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2019년부터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트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은 기존의 형태에

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형되면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삶과 생존에 위협을 주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는 20세기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위기로 언급되고 있다[1]. 

이런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해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그러기에 자기 방역을 

위한 손 씻기는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는 예방대책이다.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갖가지 오염원 및 

전염성 미생물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2], 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 전염성을 가진 다양한 세균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다[3]. 환자는 접수부터 진료까지 지속적으

로 의료진들과 손을 통한 접촉이 일어남으로 의료진의 손 위생 

관리는 병원 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1]. 

즉 올바른 손 씻기 수행은 여러 감염병 요인과 관련 된 세균 및 

미생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이고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법이다[4]. 또한 치과병원은 비교적 

소규모로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극적 감염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항균제와 소독제에 내성이 

발생 된 세균은 성공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기도 한다[5]. 그러

기에 손씻기 관리를 기초로 한 전반적인 손위생 관리와 교차감염

을 최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치과에서 환자

접촉 시 발생되는 다양한 경로의 감염에서 치과위생사는 손 

씻기를 통해 교차 감염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진료 행위에서 또는 글러브 착용 전⋅후의 손 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6]. 특히 치과종사자인 치과위생사는 손 위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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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손위생 관련 피드백, 환자접촉 전 손위생 요구의 인지도가 

치과감염관리 수행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그러

므로 실제 감염을 예방하고 실천율 증가를 위한 손 씻기 행위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연구에 적합한 건강신념모형에서 건강을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심리적인 준비와 행동에 따른 개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다고 하였다[8]. 또한 건강신념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최 등의 연구에서는[9] 건강 행위 이행의 가능성은 장애성은 

낮은 반면, 유익성이나 심각성은 높게 인지를 하고, 이에 행동을 

위한 계기가 발생 될 때이며[10], 이러한 건강신념은 적절한 

감염관리로의 행동 변화와 수행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그러나 김[12]의 연구에서 환자를 상대하기 전 손세

척 여부에서 약 30%는 가끔 씻거나 혹은 씻지 않으며, 손씻기 

미이행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으며, 번거로움과 진료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수행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적극적인 손위생의 중요성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하였다. 그러

므로 구강과 관련하여 손과 가장 많은 환자접촉이 일어나는 

치과위생사 및 치과관계자들의 치과감염관리 방안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손씻기 위생 감염관리 증진 모색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특정된 행동에 따른 예측과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함으로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을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임상에서의 치과위생사들에게 감염관리 표준주의 수행도를 높

이고, 그 중 손씻기를 중심으로 손위생을 위한 장갑 착용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3]. 선행연구에서는 손위생의 

인지도는 높으나, 다양한 이유로 실행도는 저조하였으며, 감염 

전파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의 실행도를 높이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선행연구에는 치과종사자의 일부 손 씻기에 대한 관찰 연구

[14]와 치과종사자들에게서 병원 내 감염률에 따른 관리 수행과 

관련하여 환자 관리, 기구 및 장비의 소독 멸균 관리, 진료 협조 

등 전반적인 감염 관리 업무와 손 씻기의 지식에 따른 인지도나 

관련 태도에 대한 연구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감염의 적극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의 건강 

행위 변수를 예측하고자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치과종사자

가 손 씻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손 씻기 중요성 인지와 실천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 및 체제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대구⋅경북의 일부지역 치과병(의)원에 근무하

고 있는 치과 종사자(보조인력)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하였으며, Cohen의 G*power 3.1(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며,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코헨의 검정력 0.8로 설문지 미회수율 20%일 때 124부 이상의 

회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에 설문지 총 162부가 배부되었고, 

132명이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부와 수거

는 온라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시행하였다. 최종 분석 시 무응답의 

기입과 치과위생사 및 치과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사가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로 11부를 제외한 12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은 8문항으로 지역, 직업, 근무경력 등과 손 

씻기 교육 및 손 씻기 횟수에 따른 일반적 행태도 함께 구성하였

다. 손 씻기 수행도는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 된 Cronbach’s 

α=.747로 신뢰도가 검증된 것으로[15], 인지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의 각 5문항과 행동의 계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점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

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점수가 높으면 손 씻기 수행도 및 관련 된 건강신념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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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기 수행도와 

