.59
0.9654

착용하지않음 2.2±0.48 2.3±0.52

보호장구의 종류

Face mask:무 2.1±0.69
0.1588

2.43±0.59
0.6183

           유 2.2±0.58 2.38±0.50

보안경:무 2.2±0.57
0.3161

2.43±0.49
0.2611

       유 2.3±0.70 2.34±0.57

Face shield:무 2.2±0.63
0.6051

2.40±0.52
0.9985

            유 2.1±0.52 2.40±0.56

Head cap:무 2.2±0.62
0.902

2.40±0.52
0.9571

          유 2.2±0.53 2.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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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부유세균의 농도 분포 결과

   가. 측정 지점별 총 부유세균 농도 분포

   치과병원내 공기중 바이오에어로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약 2주간 실

험군으로 설정한 진료실 A,B의 2개 지점과 대조군으로 선정한 일반사무실, 

실외공기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측정 지점별 부유세균의 농도는 진료실 B지점이 230.2CFU/㎥ 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무실이 135.9CFU/㎥, 진료실 A가 127.2CFU/㎥ 

였으며, 실외공기가 104.2CFU/㎥ 로 나타났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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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지점별 총부유세균의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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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 시기별 총 부유세균 농도 분포

   측정 지점별 세균의 총 부유세균 농도를 비교한 결과 진료시작 전 측정한 

진료실의 총 부유세균의 농도보다 진료중 측정한 진료실내 세균의 평균 농도

가 모든 측정 지점에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진료실 A지점은 진료 

전 측정치에 비해 진료 중 부유세균의 농도가 4곳의 측정지점 중 가장 큰 폭

으로 상승하였고, 체어 2대를 포함하는 진료실  B지점의 경우 진료전 농도는 

226.4CFU/㎥였으며, 진료중 농도는 234CFU/㎥로 진료전과 진료중 모두 비

슷한 수준의  총 부유세균 농도를 나타냈다. 

  단 오차의 경우 진료실 B지점의 진료전 +오차가 1522.7을 나타냈고, 진료

중 사무실의 +오차는 316.9를 나타내어 +오차의 범위가 매우 커짐이 관찰되

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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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 시기별 총 부유세균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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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일별 총 부유세균 농도 분포

   ===> 진료실, 사무실, 외기 구분 비교

   5월26일부터 6월10일 까지 12일에 걸쳐 약 2주간의 측정한 요일별 진료

전과 진료중 총부유세균의 농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3,4).

   진료전 진료실 A지점은 총 부유세균의 분포가 30-100CFU/㎥로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진료실 B지점은 77~931CFU/㎥로 요일별 변화가 가장 

큰폭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전 측정임에도 월요일이 931.1CFU/㎥로 나타나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사무실의 총 부유세균 농도는 67-279CFU/㎥ 로 나타났다. 

대조군인 사무실의 경우 수요일(279CFU/㎥)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서 100CFU/㎥ 

전후의 농도를 나타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외기 또한 58-111CFU/㎥로 나타나 

농도의 변화가 비교적 소폭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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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요일별 진료전 총 부유세균의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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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중 진료실 A지점은 총 부유세균의 분포가 83-348CFU/㎥로 농도의 

값이 진료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요일과 토요일의 농도가 다

른 요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진료실 B지점은 요일별 총 부유세균의 

농도가 102-300CFU/㎥로 최고값은 진료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 

요일별 분포로는 상승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요일별 분포에서는 수요일과 목요

일이 각각 300CFU/㎥, 418CFU/㎥을 나타내 진료중 요일별 측정치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실은 진료전과 비교해 농도의 분포가 산발적이

며 변화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났으나, 외기의 경우 진료전과 비슷한 양상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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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요일별 진료중 총 부유세균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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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입경크기에 따른 분포

 

   가. 측정 지점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측정지점에 따라 부유세균의 입경 크기별 농도분포를 조사하였다.

   모든 지점에서 부유세균의 입경별 농도 분포는 1.1-3.3㎛에서 가장 높은 

부유세균의 검출되었으며, 지점에 따라 부유세균 농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약 

30 CFU/㎥ 이상의 농도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 환자수가 많은 진료실 B에서 

1.1-2.1㎛은 79 CFU/㎥, 2.1-3.3㎛은 64 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되어 다

른 지점에서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사무실 7-10㎛를 제외한 모든 지점의 그 

외 입경에서는 20 CFU/㎥ 이하의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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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측정 지점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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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 시기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진료실 A지점에서 진료전과 진료중 부유세균의 입경크기 분포는  1.1-3.3

㎛입경크기에서 진료전에 비해 진료중의 농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나머지 입

경에서는 10CFU/㎥ 이하의 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진료실 B지점의 경우 입경분포 1.1-3.3㎛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진료

전은 2.1-3.3㎛의 입경크기에서 농도가 83.4CFU/㎥, 진료중은 1.1-2.1 ㎛에서  

84.5CFU/㎥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입경분포는 약 20CFU/㎥ 이하

로 비교적 낮은 농도로 조사되었다. 

