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치치과과과의의의사사사의의의 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의의의 실실실태태태와와와
이이이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학학학과과과
노노노 희희희 정정정



치치치과과과의의의사사사의의의 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의의의 실실실태태태와와와
이이이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지지지도도도 원원원 종종종 욱욱욱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보보보건건건학학학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777년년년 666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산산산업업업보보보건건건학학학과과과
노노노 희희희 정정정



노희정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연세 학교 학원

2007년  7월  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우선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입학에서부터 논문을 마치기까지 아낌
없는 지도와 관심을 잊지 않으셨던 원종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그리
고 항상 인자함과 너그러움으로 저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논문지도까지 애써주
신 노재훈 교수님,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논문에 힘을 실어주신 치과대학병원의
보존과 박성호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항상 든든한 큰 오빠가 되어주신 정병민 선생님,그리고 항상

잘 따라주고 친구가 되어준 천옥,달영,수남,본주 모두 감사드립니다.여러분 덕
분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일과 학교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순용 수간호

사님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항상 늦게까지
일하면서 출석을 가능하게 해주신 박해정 간호사님,노양희 간호사님,정명지 간
호사님,김미연 간호사,이경일 간호사,정미해 간호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그
리고 관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주신 김혜정 선생님,신종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
다.저보다 더 제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박양호 의무기록실장님,통계
때문에 고생해주신 아산병원의 김성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후배였지만 대학원은 먼저 마친 항상 언니 같은 후배 성혜,아이

키우느라 바쁜 중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은전,먼저 대학원의 길을 열어 시작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신현은 선생님,사회와 가정에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송보순 선생님,김계영 선생님,그리고 항상 제 뒤를 지켜주시는 김희은 선생님,
병원 입사해서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친구 진희에게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딸의 결정을 믿어주시고 박수를 보내시는 부모님께 깊이 감

사드립니다.그리고 묵묵히 동생의 등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했던 오빠,여전히
어리광 부리는 동생이지만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동생 희순과 그 옆을 든든
히 지켜주는 제부와,조카 초희,성현,문영 모두 제게는 큰 힘이 되는 진정한 마



음의 고향이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 옆을 지켜줄 그 사람,논문 시작할 때 만나서 끝날 때까

지 저보다 더 애써준 윤식오빠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i -

차차차례례례

국문요약 ⅲ

Ⅰ.서 론 ‧‧‧‧‧‧‧‧‧‧‧‧‧‧‧‧‧‧‧‧‧‧‧‧‧‧‧‧‧‧‧‧‧‧‧‧‧‧‧‧‧‧‧‧‧‧‧‧‧‧‧‧‧‧‧‧‧‧‧‧‧ 1

Ⅱ.연구 방법 ‧‧‧‧‧‧‧‧‧‧‧‧‧‧‧‧‧‧‧‧‧‧‧‧‧‧‧‧‧‧‧‧‧‧‧‧‧‧‧‧‧‧‧‧‧‧‧‧‧‧‧‧‧‧‧‧‧‧‧ 6
1.연구 대상 ‧‧‧‧‧‧‧‧‧‧‧‧‧‧‧‧‧‧‧‧‧‧‧‧‧‧‧‧‧‧‧‧‧‧‧‧‧‧‧‧‧‧‧‧‧‧‧‧‧‧‧‧‧‧‧‧‧ 6
2.설문조사 ‧‧‧‧‧‧‧‧‧‧‧‧‧‧‧‧‧‧‧‧‧‧‧‧‧‧‧‧‧‧‧‧‧‧‧‧‧‧‧‧‧‧‧‧‧‧‧‧‧‧‧‧‧‧‧‧‧‧ 6
3.용어의 정의 ‧‧‧‧‧‧‧‧‧‧‧‧‧‧‧‧‧‧‧‧‧‧‧‧‧‧‧‧‧‧‧‧‧‧‧‧‧‧‧‧‧‧‧‧‧‧‧‧‧‧‧‧‧‧‧ 9
4.분석 방법 ‧‧‧‧‧‧‧‧‧‧‧‧‧‧‧‧‧‧‧‧‧‧‧‧‧‧‧‧‧‧‧‧‧‧‧‧‧‧‧‧‧‧‧‧‧‧‧‧‧‧‧‧‧‧‧‧‧ 9

Ⅲ.연구 결과 ‧‧‧‧‧‧‧‧‧‧‧‧‧‧‧‧‧‧‧‧‧‧‧‧‧‧‧‧‧‧‧‧‧‧‧‧‧‧‧‧‧‧‧‧‧‧‧‧‧‧‧‧‧‧‧‧‧‧‧10
1.연구 대상자의 특성 ‧‧‧‧‧‧‧‧‧‧‧‧‧‧‧‧‧‧‧‧‧‧‧‧‧‧‧‧‧‧‧‧‧‧‧‧‧‧‧‧‧‧‧‧‧‧‧‧10
2.주사침 등의 손상의 특성 및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5
3.주사침 등의 사용 후 처리 및 손상 후 대응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 ‧‧‧23
4.선형회귀분석 결과 ‧‧‧‧‧‧‧‧‧‧‧‧‧‧‧‧‧‧‧‧‧‧‧‧‧‧‧‧‧‧‧‧‧‧‧‧‧‧‧‧‧‧‧‧‧‧‧‧‧30

Ⅳ.고 찰 ‧‧‧‧‧‧‧‧‧‧‧‧‧‧‧‧‧‧‧‧‧‧‧‧‧‧‧‧‧‧‧‧‧‧‧‧‧‧‧‧‧‧‧‧‧‧‧‧‧‧‧‧‧‧‧‧‧‧‧‧‧34

Ⅴ.결 론 ‧‧‧‧‧‧‧‧‧‧‧‧‧‧‧‧‧‧‧‧‧‧‧‧‧‧‧‧‧‧‧‧‧‧‧‧‧‧‧‧‧‧‧‧‧‧‧‧‧‧‧‧‧‧‧‧‧‧‧‧‧38

참고 문헌 ‧‧‧‧‧‧‧‧‧‧‧‧‧‧‧‧‧‧‧‧‧‧‧‧‧‧‧‧‧‧‧‧‧‧‧‧‧‧‧‧‧‧‧‧‧‧‧‧‧‧‧‧‧‧‧‧‧‧‧‧‧‧40

부 록 ‧‧‧‧‧‧‧‧‧‧‧‧‧‧‧‧‧‧‧‧‧‧‧‧‧‧‧‧‧‧‧‧‧‧‧‧‧‧‧‧‧‧‧‧‧‧‧‧‧‧‧‧‧‧‧‧‧‧‧‧‧‧‧‧45

ABSTRACT ‧‧‧‧‧‧‧‧‧‧‧‧‧‧‧‧‧‧‧‧‧‧‧‧‧‧‧‧‧‧‧‧‧‧‧‧‧‧‧‧‧‧‧‧‧‧‧‧‧‧‧‧‧‧‧‧‧‧‧51



- 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Table1.Demographic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11
Table2.Jobrelated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13
Table3.Theconditionofstudysubjects'HepatitisBvirus‧‧‧‧‧‧‧‧‧‧‧‧‧‧14
Table4.Department,procedureandinstrumentandit'sfrequency

atthattimeofsharpsinjuries(descendingorder)‧‧‧‧‧‧‧‧‧‧‧‧‧‧‧‧17
Table5.Frequencyofsharpsinjuriesbygeneralcharacteristics‧‧‧‧‧‧‧‧‧‧19
Table6.Scoreofwearingpersonal protectiveequipmentbygeneral

characteristics‧‧‧‧‧‧‧‧‧‧‧‧‧‧‧‧‧‧‧‧‧‧‧‧‧‧‧‧‧‧‧‧‧‧‧‧‧‧‧‧‧‧‧‧‧‧‧‧‧‧22
Table7.Scoreofhandlingneedlesandothersharpinstrumentsafterusage

bygeneralcharacteristics‧‧‧‧‧‧‧‧‧‧‧‧‧‧‧‧‧‧‧‧‧‧‧‧‧‧‧‧‧‧‧‧‧‧‧‧‧‧‧24
Table8.Scoreofknowledgeaboutbloodbornediseasesbygeneral

characteristics‧‧‧‧‧‧‧‧‧‧‧‧‧‧‧‧‧‧‧‧‧‧‧‧‧‧‧‧‧‧‧‧‧‧‧‧‧‧‧‧‧‧‧‧‧‧‧‧‧‧26
Table9.Takingcareaftersharpsinjuriesbypreventiveeducation‧‧‧‧‧‧‧‧28
Table10.Frequencyofsharpsinjuriesandtakingcarescore

accordingtopreventiveeducation‧‧‧‧‧‧‧‧‧‧‧‧‧‧‧‧‧‧‧‧‧‧‧‧‧‧‧‧‧‧29
Table11.Resultoflinearregressionmodelaboutfrequencyofsharpsinjury

