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닿지 않은 지역

이 없을 정도로 퍼져있고[1],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사태

는 20세기 이후 최악의 전 세계적 공중보건위기로 언급되고 

있다[2]. 감염은 일시적 혹은 장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 코로나 19의 강한 

전파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한 사람들과의 

접촉 수준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4]. 이에 정부

는 공중보건 위기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려[5],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과 개인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속도와 함께 높은 사망률이 보고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고, 그 중 

손위생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호흡기 질환의 전염

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고 있다[1]. 손은 일상생

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갖가지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6] 전염성 미생물과 세균의 접촉이 빈번하여 서식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저장소가 된다[7]. 더욱이 환자와 접촉이 잦은 

의료진의 올바른 손위생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병원 

내 감염의 전파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8].

치과 진료의 경우 환자와 치과 의료진이 구강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선 안에서 진료가 이루어짐에 따라[9], 다발생 되는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10]. 따라서 치과 

의료진의 손은 미생물의 근원지인 구강 내 혹은 그 근처에서 

끊임없이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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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진의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실에서 감염관리의 주체로서 환자들의 

접수와 안내, 진료실 내의 진료보조, 기구의 소독과 멸균 및 

장비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

는 환경 속에서 교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12].

치과위생사 손위생 관련 연구로 한옥성[13]의 연구에서 손씻기

에 대한 인지도, 태도, 수행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정주희 등[14]의 연구에서 손위생 

신념과 손위생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손위생 수행률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손위생에 대한 지식과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손위생 수행도 역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치과위생

사의 손위생과 관련한 전체적인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손위생을 포함한 감염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

을 통한 실천은 대부분의 병원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15].

이에 치과위생사의 손위생과 치과감염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손씻기 인지도와 태도 및 수행도[12],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식 및 수행도,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지 수준이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16]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

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는 치과 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치과위생사의 

손위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진하고 손위생의 중요성을 인지

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1041449-202004-

HR-002)을 받아 실시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의 일부지역 치과

병⋅의원 및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분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G*power 3.1.3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크기 .15의 조건 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22명이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조사하였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회수된 총 250부의 설문조사 중 성실히 답변한 23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는 박진희와 김희선[17]

이 번역한 도구를 대상자에게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 도구는 총 4문항

으로 손위생 교육,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는 

0.739로 나타났다.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는 임희정[18]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총 4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Cronbach's α는 0.920

으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석을 사용하였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

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ver. 26.0 for windows, 

IMB SPSS Statistic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각 요인별 

관계는 상관분석과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9 No. 1 March 2021

24

95.7%, 남자 4.3%로 나타났고, 연령은 26~30세 46.1%, 25세 

이하 24.8%, 31~35세 17.8%, 36세 이상 11.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5년 28.2%, 2년 이하 25.7%, 6~8년 23.9%, 9년 

이상 22.2%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 57.0%, 

대학교 졸 37.4%, 대학원 졸 5.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치과의원 58.7%, 치과병원 22.2%, 종합/대학병원 19.1% 순으로 

나타났다.

2.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

의 전체 평균 점수는 4.21점으로 나타났고,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는 3.98점으로 나타났다.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의 하위요

인 중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은 4.23점,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 4.21점, 손위생 교육 4.15점,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의 하위요인 중 의료폐기

물 관리 4.49점, 멸균과 소독법 4.04점, 개인위생관리 3.96덤, 

치과장비관리 3.88점, 개인보호방법 3.79점, 무균술식법 3.71점 

수능로 나타났다.

3. 근무경력과 근무처에 따른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감염관리 수행도

근무경력과 근무처에 따른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감염관리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근무경력에 따른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는 9년 이상 

4.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이하 4.0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다(p<.05). 근무경력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는 9년 

이상 4.15점, 3~5년 4.04점, 6~8년 3.96점, 2년 이하 3.79점 

순으로 나타났다(p<.01). 근무처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는 치과

병원 4.17점, 종합/대학병원 4.16점, 치과의원 3.85점 순으로 

나타났다(p<.001).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220 95.7

Male  10 4.3

Age

(years old)

≤25  57 24.8

26~30 106 46.1

31~35  41 17.8

≥36  26 11.3

Work experience 

(years)

≤2  59 25.7

3~5  65 28.2

6~8  55 23.9

≥9  51 22.2

Fi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131 57.0

University graduate  86 37.4

Graduate school  13  5.6

Working 

organization

Dental clinic 135 58.7

Dental hospital  51 22.2

General/University hospital  44 19.1

Total 23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M±SD

Cognition of behavior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and hygiene on performance

Hand hygiene education 4.15±1.02

Regular feedback from hand hygiene 3.97±1.10

Hand hygiene request before patient contact 4.21±1.02

Hand hygiene information poster attached 4.23±0.97

Total 4.21±0.72

Dental infection control

Personal hygiene management 3.96±0.54

Personal protection method 3.79±0.67

Aseptic technique 3.71±0.62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methods 4.04±0.61

Dental equipment management 3.88±0.70

Medical waste management 4.49±0.57

Total 3.98±0.47

<Table 2> Behavioral awareness and dental infection management performance related to hand hygiene improvement 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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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

행도의 상관관계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의 상관

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손위생 교육은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r=.736, p<.01)과 환자

접촉 전 손위생 요구(r=.340, p<.01),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

(r=.357, p<.01), 치과감염관리 수행도(r=.350, p<.01)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손위생 정기적 피드백은 환자접촉 전 손위

생 요구(r=.328, p<.01)와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r=.383, 

p<.01), 치과감염관리 수행도(r=.433, p<.01)에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는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r=.325, p<.01)과 치과감염관리 수행도(r=.350, p<.01)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은 치과감

염관리 수행도(r=.31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5.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

행도에 미치는 영향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감염관리 수행도를 설명하는 선형

회귀모형은 23.6.%의 설명력이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18.689, p<.001).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손위생 교육(t=3.607, p<.001), 손위생의 정기적 피

드백(t=3.213, p<.01),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t=2.010, p<.05)

로 나타났다.