   사무실의 입경크기별 분포에서는 4.7-7㎛까지 진료전과 진료중이 비슷한 

양상의 농도를 나타냈으나 입경크기, 7.0-10㎛에서 진료중이 60CFU/㎥로 다

른 입경크기와 비교해 진료전과 진료중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진료전과 진료중 입경크기의 농도 분포에서 대조군인 외기는 입경크기 

1.1-2.1㎛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입경크기에서 진료중이 진

료전에 비해 농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남이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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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병원 세부구역에 따른 측정 시기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비교



- 35 -

   다. 요일별 진료중 입경크기 농도 분포

   입경분포에 따른 요일별 진료중 농도분포를 조사하였다(그림 7-그림 10).

   부유세균의 농도를 살펴보면 진료실 A와 B지점이 대조군인 사무실과 외기

에 비해 입경크기 1.1-2.1㎛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다. 

   진료실 A지점은 월요일과 토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입경크기 1.1-2.1㎛

이 가장 높은 농도 나타내 주초와 주말에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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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진료실 A의 진료중 요일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진료실 B 지점의 경우  1.1-2.1㎛ 입경크기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진

료실 A와 달리 목요일와 금요일의 농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화요일

과 수요일의 경우 모든 입경크기에서 50CFU/㎥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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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진료실 B의 진료중 요일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사무실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서는 입경 크기마다 비교적 일정한 

농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목요일의 경우 입경크기가 7.0-10㎛의 농도가 

226CFU/㎥으로 매우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12). 외기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거의 모든 입경에서 공기중 농도가 50CFU/㎥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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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무실의 진료중 요일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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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외기의 진료중 요일별 입경크기 농도 분포

4. 채취된 표본의 세균 동정결과

   예비실험의 동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여려 

균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표. 12). Acinetobacter lwoffii는 관련질환으로 뇌

막염과 폐렴이 있으며, Klebsiella pneumoniae 는 원내감염, 폐렴, 기회성 감

염,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균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간의 본 실험의 부유세균 동정 결과총 23종의 균종을 발견하였으

며 이 중 Micrococcus luteus가 중복되어 나타나 동정된 균종의 49%를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는 Staphylococcus hominis가 전체의 균종의 18%로 높았으

며 균종이 발견 되었으나 위해성을 알 수 없는 균 또한 17%의 점유율을 보였

다(그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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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측정지점 온도(℃) 습도(%)
colony

count
bacteria

6/4

(금)

진료전

진료A 27.7 41 8
Staphylococcus cohnii
Micrococcus luteus 

진료B 26.8 42 9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진료중

진료A 24.7 45 70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hominis 
Exiguobacterium aurantiacum 

진료B 24.8 44 85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6/5

(토)

진료전

진료A 24.3 46 33

Staphylococcus hominis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진료B 24.7 46 54

Staphylococcus cohnii
Pseudomonas stutzeri  
Micrococcus luteus  

진료중

진료A 24.8 43 17
Pseudomonas fulva
Micrococcus luteus

진료B 25 48 34

Staphylococcus hominis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Micrococcus luteus 

사무실 26.6 47 9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hominis 

실외공기 31.3 37 41

Sporosarcina saromensis 
Corynebacterium efficiens  

Kocuria rosea 

6/7

(월)

진료전

진료A 29.8 39 74

Bacillus pumilus
Dietzia cinnamea 

Micrococcus luteus 

진료B 29.7 39 70
Staphylococcus hominis

Micrococcus luteus

사무실 29.2 39 14

Bacillus foraminis 
Staphylococcus cohnii 

Kocuria rhizophila 

실외공기 25.4 40 20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진료중 진료A 25.4 43 31 Micrococcus luteus

표 12. 치과병원 부유세균 동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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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occus luteus
Dermacoccus nishinomiyaensis

진료B 25.6 48 33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사무실 26.7 47 25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hominis
실외공기 27 46 5 Bacillus pumilus 

6/8

(화)
진료중

진료A 27.5 39 43

Sphingomonas sp.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진료B 27.5 39 40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Corynebacterium aurimucosum
Staphylococcus cohnii 

6/9

(수)

진료전

진료A 28.4 40 18
Staphylococcus hominis

Micrococcus luteus  

진료B 28.3 40 13

Bacillus subtilis
Micrococcus luteus 

Bacillus pumilus  
Staphylococcus hominis

사무실 27.8 41 59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Staphylococcus hominis 