‧‧‧‧‧‧‧‧‧‧‧‧‧‧‧‧‧‧‧‧‧‧‧‧‧‧‧‧‧‧‧‧‧‧‧‧‧‧‧‧‧‧‧‧‧‧‧‧‧‧‧‧‧‧‧‧‧‧‧‧‧‧‧31
Table12.Resultoflinearregressionmodelabouthandlingneedlesandother

sharpsafterusage‧‧‧‧‧‧‧‧‧‧‧‧‧‧‧‧‧‧‧‧‧‧‧‧‧‧‧‧‧‧‧‧‧‧‧‧‧‧‧‧‧‧‧‧‧33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Figure1.Frameofthestudy‧‧‧‧‧‧‧‧‧‧‧‧‧‧‧‧‧‧‧‧‧‧‧‧‧‧‧‧‧‧‧‧‧‧‧‧‧‧‧‧‧‧‧ 8
Figure2.Frequencyofsharpsinjuries‧‧‧‧‧‧‧‧‧‧‧‧‧‧‧‧‧‧‧‧‧‧‧‧‧‧‧‧‧‧‧‧‧‧‧15
Figure3.Frequencyofthesharpsinjuriesinhands‧‧‧‧‧‧‧‧‧‧‧‧‧‧‧‧‧‧‧‧‧‧20



- iii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치치치과과과의의의사사사의의의 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의의의 실실실태태태와와와
이이이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이 연구는 치과 진료 영역에서의 주사침 등의 손상의 발생과 영향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2007년 서울시의 두 개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치과의사
와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51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시행된 단면적 조사 연구이다.최근 1년간의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관련성이 있는 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
여부,보호구 착용 습관,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혈액
매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에 포함된 대상자는 355명으로 이중에 1년간 1회 이상

의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2명으로 전체 대상자중 93.5%
를 차지하였다.조사된 일반적 특성 중 손상 경험의 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손상 횟수가 많았다(P<0.05).
손상부위는 왼손과 손바닥 쪽이 오른손이나 손등 쪽보다 많았고 손상도구
로는 치과용 주사기가 많았으며 침윤마취 중에 가장 많이 찔렸다.하루 평
균 근무시간이 짧고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주사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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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를 잘했다.회귀분석 결과 손상횟수의 요인
으로 주사바늘 분리수거통이 치료유닛마다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손상횟
수가 적었다.그러나 주사침 등의 손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사
침 손상 예방교육 여부,보호구의 착용습관,주사바늘 등의 날카로운 기구
의 사용 후 처리,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주사바늘 찔림 예방교육을 받은 그룹과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주사침 등의 손상 후 대응방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이 손상 후 응급처치 시에 베타딘 소독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날카로운 기구 등의 사용 후 처리에서도 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의 점수가 더 높았다.주사바늘 찔림 예방교육이 주
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보호구 착용 습관과 예방 교육이 주사침 등의 손

상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이들에 대한 관리가 치과
영역의 산업보건관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되는 말 :주사침 등의 손상,주사바늘 찔림,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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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는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
며,이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또한 이들의 감염성 질병은 병원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다른 직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접촉하는 다른 사람에
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NIOSH,2000).의료종사자는 여
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특히,침습적 검사나 처
치,시술과정에서 보다 많은 감염의 기회에 노출된다.주사바늘 찔림과 관
련된 질병은 혈액 매개성 전염성 질병이다.대표적으로 B형 간염,C형 간
염,HIV 감염과 이외에도 결핵,매독,말라리아,헤르페스,디프테리아,임
질,발진티푸스 등이 주사바늘 찔림을 매개로 전염될 수 있다(ISIPS,
2003).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병원 직원은 B형간염 바이러
스(hepatitisB virus;HBV),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C virus;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immunedeficiencyvirus;HIV)등과 같은
혈액 매개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환에 감염되는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전파경로는 환자의 오염된 혈액이
점막이나 상처에 접촉하거나 주사바늘 또는 환자에게 사용한 각종 날카로
운 기구에 찔리는 것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DCP,2004).특히 치과
의사는 진료 중에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감염기회
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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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sharpsinjurypreventionsociety(ISIPS)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이미 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손상이 중요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이중 대부분이 주사바늘에 찔림이다.일반
적으로 주사바늘에 찔렸을 때의 감염위험은 질병별로 차이가 있으나,감수
성이 있는 대상이 경피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B형간염은 HBeAg이 양성인
경우에는 30%,HBsAg이 양성인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는 6%이며,C형간
염은 1.8%,HIV는 0.3%로 알려져 있다(CDCP,2003).
병원 근로자(간호사/임상병리사/청소요원 등)의 주사침에 의한 손상 및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가 다수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병원의 직원 감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김옥선,1997).
치과진료 시에는 주사바늘 이외에도 작으면서도 날카로운 도구를 다양

하게 사용하고 구강내의 작은 공간에서 처치가 이루어진다.따라서 주사바
늘에 찔림을 비롯한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미생물에의 노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치과 진료 영역에서는 아
직 이러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의 치과의사,치위생사,보조인력 등,치과의료 종사인력 전반

에 걸친 B형 간염의 유병률 및 보호구 사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
상 치과의사의 13%가 HBsAg양성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B형 간염 유병
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300개의 설문지를 개
인치과병원에 보내어 177명의 치과의사,104명의 치위생사,46명의 치위생
조무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이 연구에서 63%가 B형간염예방접종을 하
였다고 답했고,40%는 B형 간염항체가 있다고 답했으며 43%는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실제로 이들 중에서 HBV 표지자 검사를 받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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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치과의사중 23명은 B형 간염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으며,13%에
해당하는 3명은 B형 간염 보균자였다(Song,1999).
미국 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60만 건에서 80만 건에 이르는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질병관리 및 예
방센터(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CDC)의 보고에 따르
면 미국 내의 모든 의료기관 중 병원에서는 연간 38만 건 이상의 경피적
사고가 발생하고 이중에 23만여 건이 주사바늘에 의한 사고였다.이와 같
이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는 의료직원들이 직업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
되는 주요 전파경로가 되므로,미국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주사바늘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
로 “NeedlestickSafetyandPreventionAct”를 입법하였다(NIOSH,2000).
영국의 병원에서는 연간 10만 건이 넘는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

생하고 있다(ISIPS,2003).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사바늘 찔림 사
고가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산업국가에서는 이와 같거나 이보다 많을 것
이다.영국의 NationalHealthService(NHS)에 따르면 매년 천만 개의 주
사바늘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이중에서 약 4천 건의 주사
바늘 찔림 사고가 발생한다(ISIPS,2003).
병원의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포함한 병원 직원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

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병원직원의 51.2%가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김옥선,1997).의대학생과 치과대학학생을 포
함한 병원직원의 주사바늘 찔림 사고의 발생율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의 보
급에 대한 조사에서 임상 실습기간동안 의대학생의 22%,치과대학학생의
72%가 한번 혹은 그 이상의 주사침 등의 손상을 경험하였다.그리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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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에서는 병실 간호사의 50%,병실 의사의 71%,응급실 직원의 50%
가 과거 2년간 이와 같은 양상의 손상을 경험하였다(DeVries와 Cossart,
1994).
한 대학병원의 직원들이 5년간 혈액 매개성 감염질환 노출 사고를 당