건강신념모형 점수는 one-way ANOVA와 t-test의 통계분석으

로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각 요인별 관계는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과 손 씻기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경과분석은 p<0.05 수준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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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지역은 ‘대구’ 

84.3%, ‘경북’ 15.7%이고,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치과위생

사’ 96.7% ‘치과조무사’ 3.3%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년~5년’ 

54.5%, ‘6년~10년’ 30.6%, ‘11년 이상’ 9.1%, 2년 이하 5.8%순

이었다. 연령은 20대가 83.5%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전문

대졸이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에서의 평균 환자 

내원 수는 10~40명이 87.6%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들의 손 

씻기 교육의 경험은 ‘아니오’가 57.0%, ‘예’가 43.0%였고, 1일 

손 씻기 횟수는 5회 이하 85.1%, 6회 이상은 14.9%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씻기 수행도, 건강신념모형 

점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씻기 수행도와 건강신념

모형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지역은 ‘대구’가 건강신념모형의 평균점수가 3.41±0.10(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업에서 치과위생사가 손 

씻기 수행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근무경력은 ‘6~10

년’에게서 손 씻기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은 20대가 손 씻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3. 손 씻기 수행도와 건강신념모형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손 씻기 수행점수와 건강신념모형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지된 민감성은 인지된 심각성(r=.352), 인지된 유익성(r= 

.55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p<.01), 인지된 심각성은 인지된 유익성(r=.283, p<.01)과 양(+)

적인 상관관계, 인지된 장애성(r=-.200, p<.05 )과는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인지된 유익성은 인지된 장애성(r=-.491, p< 

.01), 행동의 계기(r=-.195, p<.05)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Region Daegu 102  84.3

Kyungbuk  19  15.7

Occupation Dental hygienists 117  96.7

Nurse assistant   4   3.3

Work experience ≤2   7   5.8

3-5  66  54.5

6-10  37  30.6

≥11  11   9.1

Generation 20~29 101  83.5

30~39  11   9.1

≥40   9   7.4

Fi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110  90.9

University graduate  10   8.3

Graduate school   1   0.8

Number of patients <20   5   4.1

20-40 106  87.6

40-60  10   8.3

Experience of hand washing education Yes  52  43.0

No  69  57.0

Number of hand washing(1 day) ≤5 103  85.1

≥6  18  14.9

Total 12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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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된 장애성은 손 씻기 수행도(r=-.233, p<.05)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행동의 계기는 손 씻기 수행도(r=.213, 

p<.05)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손 씻기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신념모형

손 씻기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신념모형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손 씻기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신

념모형의 검증을 살펴보면, 인지된 민감성이 유의하게 나타났

고,(β=-.304, p<.01), 인지된 심각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226, p<.05), 행동의 계기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207 p<.05).

Classification Categories N
Hand Washing Practice Health Belief Model

Mean ± SD p-value Mean ± SD p-value

Region Daegu 102 4.89±0.14 .085 3.41±0.10 .001**

Kyungbuk  19 4.91±0.10 3.34±0.25

Occupation Dental hygienists 117 4.90±0.13 .041* 3.39±0.14 .556

Nurse assistant   4 4.82±0.00 3.43±0.08

Work experience ≤2   7 4.87±0.12 .813 3.37±0.15 .871

3-5  66 4.89±0.15 3.40±0.10

6-10  37 4.91±0.11 3.38±0.18

≥11  11 4.88±0.13 3.40±0.10

Generation 20~29 101 4.90±0.13a .036* 3.39±0.14 .114

30~39  11 4.90±0.11a,b 3.47±0.90

≥40   9 4.79±0.14a,b 3.35±0.81

Fi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110 4.90±0.14 .834 3.40±0.14 .895

University graduate  10 4.89±0.08 3.40±0.11

Graduate school   2 4.82±0.01 3.33±0.12

Number of patients <20   5 4.80±0.12 .130 3.45±0.16 .404

20-40 106 4.90±0.13 3.40±0.14

40-60  10 4.85±0.17 3.36±0.09

Experience of hand washing 

education

Yes  52 4.87±0.13 .112 3.40±0.10 .294

No  69 4.91±0.13 3.39±0.15

Number of hand washing(1 day) ≤5 103 4.89±0.13 .974 3.40±0.11 .086

≥6  18 4.91±0.11 3.38±0.24

**
p<.01, *

p<.05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post hoc with the Tukey test (α=.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es of hand washing practice & health belief model