실외공기 25.4 40 7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hominis

Micrococcus luteus

진료중

진료A 25.5 44 35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capitis 

Micrococcus luteus  

진료B 26.4 44 42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Staphylococcus hominis
Staphylococcus hominis

사무실 25.7 42 5 Staphylococcus hominis 

실외공기 32.1 38 25+α
Micrococcus luteus

Pseudomonas putida 

6/10

(목)
진료중

진료A 25.4 46 26+α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진료B 25.2 46 54

Staphylococcus hominis

Micrococcus luteus
Micrococcus lu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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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공기중 부유세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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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치과지료실 공기중 부유세균의 구성 

치과진료실 공기중 총부유세균의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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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치과진료실내 공기중 부유세균의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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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주 위해성 참고문헌

Kocuria rhizophila 
Methylmalonic Aciduria 

(메틸말론산혈증)
K.Becker, 2008

Kocuria rosea   
뇌수막염 , 폐렴, and 패

혈성 관절염 

Altuntas F et al., 

1987

Micrococcus luteus 폐렴, 수막염

Souhami et al., 

1979

Fosse et al., 1985

Pseudomonas fulva 객담(가래), 낭포성섬유증

Marisa N. 

Almuzara et al., 

2010

Pseudomonas stutzeri  기회성 감염균
Jorge Lalucat et 

al., 2006

Staphylococcus cohnii 수막염
Okudera et al., 

1991

 Staphylococcus 

epidermidis 
반응성관절염

Giordano et al., 

1996

Staphylococcus hominis 심내막염 Iyer et al., 2005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방광염

D.Mathai et al., 

2001

   예비실험과 본 실험에서 나타난 Micrococcus luteus(Souhami et al., 

1979; Fosse et al., 1985)는 폐렴과 수막역의 원인균이며, Pseudomonas 

stutzeri (Jorge Lalucat et al., 2006)균은 기회성 감염균으로 확인되었다. 

Kocuria rosea는  뇌수막염 , 폐렴, 패혈성 관절염 등 관련 위해성(Altuntas 

F et al., 1985)으로 나타났다. (표 13) 

표 13. 동정결과 나타난 균종 관련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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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실내의 

바이오에어로졸의 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서울시내 소

재 1개의 치과대학병원의 종사자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치

과대학병원내의 진료실 1곳(치과보존과)을 선정하여 공기 표본채취를 통하여 

총부유세균 조사 및 동정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조사도구로는 동경대식 건강조사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일반적 

특성 및 실내근무환경인지도 관련 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호흡기계 증상 관련문

항으로는 총 12문항으로 천식, 알레르기 비염, 폐렴의 증상 중 조사자가 직접 문

항을 작성하였다. 이 중 폐렴의 증상은 두통과 피로감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계 

증상의 대표성을 띄지 못하여 설문조사의 검정결과에 제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응답율이 높았

다. 치과대학병원의 여러직종 중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종을 포함하므

로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율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낱타났다. 

   직종의 경우 치과의사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 또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과대학병원이 수련병원의 특성을 가지는 기

관으로 수련의와 전공의 숫자가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환경에 관한 문항의 응답에서는 진료실, 일반임상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외출횟수의 경우 “거의 나가지 않는다”가 전체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진료실 특성에 관한 질문 중 하루 평균 내원 환자 수는 0~10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8명(41.97%)이었고, 치과용 unit chair 수를 기준으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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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질문한 문항에서 진료실 면적의 평균 대수는 21.3대로 나타났으며, 응

답자중 2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는 113명(69.75%)으로 가장 많았다. 

   Dental unit은 모든 치과치료의 기본이 되는 장비로, 치과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구의 조합체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dental unit에서 치과용 turbine은 3가지 working handpiece로 이루어지는

데, 이는 high-speed handpiece, low-speed handpiece(microengine with 

straight and contra-angle handpieces)와 air-water syringe이다. 이 치과

용 handpiece와 air-water syringe는 dental unit내부의 플라스틱 가는 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어 지는데, 이는 치과용 bur와 ultrasonic(scaler) tip이  

handpiece angle에 장착되어 치아삭제를 위해 마찰시 발생되는 열을 식히고, 

삭제된 치아 및 주변조직을 씻어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이 때 물을 

공급해주는 플라스틱 가는 관을 “수관”이라고 하며 수관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에 따라 2가지 type으로 나뉜다. open system은 수관과 상수도관을 직

접 연결시켜 handpiece와 air-water syringe에 물을 공급하는 형태이고, 

closed system은 dental unit에 내장된 물 저장고에 증류수 등을 받아 이를 

수관을 통해 공급하는 형태이다(Jolanta Szymanska, 2007). 