한 본인 스스로가 감염성 질환에 노출 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염관리실에
보고한 건수는 5년간 532건이었고 이중에 치과직원이 20건이었다(오향순
과 최강원,2001).치과대학부속병원의 감염관리실에서 2년간 보고를 토대
로한 연구에서 전체 보고건수 53건 중에 실습학생이 47.2%,의사가 22.6%,
조무사가 18.9% 순이었다(임재순,2007).
B형간염 예방 접종은 1982년부터 상업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이때

이후로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B형 간염예방접종
을 받도록 독려되었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의 미국의 치과의
사들의 B형 간염예방접종 여부와 B형간염 유병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Cleveland등,1996).
국외의 연구에 따르면 주사바늘의 사용 후 뚜껑을 다시 씌우는 경우와

대상자의 임상경력이 짧은 것이 주사바늘 찔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밝혀
졌다(Rodero등,1994).간호사의 주사침 손상과 근무 스케쥴에 관련된 연
구에 따르면,하루에 근무하는 시간,한 달 중의 주말근무,일주에 한번 정
도의 하루에 13시간 이상의 근무 등이 주사침 손상과 의미 있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rinkoff등,2007).미국과 캐나다의 다섯 개 의학
교육기관에서 수련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로가 주사침
등의 손상의 위험 요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Fisman등,2007).
국내에서는 주사바늘 찔림의 실태조사는 다수 있었으나 위험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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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그마져도 의과병원에 국한되어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이 빈번하고 손상의 기회가 더 많은 치과병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대학 학생과 치과의사들의 주사침 등의 손상의
현황과 관련 요인을 알아내어 주사침 등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치의학과 학생 및 치과의사 들이 경험한 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알아본다.
둘째,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셋째,대상자들의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보호구 착용,날카로운 기

구의 사용 후 처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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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서울시내 2개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본과 4학년 재학생과
서울과 인천 지역 치과병원의 수련의,전공의,전문의 및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치과의사와 일부 개업의를 대상으로 하였다.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5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76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
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35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2...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자기기입방식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영국의 치과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B형 간염 및 에이즈의 인
식도에 관한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Stewardson등,2002)에서 보호구
착용과 B형 간염에 관련된 항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
다.
설문내용은 성별,연령,우세한 손,하루 평균 수면시간,B형간염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와,진료경력 및 전공과목,현재 신분
상태,일평균 근무시간을 포함하는 업무관련 항목,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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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와 횟수,손상부위,손상경험 당시의 진료부서,진료행위,진료도구가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에 관한 항목으로 포함되었다.이외에 평소 진료행
위 중의 습관과 관련한 항목으로 보호구의 착용 습관,날카로운 진료도구
의 사용 후 처리 습관,주사침 분리수거통의 비치여부가 포함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의 지식

에 관련된 항목으로 B형 간염,AIDS등의 질환에 대한 지식과 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여부 및 횟수,교육시기,주사침 손상 예방 지침서 비치여
부를 포함시켰다.
이중에 보호구 착용 습관에 관한 항목과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 후 처

리항목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은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였다.이렇게 측정된 3가지 항목은 점수로 환산,평
균을 구하여 비교에 사용하였다.보호구 착용 습관의 점수의 평균은 Ⅲ,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의 점수의 평균은 Ⅳ,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관한 지식점수는 Ⅴ로 재부호화(re-cord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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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과진료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사침 등의 손상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단면적 연구이다

FFFiiiggguuurrreee111...FFFrrraaammmeeeooofffttthhheeessstttuuuddd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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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가가가...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 (((NNNeeeeeedddllleeessstttiiiccckkkiiinnnjjjuuurrryyy)))
주사바늘에 의한 자상으로 사용 전이나 후의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긁히는
것.좁은 의미의 sharpsinjury로 대부분의 sharpsinjury는 이것이다.

나나나...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손손손상상상 (((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yyy,,,SSShhhaaarrrpppsssRRReeelllaaattteeedddIIInnnjjjuuurrryyy)))
주사바늘과 기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임상종사자의 혈액 매개성 감염원
에 대한 경피적 또는 경점막 노출로 완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피부 혹은
점막에 닿는 것을 포함한다(WHO,2005).주사바늘을 포함한 칼날,큐렛,
철사,유리조각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피부 또는 점막 등의 신체손상
을 말한다.

444...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된 변수의 빈도와
분포 및 백분율 측정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1차적으로 하였다.조사된
변수들 간의 유의성을 파악하기위해 chi-squaretest와 t-test를 시행하였
다.그리고 주사침 등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사바늘 등의 날
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
형 회귀분석(Linear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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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 355명중 남성이 210명으로 59.2%였고 여성이 145명으로 40.8%

를 차지했다.오른손잡이가 338명으로 95.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27.6세 이었으며 20대가 77.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9.7%,40세 이상이 9명으로 2.5%였다(Table1).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가 96명(26.8%)이었

고,나머지는 6시간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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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DDDeeemmmooogggrrraaappphhhiiiccc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ssstttuuudddyyysssuuubbbjjjeeeccctttsss

NNN(((%%%)))

Characteristics Total
Gender Male 210(59.2)

Female 145(40.8)
Age Mean±SD 27.6±4.60

∼29 276(77.7)
30∼39 70(19.7)
40∼ 9(2.5)

Sleepingtime(hour/day) Mean±SD 6.1±1.08
Under6hours 96(26.8)
Over6hours 259(73.2)

Dominanthand Rthand 338(95.2)
Lthand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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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업업업무무무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355명중 치과대학 4학년 학생이 139명(39.2%)이었고,나머지 216명

(60.8%)은 치과의사면허가 있으면서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였다.
전공과목별 분포는 교정과 12.4%,구강외과 12.1%,치주과 11.0%,보철과
9.6%,보존과 7.0%,소아치과 4.8%,구강내과 2.0% 순이었고,이외에 학생
들인 경우와 일부 개업의는 특별한 전공과목표시가 없이 41.1%를 차지했
다(Table2).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가 281명으로 79.2%를 차지

했다(Table2).근무지에 주사바늘 찔림 예방과 관련된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명(16.1%)이었고,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98명(83.9%)이었다.근무지에 주사바늘 분리 수거통이 unit-chair
마다 비치되어있는 경우는 206명(58%)이었다(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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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222...JJJooobbbrrreeelllaaattteeeddd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ssstttuuudddyyysssuuubbbjjjeeeccctttsss

***OOOwnPractice NNN(((%%%)))

Characteristics Total
Position Dentalstudent 139(39.2)

Intern 41(11.5)
Resident 132(37.2)
Specialist 23(6.5)
GeneralPractitioner* 20(5.6)

Department OralmedicineD. 7(2.0)
OromaxillofacialsurgicalD. 43(12.1)
PeriodonticD. 39(11.0)
ProstheticD. 44(12.4)
PediatricD. 17(4.8)
ConservativeD. 25(7.0)
OrthodonticD. 34(9.6)
Studentclinic 146(41.1)

Workingtime(hour/day) Mean±SD 9.6±3.91
Under8hours 74(20.8)
Over8hours 281(79.2)

Career(month) Mean±SD 30.2±46.28
~12 157(44.2)
13~36 118(33.2)
37~ 80(22.5)

Needlechamber Yes 206(58.0)
No 149(42.0)

Guidelineofneedlestick Yes 57(16.1)
No 29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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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BBB형형형 간간간염염염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00명(84.5%)으로 대부

분이 B형 간염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가 39명(11.0%),예방접종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16명(4.5%)이었다.B
형 간염 항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였고,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8명,항체의 유무를 모르는 경우
가 40명으로 11.3%였다.B형 간염 보균자라고 답한 경우가 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였고 보균자가 아니라고 답한 경우는 324명으로 91.3%였으
며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27명(7.6%)이었다(Table3).

TTTaaabbbllleee333...TTThhheeecccooonnndddiiitttiiiooonnnooofffssstttuuudddyyysssuuubbbjjjeeeccctttsss'''sssHHHeeepppaaatttiiitttiiisssBBBvvviiirrruuusss

NNN(((%%%)))

StateofHepatitisBvirus
Yes No Don'tknow

Vaccination 300(84.5) 39(11.0) 16(4.5)
HBsAb 277(78.0) 38(10.7) 40(11.3)
Carrier 4(1.1) 324(91.3)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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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발발발생생생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가가가...주주주사사사침침침 손손손상상상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특특특성성성
빈도분석결과 최근 1년간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 23명

으로 6.5%였고,1회 이상의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332명
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전체 대상자의 손상횟수 평균은 5.7회로
다소 높았다(Figure2).