1 2 3 4 5

1 -

2 .736** -

3 .340** .328** -

4 .357** .383** .325** -

5 .350** .433** .350** .317** -

**p<.0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Hand hygiene education, 2: Regular feedback from hand hygiene, 3: Hand hygiene request before patient contact, 4: Hand hygiene information poster 

attached, 5: Dental infection control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behavior related to improvement of hand hygiene and performance of dental infection management

Classification Categories N M±SD F p

Cognition of behavior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and 

hygiene on performance

Work experience

(years)

≤2  59 4.06±0.67a

3.526
.016*

a<b

3~5  65 4.17±0.56ab

6~8  55 4.33±0.47ab

≥9  51 4.37±0.59b

Working organization

Dental clinic 131 4.16±0.63

2.351 .098Dental hospital  51 4.36±0.52

General/University hospital  44 4.27±0.54

Dental

infection control

Work experience

(years)

≤2  59 3.79±0.44a

6.130
.001**

a<b

3~5  65 4.04±0.49b

6~8  55 3.96±0.48ab

≥9  51 4.15±0.38b

Working organization

Dental clinic 135 3.85±0.46a

14.579
<.001

a<b
Dental hospital  51 4.17±0.45b

General/University hospital  44 4.16±0.37b

*p<.05, **p<.01

One way ANOVA, Scheffe post-hoc

<Table 3> Hand hygiene performance and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ccording to work experience and workplace N=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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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에 치과감염관리의 주체가 되는 치과위생사의 감염

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손위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 평점은 5점 만점

에 4.21점으로 나타나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일용 

등[19]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경험이 

없는 보건 계열 대학생들과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비교했을 때 연구대상자의 직업 및 경험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주희 등[14]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조무사, 치과코디네이터 

등의 치과종사자 모두 손위생에 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의 하위요인은 

손위생 교육이 4.15점으로 나타났고,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 

3.97점,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 4.21점,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은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는 3.98점

으로 나타났다. 손위생 향상을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이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여 손위생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승교[20]의 연구에서 손씻기 포스터는 

손씻기 행위 자체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행위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 손위생 

안내 포스터 외에 다른 안내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손위생 향상을 위해 안내 포스터와 손위생 교육 및 정기적인 

피드백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의 

하위요인은 의료폐기물 관리 4.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멸균과 소독법 4.04점, 개인위생관리 3.96점, 치과장비 3.88점 

순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개인예방보호와 치과진료 시 필요

로 하는 소독 및 멸균, 치과장비에 대한 교육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과 근무지에 따른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에서 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감염관리 

수행도에서는 근무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한옥성[13]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과위생사는 감염관리의 

기초가 되는 손위생에 대한 지식도를 높이고, 나아가 태도와 

수행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면허신고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에서 필수이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

도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손위생 교육은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r=.736)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손위생 정기적 피드백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r=.433)

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는 

치과감염관리 수행도(r=.350)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r=.317)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의 하위요인은 치과감염관리 수행

도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위생은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간과하기 쉽지만, 개인위생의 중요한 

수단이며 치과 의료진에게 최우선적인 감염관리 과정 중 하나이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t p
B SE β

Constant 2.643 0.180 14.668 <.001

Hand hygiene education  .139 0.039 0.314 3.607 <.001

Regular feedback from hand hygiene  .097 0.030 0.204 3.213 <.01

Hand hygiene request before patient contact  .080 0.040 0.130 2.010 <.05

Hand hygiene information poster attached  .001 0.039 0.003 0.034 .973

R²=.249, Adj R²=.236, F=18.689, p<.001, Durbin-Watson=1.842

The data were analy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Dental infection control, ***p<.001, **p<.01, *p<.05

<Table 5> Effects of hand hygiene improvement-related actions on dental infecti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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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12] 손위생은 치과감염관리 예방과 수행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

생사의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손위생 향

상 관련 행동 인지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손위생 교육(t=3.607, p<.001), 손

위생의 정기적 피드백(t=3.213, p<.01),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

(t=2.010, p<.05)로 나타났다. 황은숙과 박진희[21]의 연구 결과

로 사례기반 손위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전, 후 손위생 

지식, 인식, 이행률에 효과가 있었고 방법의 정확성이 향상됨이 

나타났다. 차경숙 등[22]의 연구 결과로 손위생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의 인식 향상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

사의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필수

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감염관리의 기초가 되는 손위생 

교육 내용을 포함 시킨다면 손위생 인지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치과감염관리의 인지도와 수행도 역시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

관리 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손위생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 울산, 경남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치과위생사의 손위

생과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와 

손위생의 교육과 치과감염관리의 인지도 및 수행도에 관한 구체

적이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의 각 요인들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손위생

과 치과감염관리 수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손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4.21점으

로 나타났고, 치과감염관리 수행도는 3.98점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손위생 교육은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r=.736)

에 가장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고, 손위생 정기적 피드백

(r=.433),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r=.350)와 손위생 안내 

포스터 부착(r=.317) 순으로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각각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었다.

3. 손위생 관련 행동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손위생 교육(t=3.607, p<.001), 

손위생의 정기적 피드백(t=3.213, p<.01), 환자접촉 전 손위

생 요구(t=2.010, p<.0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손위생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치과감

염관리 수행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치과위생사를 위한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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