  

   치과용 handpiece는 수관으로부터 흐르는 물과 handpiece의 회전으로부

터 발생되는 공기, 환자의 침 등과 결합되어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이것은 

항상 확산이 동반되어진다. 치과치료에서 거의 모든 과정은 에어로졸을 형성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통 이 때의 에어로졸은 bacteria, viruses, 

fungi, blood등으로 오염된 상태이다. 에어로졸은 50㎛ 또는 그 이하의 직경

의 액상 또는 고체상의 particle로, 공기의 흐름으로 멀리까지 확산이 가능

하여 오랜기간 공기중에 잔존할 수 있다. 또한 폐포까지 도달할 정도로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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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깊숙히 침투한다. 확산의 범위는 환자의 구강으로부터 15에서 120cm

까지이며, 이는 환자와 술자, assistant의 옷, 눈과 피부, 머리카락 등에 까

지 쉽게 접촉되어 침전될 수 있는 범위이다. (Jolanta Szymanska, 2007). 

   치과의 바이오에어로졸 발생 source에 환자 또한 포함된다. 환자의 침, 코와 

목의 분비물, dental plague(치태), 치아조직, 각종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치과 

재료들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산은 치과용 high-speed 

handpiece와 ultrasonic(scaler)의 사용이다. 치과 치료중 특히 보존적 수복치

료와 구강위생과정(scaling)을 수행하는 site에서 high level의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이 나타났다. 이 곳에서 술자와 assiatant의 mask, dental unit 

lamp, 타구의 덮개, 기구재료 이동용 table의 표면을 조사한 결과 Streptococcus

속은 전체 bacteria 가운데 42%, Staphylococcus는 41%, 그람음성균은 17%

를 차지했다. 그리고 술자의 mask가 가장 많은 미생물이 검출되었고 기구재료 

table이 그 뒤를 이었다.(Jolanta Szymanska, 2007)    

   사용기기에 관한 특성에 관한 응답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air-water 

spray 기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예상한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치과대학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바이오에어로졸을 인위적으로 발생

시키는 공간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치과진료실의 사용기기와 호흡기계 증상 및 실내환경인지도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 장구에 관한 질문에서는 착용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거의 착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63명(38.89%)이었고, 사용하는 보호 장구의 종류는 119

명(73.46%)이 “Face mask"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호흡기계 증상 12개와 실내근무환경인지도 7개 문항에 관한 유의성 검정

결과 호흡기계 증상은 직종, 성별, 흡연여부,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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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값을 보였으며, 실내근무환경인지도의 경우 직종, 성별, 근무부서, 

외출횟수 등이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주요 요인으로 예상한 

진료실 종사자의 환경 요인 중 바이오에어로졸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air-water spray기기의 사용사간, 사용 횟수, 치과용 흡입기인 vacuum tip의 

종류, 보호장구의 착용여부는 모두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실시한 치과대학병원 진료실내의 공기표본 채취의 모니터

링 결과 총부유세균의 농도는 지점별로는 230.2 CFU/㎥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는 사무실이 135.9 CFU/㎥로 진료실 A보다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총 부유세균의 농도를 측정시간별로 측정한 결과 각각의 지점에서 모두 진

료전 보다는 진료중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2개의 체어를 포함하는 진료

실 B지점의 경우 진료전의 농도가 226.4 CFU/㎥이고, 진료중의 농도가 

234CFU/㎥로 진료전과 진료중의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부유세균의 요일별 분포를 보면 진료전이 진료중에 비해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월요일의 경우 진료실 B지점의 농도는 931.1CFU/㎥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진료실 B지점이 한 공간에 2개의 체어를 포함

하는 지점으로 진료실 A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수와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생량이 많으며, 진료실 A지점의 경우 창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료실 B지

점은 창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가 없는 기간 동안의 환기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진료이후의 발생한 바이오에어로졸이 그대로 진료실 B지점에 잔존

하여 진료전이나 월요일의 부유세균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진

료전과 진료 중 모두 일정하게 높은 농도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입경크기에 따른 분포는 표본을 채취한 모든 지점의 결과에서 1.1-3.3㎛의 

입경크기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포집비율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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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의 size는 폐기관지에 가장 많이 침적되는 부유세균의 입경크기임을 

알 수 있다.(이은규, 2001) 

   이 바이오에어로졸은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코

를 통해 들어오면 일단 콧털에서 한번 걸러지고, 기관지 점막에서 또 걸러지

고 허파로 들어간다.  끊임없이 많은 진균과 세균이 우리 허파로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먼지와 같은 큰 입자에 붙어있기 때문에 코와 기관지점막에서 대부

분은 걸러지게 되고, 일부가 허파로 들어간다. 허파로 들어간 바이오에어로졸

도 우리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 때문에, 자연히 소멸되고 질병을 일으키지 

못한다, 다만 면역체계가 약한 노약자, 환자의 경우 우리 면역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이오에어로졸이 들어올 때에는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안태석, 2000). 