FFFiiiggguuurrreee222...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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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등의 손상 유경험자의 손상 경험 시의 해당 부서와 사용했던
도구를 높은 빈도순으로 보면,해당 부서는 구강외과와 치주과가 114건
22.6%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구강내과가 11건으로 9.1%로 가장 적었다.
수행 중이던 작업은 국소마취(침윤마취)가 138건으로 23.8%,기공작업이
117건으로 20.2%,정맥주사는 구강외과 이외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 시
술이어서 가장 빈도가 낮았는데 총 16건으로 2.8%에 불과했다.그리고 손
상 받을 때 사용한 기구는 수행 중이던 작업과 일맥상통하게 치과용 주사
기가 156건으로 가장 많아서 26.4%였고,하이스피드(Highspeed)핸드피
스가 다음으로 많은 87건으로 14.7% 이었다(Table4).
이외에도 기타에 포함된 기구 중에는 파일(file),왁스카버(waxcaver),

스케일러(scailer),양극성 지혈기(bipolartip)등이 있었고,시술과정에서
환자의 구강 안으로 치료자의 손가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물린 경험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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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ppprrroooccceeeddduuurrreeeaaannndddiiinnnssstttrrruuummmeeennntttaaannndddiiittt'''sssfffrrreeeqqquuueeennncccyyy
aaatttttthhhaaattttttiiimmmeeeooofff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dddeeesssccceeennndddiiinnngggooorrrdddeeerrr)))

A;Oromaxillofacialsurgicaldentistry.B;Periodonticdentistry.
C;Prostheticdentistry.D;Conservativedentistry.E;Pediatricdentistry.
F;Orthodonticdentistry.G;Oralmedicine.
Case(%).

Department Procedure Instrument
A 114(22.6) Infiltration 138(23.8) Dentalsyringe 156(26.4)
B 114(22.6) Craft117(20.2) Highspeed 87(14.7)
C 82(16.3) Scaling 88(15.2) Sutureneedle 85(14.4)
D 61(12.1) Suture 82(14.1) Wire 83(14.1)
E 42(8.3) Wireboxing 27(4.7) Perio-curette 66(11.2)
F 34(6.7) Incision 22(3.8) Syringe 44(7.5)
G 11(2.2) IV 16(2.8) IV cannula 7(1.2)
Other 46(9.1) Other90(15.5) Other62(10.5)

504 58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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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횟수의 평균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Table5에
나타내었다.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횟수의 평균은 성별로 남성이 4.7회,
여성이 7.1회로 여성이 의미있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P<0.05).연령별 손
상횟수는 20대가 5.8회,30대가 5.4회,40대 이상이 4.7회였다.신분별로는
전공의가 6.7회로 가장 높았고,전공과목별로는 소아치과가 8.7회로 가장
많은 반면,구강내과는 1.6회로 가장 적었다(Table5).
치료 유닛마다 주사바늘 분리 수거통이 비치되어 있는 집단은 5.0회,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6.6회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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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bbbyyy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P＜0.05,‡Mean±StandardDeviation

Frequencyofsharpsinjuries torFP-value0 1∼5 over6 Mean±SD‡

Gender Male 17(8.1) 158(75.2) 35(16.7) 4.7±7.50 -2.598 0.010*
Female 6(4.1) 85(58.6) 54(37.2) 7.1±9.08

Age ~29 14(5.1) 188(68.1) 74(26.8) 5.8±8.18 0.124 0.883
31~39 8(11.4) 49(70.0) 13(18.6) 5.4±8.89
40~ 1(11.1) 6(66.7) 2(22.2) 4.7±0.50

Position Dentalstudent 11(7.9) 97(69.8) 31(22.3) 5.6±9.59 1.415 0.335
Intern 3(7.3) 33(80.5) 5(12.2) 4.1±5.50
Resident 7(5.3) 80(60.6) 45(34.1) 6.7±8.17
Specialist 1(4.3) 16(69.6) 6(26.1) 4.8±4.31
GeneralPractitioner 1(5.0) 17(85) 2(10.0) 4.2±6.31

Major OralmedicineD. 1(14.3) 6(85.7) 0(0.0) 1.6±1.13 1.045 0.400
OromaxillofacialsurgicalD.3(7.0) 29(67.4) 11(25.6) 6.3±9.45
PeriodonticD. 2(5.1) 31(79.5) 6(15.4) 4.2±4.93
ProstheticD. 3(6.8) 32(72.7) 9(20.5) 4.7±5.08
PediatricD. 1(5.8) 8(47.1) 8(47.1) 8.7±7.22
ConservativeD. 0(0.0) 17(68.0) 8(32.0) 4.7±3.47
OrthodonticD. 1(2.9) 19(55.9) 14(41.2) 7.1±7.32
Studentclinic 12(8.2) 101(69.2) 33(22.6) 5.8±10.15

Working
time

Under8hours 2(2.7) 57(77.0) 15(20.3) 4.5±5.68 -1.357 0.176
Over8hours 21(7.5) 186(66.2) 74(26.3) 6.0±8.79

Sleeping
time

Under6hours 8(8.4) 66(69.5) 21(22.1) 6.3±9.42 0.876 0.382
Over6hours 15(5.8) 176(68.0) 68(26.3) 5.5±7.80

Dominant
hand

Righthand 23(6.8) 232(68.6) 83(24.6) 5.7±8.39 0.012 0.990
Lefthand 0(0.0) 11(64.7) 6(35.3) 5.7±5.04

Preventive
education

Yes 18(7.4) 162(66.9) 62(25.6) 5.7±8.69 0.203 0.839
No 5(4.4) 81(71.7) 27(23.9) 5.5±7.27

Needle
chamber

Yes 11(5.3) 146(70.9) 49(23.8) 5.0±7.01 -1.740 0.083
No 12(8.1) 97(65.1) 40(26.8) 6.6±9.67

Guidelineof
Needlestick

Yes 4(7.0) 40(70.2) 13(22.8) 5.1±7.87 -0.550 0.584
No 19(6.4) 203(68.1) 76(25.5) 5.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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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손손손상상상 부부부위위위
손상부위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손상건수 839건 중에서 왼손이 489건

으로 58.3%,오른손이 350건으로 41.7%였다.손등 쪽 손상은 332건으로 전
체의 39.5%,손바닥 쪽 손상이 507건으로 60.5%였다.손가락 중에서도 엄
지와 검지가 양손 모두 손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상세한 손가락 부위별
손상건수는 Figure3에 나타내었다.
손상부위는 손 이외에도 팔이 12건,다리가 10건,엉덩이가 5건,기타

부위가 3건이었다.

LLLeeefffttt RRRiiiggghhhttt

FFFiiiggguuurrreee333...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iiinnnhhhaaannndddsss...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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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보보보호호호구구구 착착착용용용 및및및 교교교육육육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질문을 5점 척도로 하여 6가지 보호구(외과용 장

갑,외과용 마스크,face-shield,보호용 안경,덧 가운,일회용 비닐장갑)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의 평균점수와 집단 간 차이를 Table6에 정리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20대와 30대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보호구 착

용에 관한 평균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받았다(P<0.05).신분별 비교에서도
전문의가 평균점수 3.2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개업의가 2.64,수련
의가 2.75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P<0.05).전문과목별 비교에서는 치주과
가 3.12,보존과가 3.09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반해 소아치과는 2.39,
교정과는 2.55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반면 보호구 착용습관에 관한 점수의 비교에서 주사바늘 찔림 예방 교

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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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SSScccooorrreeeooofffwwweeeaaarrriiinnngggpppeeerrrsssooonnnaaalll ppprrrooottteeeccctttiiivvveeeeeeqqquuuiiipppmmmeeennntttbbbyyygggeeennneeerrraaalll
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P＜0.05,
†Mean±StandardDeviationscoreofwearingpersonalprotectiveequipment

N(%)
Score torF P-value

Mean±SD†

Gender Male 210 2.8±0.65 -1.600 0.111
Female 145 2.9±0.68

Age ~29 276 2.8±0.66 5.097 0.007*
31~39 70 2.9±0.64
40~ 9 3.6±0.81

Position Dentalstudent 139 2.8±0.61 2.575 0.037*
Intern 41 2.8±0.78
Resident 132 2.9±0.67
Specialist 23 3.2±0.74
GeneralPractitioner 20 2.6±0.55

Department OralmedicineD. 7 2.6±0.73 4.731 0.000*
OromaxillofacialsurgicalD. 43 3.1±0.58
PeriodonticD. 39 3.1±0.74
ProstheticD. 44 3.0±0.68
PediatricD. 17 2.4±0.51
ConservativeD. 25 3.1±0.67
OrthodonticD. 34 2.6±0.68
Studentclinic 146 2.8±0.62

Workingtime
Under8hours 74 2.9±0.61 0.956 0.339
Over8hours 281 2.9±0.68

Sleepingtime
Under6hours 95 2.8±0.68 -0.389 0.698
Over6hours 259 2.9±0.66

Dominant
hand

Rthand 338 2.9±0.67 0.632 0.528
Lthand 17 2.8±0.63

Preventive
education

Yes 242 2.9±0.66 0.884 0.377
No 113 2.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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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사사사용용용 후후후 처처처리리리 및및및 손손손상상상 후후후 대대대응응응방방방법법법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가가가...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날날날카카카로로로운운운 기기기구구구의의의 사사사용용용 후후후 처처처리리리
주사침 등의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용 후의 처리에 관한 질

문을 5점 척도로 작성하여 그 평균을 Table4에 정리하였다.
일반주사기를 포함한 치과용 주사기의 주사바늘 및 외과용 칼날(mes)

등의 일회용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답변
이다.
성별이나 연령별,신분 및 전공과목별로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근무시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룹은 3.09,8
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그룹은 3.24로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그리고 수면시간에 따른 비교에서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그
룹의 점수는 3.12,6시간 보다 적게 수면을 취하는 그룹의 점수는 3.11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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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777...SSScccooorrreeeooofffhhhaaannndddllliiinnngggnnneeeeeedddllleeesssaaannndddooottthhheeerrrssshhhaaarrrpppiiinnnssstttrrruuummmeeennntttsss
aaafffttteeerrruuusssaaagggeeebbbyyy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P＜0.05
†Mean±StandardDeviation

N(%)
Score torF P-value

Mean±SD†

Gender Male 210 3.1±0.55 -0.884 0.378
Female 145 3.2±0.54

Age ~29 276 3.1±0.55 1.049 0.351
31~39 70 3.1±0.50
40~ 9 3.4±0.38

Position Dentalstudent 139 3.2±0.53 1.449 0.217
Intern 41 3.0±0.47
Resident 132 3.1±0.59
Specialist 23 3.1±0.45
GeneralPractitioner 20 3.1±0.51

Department OralmedicineD. 7 3.0±0.25 1.369 0.217
OromaxillofacialsurgicalD. 43 3.0±0.55
PeriodonticD. 39 3.0±0.65
ProstheticD. 44 3.2±0.41
PediatricD. 17 3.0±0.40
ConservativeD. 25 3.2±0.60
OrthodonticD. 34 3.1±0.59
Studentclinic 146 3.2±0.54

Workingtime
Under8hours 74 3.2±0.54 2.114 0.035*
Over8hours 281 3.1±0.54

Sleepingtime
Under6hours 95 3.1±0.56 -0.259 0.796
Over6hours 259 3.1±0.54

Dominant
hand

Righthand 338 3.1±0.54 1.734 0.084
Lefthand 17 2.9±0.49

Preventive
education

Yes 242 3.2±0.51 2.202 0.028*
No 113 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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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혈혈혈액액액 매매매개개개성성성 감감감염염염성성성 질질질환환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대표적인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으로 B형 간염과 HIV감염,C형 간

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기위해 각 질환의 전염성에 관해 다섯 가지 질문
을 하였다.각 문항을 1점식 배점하여 5점 만점으로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
환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서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Table8에 정리하였
다.
성별로는 남성이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점수가 2.60으로 여

성의 점수 2.32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전공
과목별 비교에서는 치주과가 3.0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강내과가
1.7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집단 간 비교에서 구강내과와 치주과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반면 전공의,수련의,전
문의 등 신분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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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888...SSScccooorrreeeooofffkkknnnooowwwllleeedddgggeeeaaabbbooouuutttbbbllloooooodddbbbooorrrnnneeedddiiissseeeaaassseeesss
bbbyyy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P＜0.05
†Mean±StandardDeviation

N
Score

torF P-value
Mean±SD†

Gender Male 210 2.6±1.53 1.782 0.076
Female 145 2.3±1.47

Age ~29 276 2.5±1.49 1.106 0.332
31~39 70 2.3±1.60
40~ 9 3.1±1.40

Position Dentalstudent 139 2.5±1.46 1.010 0.402
Intern 41 2.9±1.31
Resident 132 2.4±1.60
Specialist 23 2.6±1.41
GeneralPractitioner 20 2.2±1.74

Major OralmedicineD. 7 1.7±1.38 2.036 0.050*
OromaxillofacialsurgicalD. 43 2.7±1.46
PeriodonticD. 39 3.1±1.61
ProstheticD. 44 2.0±1.68
PediatricD. 17 2.5±1.42
ConservativeD. 25 2.7±1.22
OrthodonticD. 34 2.3±1.60
Studentclinic 146 2.5±1.44

Workingtime
Under8hours 74 2.4±1.47 -0.611 0.542
Over8hours 281 2.5±1.52

Preventive
education

Yes 242 2.5±1.52 -0.070 0.944
No 113 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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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손손손상상상 후후후 대대대응응응방방방법법법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Table9에 정리하였다.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주
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시 베타딘(betadine)으로 씻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응급처치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염관리실을 방문하
였다는 응답도 교육받지 않은 그룹보다 교육받은 그룹에서 더 많은 빈도
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9).
주사침 등의 손상을 받았을 때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였는지에 대한 문

항에 대해서는 항상 조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55명으로 43.7%였고,대
부분 조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6.6%로 거의 대부분이 환자의 병력을 조
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받은 그룹과 교육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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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999...TTTaaakkkiiinnngggcccaaarrreeeaaafffttteeerrr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bbbyyyppprrreeevvveeennntttiiivvveee
eeeddduuucccaaatttiiiooonnn

*P＜0.05

TTTaaakkkiiinnngggcccaaarrreee
PPPrrreeevvveeennntttiiivvv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

XXX222 PPP---vvvaaallluuueee
YYYeeesss NNNooo

FFFiiirrrssstttaaaiiiddd
cleansingwithwater 75(78.9) 20(21.1) 6.945 0.008*
cleansingwithalcoholsponge 79(73.8) 28(26.2) 2.263 0.132
cleansingwithbetadine 126(61.8) 78(38.2) 9.065 0.003*
visitingER 7(77.8) 2(22.2) 0.393 0.531
none 31(73.8) 11(26.2) 0.698 0.403
FFFooollllllooowww uuuppp
visitinfectioncontrolroom 18(62.1) 11(37.9) 0.542 0.462
reportingtosenior 11(68.8) 5(31.4) 0.003 0.959
laboratorytest(serum) 11(68.8) 5(31.4) 0.003 0.959
medication 10(83.3) 2(16.7) 1.316 0.251
none 189(67.5) 91(32.5) 0.273 0.601
CCChhheeeccckkkiiinnngggpppaaatttiiieeennnttt
no 14(53.8) 12(46.2)
sometimes 28(63.6) 16(3.4) 4.569 0.206
almostalways 87(66.9) 43(33.1)
always 113(72.9) 4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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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과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서 보호구 착용습관의 점수의 평균,날카로운 기구 등의 사용 후 처리 점
수의 평균,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의 평균의 차이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보호구 착용습관의 점수의 평균,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