   입경크기에 따른 공기 포집의 시간별 농도를 살펴보면 진료실 A지점의 경

우 진료전에 모든 입경에서 약 20 CFU/㎥이하의 농도 분포를 보였으나 진료

중 1.1-3.3㎛의 size에서 약 80 CFU/㎥의 농도를 나타냈다. 진료실 B지점 

은 진료전과 진료중 모두 1.1-3.3㎛의 size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

며 대조군인 사무실과 외기의 경우 1.1-2.1㎛에서 다른 입경에 비해 높은 농

도를 나타냈지만 진료실에 비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사무실

과 외기 모두 대부분 같은 양상을 띄고 있었다. 실험군인 진료실은 진료전보

다 진료중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진료실내의 유동인구

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로 인한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생량의 증가, 그리고 온도

와 습도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표본채취 지점으로 

선정된 치과보존과는 월통계 하루평균 내원환자가 200여명 이상으로 치과대

학병원내 임상부서 중 평균내원환자가 많은 부서로 분류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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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중 요일에 따른 입경크기별 분포는 진료실 A지점에서 월요일 입경크기 

1.1-2.1㎛의 농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토요일 역시 월요일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진료중  B지점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1.1-2.1㎛의 농도가 상승하였으며, 

화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입경크기가 다른 요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무실의 

경우는 목요일, 외기의 경우는 금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대

부분의 요일이 입경크기별 농도가 50 CFU/㎥로 비교적 같은 양상을 보였다. 

단, 목요일은 7.0-10㎛에서 농도값이 226 CFU/㎥인 이상 데이터가 나타났다.

  

   진료실내의 부유세균의 동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실험에서 채취한 표본을 

배양후, 같은 모양의 종을 분리하여 순수배양한 동정의 결과 나타나는 균종들을 

살펴보면 총 23개의 종 중 unknown 14개종을 제외한 9종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균이었으며, 이 중 3개종이 폐렴과 관련된 균종이며, 1종-Pseudomonas 

stutzeri 는 기회성 감염균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폐렴에 대해 살펴보면 폐렴

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

다.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

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

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

고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증상, 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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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질환을 다루지 않는 진료과목인 치과에서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균

의 검출과 기회성 감염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바이오에어로졸로 인한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부유세균의 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진료실내의 농도는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량으로 나타

나, 향후 실내공기중 부유세균에 대한 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이 설문조사에서는 일

반적 특성과 일부 근무환경 외의 진료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요인에서는 호

흡기계 증상 및 실내환경인지도와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을 통한 조사에서 총 부유세균의 농도는 호흡기계중 특히 폐기관

지에 침적되는 입경크기를 가진 세균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료실 B지점

의 경우 부유세균 농도가 진료전과 진료중 모두 높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요일별 농도의 변화는 진료중 환자수가 많은 요일(월,금)에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특정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진료중 목요일과, 금요일이 높

은 농도를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수가 질문 문항 수에 비하여 

소규모로 측정되어 검정된 값이 객관적 평가에 있어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표본채취의 경우 측정 시기는 진료전과 진료중으로 분리하였으나 측

정 시간대가 일정치 않았으며, 단 기간 이루어진 실험으로 인해 계절에 따른 

변화추이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진료 중 표본채취시 air-water spray 사용시

간과 횟수가 일정치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발생된 오차를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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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실내 근무환경이 종사자들의 호흡기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소재한 1개 치과대학병원의 종사자 191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치과진료실 1곳을 선정(치과보존과)하여 바이

오에어로졸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호흡기계 증상 12개와 실내근무환경인지도 7개 문항에 관한 유의성 검정

결과 호흡기계 증상은 직종, 성별, 흡연여부,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값을 보였으며, 실내근무환경인지도의 경우 직종, 성별, 근무부서, 

외출횟수 등이 유의하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주요 요인으로 예상한 

진료실 종사자의 환경 요인 중 바이오에어로졸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air-water spray기기의 사용시간, 사용 횟수, 치과용 흡입기인 vacuum tip의 

종류, 보호장구의 착용여부는 모두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치과대학병원 진료실내의 공기표본 채취의 모니터링 결과 총 부유세균의 

농도는 진료실 B지점이 230.2CFU/㎥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총 부유세

균의 농도를 측정시간별로는 각각의 지점에서 모두 진료전 보다는 진료중에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2개의 체어를 포함하는 진료실 B지점의 경우 진료