식의 평균은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과 교육을 받지 않은 그
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
구의 사용 후 처리에 관한 점수는 교육을 받은 그룹이 의미 있게 높아서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한 후 더 잘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TTaaabbbllleee111000...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iiieeesssaaannndddtttaaakkkiiinnngggcccaaarrreeessscccooorrreee
aaaccccccooorrrdddiiinnngggtttoooppprrreeevvveeennntttiiivvveeeeeeddduuucccaaatttiiiooonnn

*P＜0.05,†Mean±StandardDeviation
‡Ⅲ;Scoreofwearingpersonalprotectiveequipment
Ⅳ;Scoreoftreatmentneedlesandothersharpsafterusage
Ⅴ;Scoreofknowledgeaboutbloodbornedisease

Preventiveeducation
t P-valueYes(N=242) No(N=113)

Ⅲ‡ 2.9±0.66† 2.8±0.68 0.884 0.377

Ⅳ 3.2±0.51 3.0±0.60 2.079 0.039*

Ⅴ 2.5±1.52 2.5±1.49 -0.070 0.944
frequencyof
sharpsinjury 5.7±8.69 5.5±7.27 0.203 0.839



- 30 -

444...선선선형형형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가가가...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손손손상상상 횟횟횟수수수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파파파악악악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선선선형형형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주사침 등의 손상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전체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4%이며 모형은 통계 적으
로 유의하였다(P<0.05).
단순분석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던 성별이외에도 주사바늘 분리

수거통의 비치 여부가 의미 있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치료
유닛마다 주사바늘 분리수거통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주사침 등의 손상
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Tab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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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111111...RRReeesssuuullltttooofff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aaabbbooouuutttfffrrreeeqqquuueeennncccyyyooofff
ssshhhaaarrrpppsssiiinnnjjjuuurrryyy

†OMFS;Oromaxillofacialsurgicaldentistry.

Variable(norm)Variable(norm)Variable(norm)Variable(norm)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ββββ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ββββ
tttt P-valueP-valueP-valueP-value

-5.86 -1.06 0.29

Gender

              Female  2.23  0.13  2.33 0.02*
Age(~29)

              30~39  1.17  0.06  0.88 0.38

              40~  0.90  0.02  0.24 0.81

Major(ConservativeD.)
              Oralmedicine -4.29 -0.07 -1.20 0.23

              OMFS
†

 1.53  0.06  0.71 0.48

              PeriodonticD. -1.37 -0.05 -0.64 0.52

              ProstheticD.  0.31  0.01  0.15 0.88

              PediatricD.  2.66  0.07  0.99 0.32

              OrthodonticD.  5.35  0.19  2.24 0.03*
              Studentclinic  10.25  0.61  2.69 0.01*
Position(Dental student)

              Intern  5.66  0.22  1.57 0.12

Resident  9.26  0.54  2.56 0.01*
Specialist  6.20  0.18  1.45 0.15

Generalpractitioner  1.11  0.03  0.31 0.76

Workingtime(under8hours)
over8hour  2.02  0.10  1.66 0.10

Sleepingtime(under6hours)
              over6 hours -0.61 -0.03 -0.59 0.55

Dominant hand(Rt hand)

              Lt hand -0.39 -0.01 -0.19 0.85

Preventive education(Yes)

              No -0.78 -0.04 -0.75 0.45

Needle  chamber(Yes)

              No  1.99  0.12  1.99 0.05*
Protective device  0.33  0.03  0.46 0.65

Handling sharps -0.60 -0.04 -0.72 0.47

Bloodborne disease  0.07  0.01  0.25 0.80

R-Square 0.103

Adjusted R-Square 0.044

F 1.735

P-value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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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주주주사사사침침침 등등등의의의 날날날카카카로로로운운운 기기기구구구의의의 사사사용용용 후후후 처처처리리리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파파파악악악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선선선형형형 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전체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이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분석결과 주사바늘 및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생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경우와 보호구 착용습관점수가 높은 경
우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Table12).



- 33 -

TTTaaabbbllleee111222...RRReeesssuuullltttooofffllliiinnneeeaaarrr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 mmmooodddeeelllaaabbbooouuuttthhhaaannndddllliiinnnggg nnneeeeeedddllleeesss
aaannndddooottthhheeerrrssshhhaaarrrpppsssaaafffttteeerrruuusssaaagggeee

†OMFS;Oromaxillofacialsurgicaldentistry

Variable(norm)Variable(norm)Variable(norm)Variable(norm)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ββββ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ββββ
tttt P-valueP-valueP-valueP-value

3.16 9.99 0.000

Gender

              Female 0.05 0.05 0.87 0.39

Age(~29)

              30~39 0.11 0.08 1.30 0.19

              40~ 0.43 0.12 1.74 0.08

Major(ConservativeD.)
              Oralmedicine -0.13 -0.03 -0.56 0.58

              OMFS
†

-0.16 -0.09 -1.11 0.27

              PeriodonticD. -0.12 -0.07 -0.89 0.37

              ProstheticD.  0.04  0.02  0.26 0.80

              PediatricD. -0.09 -0.04 -0.54 0.59

              OrthodonticD.  0.05  0.03  0.30 0.76

Studentclinic -0.31 -0.29 -1.27 0.02*
Position(Dentalstudent)

Intern -0.34 -0.20 -1.46 0.14

Resident -0.31 -0.28 -1.33 0.19

Specialist -0.54 -0.24 -1.95 0.05*
Generalpractitioner -0.34 -0.14 -1.44 0.15

Workingtime(under8hours)
over8hour -0.07 -0.05 -0.93 0.36

Sleeping time(under 6 hours)

              over6 hours -0.04 -0.04 -0.64 0.52

Dominant hand(Rt hand)

              Lt hand -0.20 -0.08 -1.48 0.14

Preventive education(Yes)

              No -0.09 -0.07 -1.28 0.20

Needle  chamber(Yes)

              No -0.10 -0.09 -1.50 0.13

Protective device  0.16 0.20 3.53 0.00*
Bloodborne disease -0.01 -0.03 -0.48 0.63

R-Square 0.116

adjusted R-Square 0.060

F 2.065

P-value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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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이 연구는 치과 진료 영역에서의 주사침 등의 손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사침 등의 손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에 주력
하기 위함이었다.병원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간호사,병원 청소인
력을 대상으로 한 주사침 손상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치과 진료
영역에서 주사침 등의 손상이 빈번함에도 국내에서 치과진료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대상자 355명중 332명인 93.5%가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일반병원의 주사침 손상의 빈도 51.2%(김옥선,1997)에 비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빈도의 분포를 볼 때 1회와 2회,3회가 가장 잦
은 빈도를 차지하고 5회,10회,20회의 값이 큰 이유는 기억력에 의존한
수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Figure2).미국 CDCP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전국적인 규모의 병원직원에 대한 감시체계(The
nationalsurveillancesystem forhospitalcareworker)의 연구결과에서
병원직원의 40%가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경험한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치과진료 영역의 주사침 등의 손상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CDCP,1999).
본 연구에서는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 당시 및 시행중이던 진료행위,

진료도구를 함께 조사하였다.시행중이던 진료행위는 국소마취(침윤마취)
가 가장 많았는데(23.8%)이것은 일반적인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혈액체취,정맥주사 등의 행위 시에 주사침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 35 -

것(김옥선,1997)과 비교할 때 치과병원의 특성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라고 볼 수 있다.침윤마취 이외에도 기공,스케일링 등이 주사침 등의 손
상을 가장 자주 경험 하는 진료행위였다.또한 손상경험 시 진료도구의 종
류도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용 주사기(26.4%)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고
속 수공구(highspeedhandpiece)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의
경우 정맥주사용 카테터(IV catheter)가 주된 원인(김옥선,1997)인 것과
차이가 있었다.
주사침 등의 손상을 받는 신체 부위로 손이 839건(96.5%)으로 대부분

이었다.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많았으며,이것은 대부분의 시술자가 오
른손잡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손가락 중에서는 왼손 검지가
211건(25.1%)으로 가장 많았는데,이것은 침윤마취 시에 왼손을 좁은 구강
안에 넣고 주사부위를 만져보면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2002년 오향순 등의 연구에서도 주사침 손상을 경험한 부위가 손가
락이 대부분(78.2%)이었고 상세한 부위별 비교에서도 왼손 검지와 엄지
가 가장 많이 찔리는 것으로 보고되어 손상 신체부위 면에서 본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경우와 보호구 착용습관이 의
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이것은 학생들이 진료 시에 보조인력 없이 직접
진료기구를 정리하기 때문이며,학생들이 보호구룰 더 잘 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학생들이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 횟수가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통해서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
리의 강화와 보호구 착용 습관의 생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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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사침 등의 사용 후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호구 착용을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호구 착용습
관이 주사침 등의 손상횟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더라도
치과진료에서는 주사침 등의 손상뿐만 아니라 진료 중 파편,침,관류액
등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
해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진료중의 보호구 착용,특히 점막에의 노출을
예방하기위해 고글이나 안면보호구 등의 사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DCP에서 권고하는 치과진료영역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구착용 등이 미미하여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고취와 보호구 착
용 강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첫째 연구 대

상이 서울의 2개 대학의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연구결과를 전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둘째,치의학생이 환자진료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대상자 중에 상
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실제로 진료과정에서 학생과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의 수행과정에 차이가 있어 함께 해석하기에 부적합한 부분
이 있다.셋째,설문조사에서 주사침 등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어,치료 중
에 파편이나 침,관류액(irrigationsolution)등 기타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첫

째,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의 유무에 있어서는 대상자 대부분이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여 치과진료 영역에서의 주사침 등의 손상의 발생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주사침 등의 손상의 횟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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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성별 이외에는 없어 더 이상의 분석이 불가능하였다.특히,주사침
등의 손상 횟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보호구 착용 습관,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날카로운 기구 등의 처리 습관 등이 통계적으로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둘째,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이 교
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주사침 등의 손상 후에 대응방법이 적절하였으
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리고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기구
의 사용 후 처리 습관에서도 주사침 손상 예방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좋은 성적을 받았다.그러나 교육시기의 전
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반드시 교육을 받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이유라고 강조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주사침 등의 손상이 많고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요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합한 도
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치과진료 영역의 정확한 주사침 등의 손상의 실태 파악 및 위험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들과 같은 연구도구를 사
용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셋째,이번 연구에서는 주사침 등의 손상 횟수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문헌고찰에서 주사바늘 찔림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주사침 등의 사용 후 처리습관 및 임상경력,피로 등의 변수와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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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치과 진료 시에 발생하는 주사침 등의 손상의 발생과 요인
을 파악하여 주사침 등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행 하였다.서울과 인천지역 치과병원의 치과의사와 임상 실습 경험이 있
는 치과 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2일까지
355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지난 1년간 주사침 등의 손상 경험의 횟수는
평균 5.7회였으며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손상부위는 왼손과
손바닥 쪽이 오른손이나 손등 쪽보다 많았고 손상도구로는 치과용 주사기
가 많았으며 침윤마취 중에 가장 많이 찔렸다.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짧고
주사침 손상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주사침 등의 날카로운 기구의 사
용 후 처리를 잘했다.회귀분석 결과 손상횟수의 요인으로 주사바늘 분리
수거통이 치료유닛마다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손상횟수가 적었다.주사침
등의 손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사침 손상 예방교육 여부,보호
구의 착용습관,주사바늘 등의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혈액 매개
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그러나 주사바늘 찔림 예방교육을 받은 그룹과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 주사침 등의 손상 후 대응방법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주
사바늘 찔림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이 손상 후 응급처치 시에 베타딘 소
독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날카로운 기구 등의 사용 후 처리에서도 주사
바늘 찔림 예방 교육을 받은 그룹의 점수가 더 높았다.주사바늘 찔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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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육이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 후 처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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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에 도구에 도구에 도구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치료자의 치료자의 치료자의 치료자의 손상과 손상과 손상과 손상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정에서 감염성질환에의 감염성질환에의 감염성질환에의 감염성질환에의 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노출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수집하기위한 수집하기위한 수집하기위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치과진료실습경험 치과진료실습경험 치과진료실습경험 치과진료실습경험 6666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이상인 이상인 이상인 이상인 치의학과 치의학과 치의학과 치의학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학생과 치과의사를 치과의사를 치과의사를 치과의사를 대상대상대상대상

자로 자로 자로 자로 선정하였으며 선정하였으며 선정하였으며 선정하였으며 설문으로 설문으로 설문으로 설문으로 얻은 얻은 얻은 얻은 정보는 정보는 정보는 정보는 논문작성 논문작성 논문작성 논문작성 이외의 이외의 이외의 이외의 목적으로 목적으로 목적으로 목적으로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사용되지 않을 않을 않을 않을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질문은 모두 모두 모두 모두 4444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50505050여 여 여 여 문항으로 문항으로 문항으로 문항으로 바쁘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응답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감사하겠습니다....

        본 본 본 본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통계법 통계법 통계법 통계법 제제제제13131313조에 조에 조에 조에 의거 의거 의거 의거 비밀을 비밀을 비밀을 비밀을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드리며드리며드리며드리며,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이외에는 이외에는 이외에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사용하지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산업보건학과산업보건학과산업보건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 : : : 원 원 원 원 종 종 종 종 욱욱욱욱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자 자 자 자 : : : : 노 노 노 노 희 희 희 희 정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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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sharps sharps sharps sharps injury(injury(injury(injury(날카로운 날카로운 날카로운 날카로운 기구에 기구에 기구에 기구에 베이거나 베이거나 베이거나 베이거나 찔림찔림찔림찔림))))와 와 와 와 관련한 관련한 관련한 관련한 질문질문질문질문

1. 최근 1년간 병원에서 진료 및 실습 시에 날카로운 기구(mes, needle, 

curette, burr 등)에 베이거나 찔린 경험이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             ) 회 / 년

2. 손상을 입은 신체 부위는 어디인지 그림에 표시해주십시오.

   (손이 아닌 경우는 부위를 그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 손이 아닌 신체부위 (                       )

왼손(등) 오른손(등) 왼손(바닥) 오른손(바닥)

3. 만일 경험이 있다면 하고 있던 일/부서/기구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부서
⏗구강내과  ⏗구강외과  ⏗치주과  ⏗보철과 

⏗소아치과  ⏗보존과    ⏗교정과  ⏗기타(           )

일
⏗국소마취  ⏗봉 합     ⏗절 개   ⏗스케일링    ⏗기 공  

⏗IV        ⏗wire boxing         ⏗기타(             )

기구
⏗치과용주사기  ⏗일반주사기 ⏗IV용 메디컷   ⏗치주과큐렛  ⏗wire

⏗봉합용 바늘   ⏗전동기구(드릴/하이스피드)  ⏗기타(     )

4. 찔리거나 베인 직후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물로 씻는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응급실 방문       ⏗아무처치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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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 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감염관리실 방문 ⏗상급자에게 보고 ⏗혈액검사 ⏗투약 ⏗아무것도 안한다.

6. sharps injury손상을 받았을 때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였습니까? 

   ⏗조사하지 않는다.  ⏗가끔 조사한다. ⏗대부분 조사한다. ⏗항상 조사한다.

     

7. 조사하였다면 어떤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모두 표시하

십시오. 

   ⏗B형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모름   ⏗기타(         )

8. sharps injury손상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병에 걸릴까봐  ⏗경제적 손실  ⏗근무에 지장  ⏗정신적 고통  ⏗없음

9. sharps injury손상을 받았을 때 어떤 병에 걸릴지 가장 걱정 되십니까?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매 독       ⏗없음

    

        ⅡⅡⅡⅡ. . . .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환경 환경 환경 환경 및 및 및 및 평소 평소 평소 평소 근무 근무 근무 근무 습관에 습관에 습관에 습관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질문질문질문

1. 치과에서 주로 다루는 날카로운 기구입니다. 

   얼마나 자주 다루는지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사용안함  사용함 (횟수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치과용 주사기  ⏗  ⏗ (                  )회/ 하루 or 월

 일반주사기  ⏗  ⏗ (                  )회/ 하루 or 월

 치주과 큐렛  ⏗  ⏗ (                  )회/ 하루 or 월

 하이스피드/드릴  ⏗  ⏗ (                  )회/ 하루 or 월

 MES  ⏗  ⏗ (                  )회/ 하루 or 월

 봉합용 바늘  ⏗  ⏗ (                  )회/ 하루 or 월

 치과용 wire  ⏗  ⏗ (                  )회/ 하루 or 월

 IV용 메디컷  ⏗  ⏗ (                  )회/ 하루 or 월

2. 주사침손상/sharps injury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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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교육을 받았다면 1년에 몇 회 정도 받습니까?