전의 농도가 226.4 CFU/㎥이고, 진료중의 농도가 234CFU/㎥로 진료전과 진

료중의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부유세균의 요일별 분포를 보

면 진료전이 진료중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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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경크기에 따른 분포는 진료전과 진료중 모두의 결과에서 stage1과 

stage4, stage5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포집비율을 나타낸 

stage5는 평균 세균의 size가 1.1~2.1㎛로 폐기관지에 가장 많이 침적되는 

크기로 호흡기계 증상 및 질환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입경크기에 따른 분포는 표본을 채취한 모든 지점의 결과에서 1.1-3.3㎛의 

입경크기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입경크기에 따른 공기 포집의 시간별 농도

를 살펴보면 진료실 A지점의 경우 진료중 1.1-3.3㎛의 size에서 약 80 CFU/

㎥의 농도를 나타내 진료전(20CFU/㎥)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료실 B지점은 

진료전과 진료중 모두 1.1-3.3㎛의 size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진료중 

요일에 따른 입경크기별 분포는 진료실 A지점에서 월요일 입경크기 1.1-2.1

㎛의 농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토요일 역시 월요일과 같은 분포를 보였

다. 진료중  B지점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1.1-2.1㎛의 농도가 상승하였으며, 

화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입경크기가 다른 요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총 23개의 종 중 unknown 14개종을 제외한 9종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병

원성균이었으며, 이 중 3개종이 폐렴과 관련된 균종이며, 1종-Pseudomonas 

stutzeri 는 기회성 감염균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호흡기 질환을 다루지 않

는 진료과목인 치과에서 호흡기 질환과 연관된 균에 검출된 것으로 보아 바이

오에어로졸로 인한 교차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대학병원의 진료실은 진료전보다 진료중 부유세

균의 농도가 높고, 호흡기계 침전되는 입경크기의 점유율이 높으며, 폐렴의 원

인균 및 기회성 감염균종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과진료실 종사자들은 진료

실내 부유세균, 바이오에어로졸의 인식을 통해 실내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1 -

참고문헌

이은규. 일부 종합병원내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분포에 관한 연구. 한양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정낙은, 정세윤, 저용호, 김신규, 최태열, 김춘원, 김기홍. 공기오염측정기(RCS 

Air Sampler)를 이용한 병원내 공기오염도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임상병리학

회 1986;6(1): 117-123 

조현종. 일부종합병원 내 영역별 공기 중 미생물평가.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최종태. 병원내 공기 중 미생물 분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

문, 1992

하권철, 백남원, 미생물을 이용한 병원, 가정집, 일반대기의 실내공기질 평가, 

산업위생학회지 1991

박동욱,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분석, 평가(바이오에어로졸)과 작업

환경측정 정도관리 교육 교재, 20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내환경에서 바이오에어로졸 관리방안, 2004

Prospero E, Savini S, Annino I. Microbial aerosol contamination of 

dental healthcare workers' faces and other surfaces in dental practice.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03 Feb;24(2):139-41.



- 52 -

Kumar S, Atray D, Paiwal D, Balasubramanyam G, Duraiswamy P, 

Kulkarni S. Dental unit waterlines: source of contamination and 

cross-infection.

J Hosp Infect. 2010 Feb;74(2):99-111.

Cristina ML, Spagnolo AM, Sartini M, Dallera M, Ottria G, Lombardi R, 

Perdelli F.Evaluation of the risk of infection through exposure to 

aerosols and spatters in dentistry.

Am J Infect Control. 2008 May;36(4):304-7.

Oberg T, Brosseau LM. Surgical mask filter and fit performance.

Am J Infect Control. 2008 May;36(4):276-82.

Rautemaa R, Nordberg A, Wuolijoki-Saaristo K, Meurman JH. Bacterial 

aerosols in dental practice - a potential hospital infection problem?

J Hosp Infect. 2006 Sep;64(1):76-81. Epub 2006 Jul 3.

Isaksson M, Zimerson E, Svedman C. Occupational airborn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from methacrylates in a dental nurse.

Contact Dermatitis. 2007 Dec;57(6):371-5.

Veronesi L, Capobianco E, Affanni P, Pizzi S, Vitali P, Tanzi ML. 

Legionella contamination in the water system of hospital dental 

settings.



- 53 -

Acta Biomed. 2007 Aug;78(2):117-22.

Szymańska J, Sitkowska J, Dutkiewicz J. Microbial contamination of 

dental unit waterlines.

Ann Agric Environ Med. 2008 Dec;15(2):173-9. Review

Souza-Gugelmin MC, Lima CD, Lima SN, Mian H, Ito IY. Microbial 

contamination in dental unit waterlines.

Braz Dent J. 2003;14(1):55-7. Epub 2003 Jul 31.

Bennett AM, Fulford MR, Walker JT, Bradshaw DJ, Martin MV, Marsh 

PD.

Microbial aerosols in general dental practice.

Br Dent J. 2000 Dec 23;189(12):664-7.

Kedjarune U, Kukiattrakoon B, Yapong B, Chowanadisai S, Leggat P. 

Bacterial aerosols in the dental clinic: effect of time, position and type 

of treatment.

Int Dent J. 2000 Apr;50(2):103-7.



- 54 -

부 록- 설 문 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경은 

입니다.

  치과대학병원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의 실내공기, 그 중 바이오에

어로졸과 종사자들의 건강자각증상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 또는 느낌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학문적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외 개

인 신상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

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여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경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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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Ⅱ. 다음은 일반적 근무환경과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또는 

    기술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직종은 ? 

       
         ① 치과의사          ② 치과기공사       ③ 치과방사선사

         ④ 치과위생사        ⑤ 간호조무사       ⑥ 일반사무직

         ⑦ 기계 및 설비직    ⑧ 기타(                )

5. 현 직종에 근무한 기간은 ?

                  년           개월 

6. 현재 귀하의 흡연여부는 ?

         ① 흡연            ② 비흡연          ③ 과거흡연

7. 현재 귀하는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십니까 ?

         ① 안경     ② 콘텍트 렌즈    ③ 둘 다 착용함    ④ 둘 다 착용 안함 

1. 현재 귀하가 일하고 계신 사무실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임상진료실       ② 일반사무실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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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   

                                        

3. 다음 중 귀하가 하루 평균 사무실(진료실)에서 지내는 시간은 ? 

  
          ① 0~8시간        ② 8~10시간      ③ 10~12시간     ④ 12시간이상

4. 귀하의 부서에 비치된 사무용 집기의 구성에 대해 있는대로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습기     ② 에어컨     ③ 화분    ④ 기타 (                    )

4-1. “③ 화분”을 선택한 경우 화분의 크기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 탁상용(소)   ② 관상용(중)      ③ 나무 등(대) 

4-2. “③ 화분”을 선택한 경우 화분은 몇 개입니까?

          ① 1 ~ 3개     ② 4 ~ 6개     ③  7 ~9개     ④ 10개 이상 

5. 귀하가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층                     

6. 귀하의 근무환경 중 해당되는 한 가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내내 환자 진료 또는 진료 보조

          ③ 근무시간 내내 거의 병원내에서 이동하면서 근무  

7. 귀하는 근무시간 중 점심식사 또는 업무상 건물 밖으로 나가십니까?

          ① 규칙적으로      ② 때때로        ③ 거의 나가지 않는다.

8.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 하루 중 몇 회를 나가십니까 ?

 
          ① 0회            ② 1회            ③ 2 ~ 3회         ④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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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근무 환경조건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환기가 안된다

 2) 먼지가 많다. 

 3) 너무 덥다. 

 4) 너무 춥다.

 5) 너무 건조하다

 6) 습도가 높다. 

 7) 냄새 및 악취가 난다. 

Ⅲ. 다음은 진료실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한 번 나가실 때 외부에서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0분          ② 0~60분        ③ 60~120분        ④ 120분 이상

10. 귀하가 주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11. 귀하의 실내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하는 사무실이 진료실외 다른 곳인 분께서는 Ⅳ. 건강자각증상인식 문항으로 

가셔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부서의 하루 평균 환자수는 몇 명입니까 ?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① 0~50명            ② 50~100명          ③ 100~150명       

        ④ 150~200명        ⑤ 2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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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부서의 면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 (unit chair 대수 기준)                  대

3. 귀 부서에서 사용하는 air-water spray 기기를 모두 고르십시오.

      ① air-water syringe        ② high-speed angle  

      ③ low-speed angle         ④ ultrasonic (scaler)        ⑤사용하지 않음

4. 귀 부서에서는 한 환자당 구강내에 평균 몇 분의 handpiece 또는 ultrasonic 

scaler를 사용합니까?

        ① 0~5분             ② 5~10분             ③ 10~15분

        ④ 15~20분           ⑤ 20분 이상 

5. 귀 부서에서는 한 환자당 평균 몇 회의 air-water syringe를 사용합니까 ?

        ① 0~3회          ② 4~6회            ③ 7~9회         ④ 10회 이상

6. air-water syringe 사용시 1회당 분사의 지속시간은 평균 몇 초입니까 ?

        ① 0~3초          ② 4~6초            ③ 7~9초         ④ 10초 이상

7. 진료중 dental unit의 vacuum 사용시 주로 사용하는 tip 종류는 어느 것입니까?

        ① high-volume    ② low-volume      ③ saliva ejector    

8. 환자를 진료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십니까?