   (              ) 회 / 년 

4. 주사침 손상 예방교육을 받은 때는 언제 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학생 때          ⏗병원 입사 시에     ⏗인턴 시절   

   ⏗전공의 시절      ⏗보수교육 시에      ⏗모름

5 근무지에 주사침손상/sharps injury 예방에 대한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Unit-chair마다 주사바늘 분리수거통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일회용 주사바늘/mess 등을 사용 후에 어디에 버리는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일반쓰레기통   ⏗적출물수거통  ⏗주사바늘 분리수거통   ⏗기타(      )

8 일회용 주사바늘/mess 등을 사용 후에는 누가 버리거나 치웁니까?

   ⏗사용자가 직접   ⏗간호보조원    ⏗위생사  ⏗위생 실습학생  ⏗모름

9 (침습적)처치 전에 환자의 병력을 조사합니까?

   ⏗전혀 조사하지 않는다.  ⏗가끔   ⏗보통   ⏗대부분  ⏗반드시 조사한다.

        ⅢⅢⅢⅢ. . . .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보호구 착용에 착용에 착용에 착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질문질문질문((((평소 평소 평소 평소 습관대로 습관대로 습관대로 습관대로 표시표시표시표시))))

전혀 사용

하지 않음

가  끔 

사용함
보  통

자  주 

사용함

항  상 

사용함

1. 외과용 장갑 ⏗ ⏗ ⏗ ⏗ ⏗

2. 외과용 마스크 ⏗ ⏗ ⏗ ⏗ ⏗

3. face shield
  (턱까지 가림)

⏗ ⏗ ⏗ ⏗ ⏗

4. 보호용 안경 ⏗ ⏗ ⏗ ⏗ ⏗

5. 덧 가운 ⏗ ⏗ ⏗ ⏗ ⏗

6. 일회용 비닐장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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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ⅣⅣⅣ. . . . 주사바늘주사바늘주사바늘주사바늘(mes(mes(mes(mes및및및및, , , , 봉합용 봉합용 봉합용 봉합용 바늘 바늘 바늘 바늘 포함포함포함포함))))의 의 의 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및 및 및 및 처리에 처리에 처리에 처리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질문질문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 통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주사침은 분리수거통에 

   버린다.
⏗ ⏗ ⏗ ⏗ ⏗

2. 사용한 주사침은 손으로 분

리하지 않는다.
⏗ ⏗ ⏗ ⏗ ⏗

3. 사용한 주사침은 버리기 전

에 뚜껑을 씌우지 않는다.
⏗ ⏗ ⏗ ⏗ ⏗

4. 주사침은 사용 시 구부리거

나 자르지 않는다.
⏗ ⏗ ⏗ ⏗ ⏗

5. 주사침은 사용 후 즉시 버린

다.
⏗ ⏗ ⏗ ⏗ ⏗

6. 주사침 사용 시 시술자가 직

접 치운다.
⏗ ⏗ ⏗ ⏗ ⏗

7. 주사침 분리 수거통은 가득 

채우기 전에 버린다.
⏗ ⏗ ⏗ ⏗ ⏗

8. Scoop technique을 알고 있

다.
⏗ ⏗ ⏗ ⏗ ⏗

        ⅤⅤⅤⅤ. . . . 혈행성 혈행성 혈행성 혈행성 감염성질환에 감염성질환에 감염성질환에 감염성질환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질문질문질문

1.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눈, 코, 구강 점막에 노출 되었을 때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0~20%    ⏗ 21~40%    ⏗ 41~60%    ⏗ 61~80%    ⏗81~100%

2. sharps injury로 에이즈에 이환될 확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0~20%    ⏗ 21~40%    ⏗ 41~60%    ⏗ 61~80%    ⏗81~100%

3. sharps injury로 B형 간염에 이환될 확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0~20%    ⏗ 21~40%    ⏗ 41~60%    ⏗ 61~80%    ⏗81~100%

4. sharps injury로 성병(매독, 임질 등)에 이환될 확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 0~20%    ⏗ 21~40%    ⏗ 41~60%    ⏗ 61~80%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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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음 질환중 주사침 손상으로 노출 후에 실제로 이환되어 병에 걸릴 확률이 높

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

   ①B형간염,    ②C형 간염,    ③에이즈,     ④매독,     ⑤임질

6. 다음 혈액 매개성 감염성 질환 중 노출 후에 예방 접종이 효과 있는 것은 어

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모두 효과 없다  ⏗모두 효과 있다.

        ⅥⅥⅥⅥ.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질문질문질문

1. 성별  ⏗남자  ⏗여자                   

2. 연령  만(    )세

3. ⏗오른손잡이 / ⏗왼손잡이    

4. 진료 경력 (     )년 (    )개월

5. 근무부서  

   ⏗구강내과   ⏗구강외과   ⏗치주과    ⏗보철과  

   ⏗소아치과   ⏗보존과     ⏗교정과    ⏗종합진료실(학생진료실)

6. 신    분   

   ⏗치의학생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fellow 이상 교수) ⏗개업의

7. 하루 평균 근무시간(       )시간/일

   평균 수면시간(       )시간/일

        ⅦⅦⅦⅦ. . . . BBBB형 형 형 형 간염과 간염과 간염과 간염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질문질문질문질문

1.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네   ⏗아니오   ⏗모름

2. B형 간염 항체가 있습니까?           ⏗네   ⏗아니오   ⏗모름

3. B형 간염 보균자 입니까?             ⏗네   ⏗아니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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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IIInnnDDDeeennntttaaalllhhhooossspppiiitttaaalll,,,TTThhheeeaaaccctttuuuaaalllcccooonnndddiiitttiiiooonnnooofffSSShhhaaarrrpppsss
rrreeelllaaattteeedddiiinnnjjjuuurrriiieeesssaaannndddTTThhheeeaaassssssoooccciiiaaatttiiinnngggFFFaaaccctttooorrr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JJJooonnngggUUUkkkWWWooonnnMMM...DDD)))

Thepurposeofthisstudyistoresearchsharpsinjuriesandthe
riskfactorindentistsanddentalstudents.Thiscrosssectionalstudy
wasbasedonthedatacollectedfrom thequestionnairesobtainedfrom
510 dentists,oraland maxillofacialsurgeons and experienced dental
students were working attwo differentuniversity dentalhospitals
locatedinSeoul,Korea.
Thequestionnaireswereabouttheexperienceofthesharpsinjuries,

whetherthey had been participated the injury preventive program,
whetherthey knew how to usetheprotection equipments,how to
managetheused injection syringesand whatthey knew aboutthe
bloodborneinfectiousdiseaserelatedtothesharpsinjuries.
Asaresult,93.5％ oftherespondents(322among355)answered

positive experience ofthe sharps injuries more than once a year.
Femalepersonnelexperiencedmoreoftenthanmalepersonnel(p<0.05).

HHHeeeeeeJJJooouuunnngggNNNooohhh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
PPPuuubbbllliiicccHHHeeeaaalllttthhh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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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wasnostatisticaldifferenceamong theprofessionalpersonnel
groupsaboutthecausesofsharpsinjuries.
Thelefthandshadmoresharpsinjuriesthantherighthandsand

thepalm sidehadmoreinjuriesthanthebackofthehand.Themost
frequentinstrumentinvolvedinsharpsinjurieswasdentalsyringesand
themostfrequentprocedurerelatedtosharpsinjurieswasanesthetic
injection(infiltration).
Thepersonnelswhohadshorterdutyhoursorwhohadtakenthe

preventiveeducation handled betterthesharp instrumentsafteruse
than the others.According to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the
frequency ofsharps injuries was smallerin cases thatthe needle
chamberswereplacedontheunit-chair.
To conclude,the personalpreventive device including needle

chambers and preventive education were very importantto prevent
sharpsinjuries.

Keywords:Sharpsrelatedinjury,Needlestick,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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