       
        ① 항상 착용한다   ② 거의 착용하는 편이다    ③ 일정치 않다

        ④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9. 다음 보기 중 착용하는 보호장구를 모두 고르십시오.

        ① Face mask          ② 보안경          ③ Face shield     

        ④ head cap            ⑤ 없음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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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마른기침을 한다.

2) 숨이 차다

3)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난다.

4)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이 있다.

5) 코가 막힌다.

6) 재채기가 나온다.

7) 맑은 콧물이 나온다.

8) 가래가 있다.

9) 호흡곤란을 느낀다.

10) 두통이 있다.

11) 피로감이 있다.

12) 구역, 구토가 있다.

 Ⅳ. 다음은 최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내환경에 기인하여 나타난 호흡기계 

증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곳에 V표 또는 기술하십시오.

1. 귀하가 근무하는 동안 실내 환경에 기인하여 아래의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해당되는 곳에 V표 하여 주십시오.

 

2. 귀하가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출근 직후       ② 12시 전후      ③ 퇴근 전후       ④ 야근시

          ⑤ 근무시간 내내       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3.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② 오후       ③ 출근 전      ④ 퇴근 후 

          ⑤ 주말        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4.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귀하는 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

          ① 참고 견딘다.       ② 휴식을 취한다.      ③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④ 약을 복용한다     ⑤ 기타               ⑥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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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현재 호흡기 질환 앓고 있거나 치과병원 근무기간동안 호흡기질환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번 문항에서 ①번을 택한 경우 6번 문항으로, ②번을 택한 경우 응답을 종료합니다.

6.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질환을 경험하였습니까? 경험하였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을 모두 표기하십시오.

          ① 천식           ② 알레르기 비염            ③ 폐렴          

          ④ 결핵           ⑤ 기타(              )

7. 귀하는 최근 1년간 천식, 알레르기 비염, 폐렴,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질환:                   )                  ② 없다.

7-1. 있다면 횟수는 ?

          ① 1회      ② 5회미만      ③ 10회 이상      ④ 주기적 방문함

8. 귀하는 최근 1년간 천식, 알레르기 비염, 폐렴,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질환:                  )                  ② 없다.

9. 상기의 질환을 경험하였다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입

니까?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에 관계없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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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terial Aerosol in Dental Clinic ; Associated with 

Influence to Subjective symptom of Dental staff

                Kyung Eun Park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l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un Shin, M.D., Ph.D)

   Dental disease, members of the medical environment, remove the 

tooth or teeth are made to attach to the restoration of cal air-water 

spray injection, oral. Other groundbreaking work caused by the 

invisible due to dust and bioaerosols are not surrounded by pollution.

   In this study, the hospital workers' respiratory symptoms of dental 

and dental clinics in the bio-aerosol measur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of these indoor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practice was 

to recognize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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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tal treatment room of the hospital work environment to the 

workers' respiratory healt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dental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s staff conducted a survey 

on 191 patients, a dental clinic where the selection (Conservative 

Dentistry), And bioaerosols were measured.

   Respiratory symptoms, 12 and 7 indoor working environment 

awareness about the significance test result questions the occupation 

respiratory symptoms, gender, smoking status, job department, work 

type and a value of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indoor working environment, job awareness , Gender, Work 

Department, and significant research activity has been grounded. 

However, office workers, researchers expect that the main factor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tificially generates bio-aerosol 

air-water spray equipment usage time, user activity, caused by dental 

suction vacuum tip of the type, whether or not the wearing of 

protective gear that all significant It was not a result.

   The total concentration of living bacteria in the dental clinic before point 

B,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dental clinics, A and B points of 

measurement was higher than all the other points.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the highest rates were stage5. stage5 

the average size of bacteria as a waste management branch is 1.1 ~ 

2.1μm in size, most are being deposited.

   Day of the week you look at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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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are than before the middle represents the highest 

concentration, which is presented is thought to be related to patients.

   A total of 23 different species, nine species of unknown 14 

converted all except the bacteria were harmful hospitals, two of the 

three kinds of species that are associated with pneumonia, one 

kind-Pseudomonas stutzeri was in the opportunistic pathogens. This 

result does not cover respiratory disease associated with respiratory 

disease in dental bacteria were detected due to bioaerosols viewed can 

rule out the possibility of cross infection is thought to be.

   According to research or dental clinic in a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treatment than before treatment, high concentrations of suspended 

bacteria, respiratory deposition of particle size, the higher the share, 

and pneumonia were the causative organisms and opportunistic 

pathogens of paper. Dental care professionals so that indoor living 

bacteria, with the recognition of bio-aerosols in indoor environments 

are needed for the proper management.

 

 

key word : dental clinic, bacterial aerosol, subjective symptom, indoor air, fine aer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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