Division x1 x2 x3 x4 x5 x6

x1 1

x2 .352** 1

x3 .552**  .283** 1

x4 -.244 -.200* -.491** 1

x5 -.079 .088 -.195* -.135 1

x6 -.091 .174 .157 -.233* .213* 1

x1:Perceived susceptibility, x2:Perceived seriousness, x3:Perceived benefits, 

x4:Perceived barriers, x5:Cue to action, x6: hand washing pract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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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hand washing practice & health

belie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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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최근 COVID-19의 변이바이러스 등 지속적으로 

감염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치과종사자에게서 기초적

인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손 씻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높이고자 예방적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건강

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을 적용하였다[16]. 치과종사자

와 환자의 구강 진료가 이루어지는 치과진료실 내부는 끊임없이 

타액과 혈액 및 다발생 에어로졸 등의 오염으로 부터 구강과 

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17]. 

그러므로 손 씻기의 기본 위생은 자기방역 및 병원감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됨으로 손 씻기 인지도와 궁극적으로는 수행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은진 등은[18] 치과위생사의 손 

위생 향상 관련 행동 인지도의 하위요인 중 손위생 교육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전에는 졸업 전 학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낮아 추 후 감염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임상과 연계성 있는 치과진료실 감염방지 실행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수행을 강조하였고[11]. 따라서 현재는 예전 교육과정과 

달리 졸업 전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관리 실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한 감염의 중요성 관련 교육 후 임상에 임하고 있어, 본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씻기 수행도와 건강신념모형 

점수에서 직업은 치과위생사가, 연령은 20대에서 손 씻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손 씻기 교육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손 씻기에 대한 쌓여진 지식

이 수행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직종별 체계적인 치과감염관

리 교육과정의 이수정도가 연관되어지며, 특히 배 등[19]은 의료

의 질관리 영역에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중요하게 평가되

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병행 등으로 감염관리 교육도 더욱 심층되었

을 것으로 여겨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사료된다. 한의 연구에서

도[20] 손 씻기 교육은 손씻기 방법과 실습을 통해 상호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이론식 교육방법은 피하여야 손 씻기 

수행의 교육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치과 의료진의 손 위생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손 씻기를 이론의 단계에서 수행의 단계로 

변화시키고, 손 씻기를 기본으로 나아가 개인보호 장비까지 감염

관리체제 강화 등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자기 방역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방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감염방지 기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치과 내 감염관리의 주체인 치과위생사는 

환자들의 접수 및 안내, 진료실 내의 진료보조 및 구강병 예방 

관련 교육, 기구소독⋅멸균 및 장비 등의 표면 관리 등을 담당하여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고 있어 교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9]. 본 연구대상자 손 씻기에 대한 건강신념모형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인지된 민감성과 인지된 심각성이 높으면, 인지된 유익

성도 높게 나타나는 양적인 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인지된 심각성은 인지된 장애성과 음(-)의 관계로 상반된 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인지된 장애성은 낮을수록 행동의 계기는 높을수

록 손씻기 수행도가 높아진다. 임의 연구[21]에서도 유익성과 

장애성이 상반된 결과로 신념의 높고 낮음이 발생되고, 유익성에 

대한 신념이 높으면 행동계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성과 행동계기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와 일치하

였다. 문과 홍[11]의 연구에서도 건강신념에서 인지된 장애성은 

높고, 민감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행도도 낮아졌으며, 감염 예방

을 위한 행동의 계기가 높을수록 수행도도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하위영역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손 씻기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강신념모형으로 살펴

볼 때,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심각성, 행동의 계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손씨기 

교육 시 동기유발을 위한 내용구성으로 중요하며, 감염관리 인증

Classification
Hand Washing Practice

R2 B SE Wals p-value OR 95% CI

Perceived susceptibility

.414

-.215 .074 -.304 .005** -2.889 -.362_-.068

Perceived seriousness .084 .035 .226 .016* 2.442 .016_ .153

Perceived benefits .060 .050 .139 .228 1.211 -.038_ .159

Perceived barriers -.185 .109 -.166 .094 -1.691 -.402_ .032

Cue to action -.087 .037 -.207 .020* -2.357 .160_-.014

**
p<.01, *

p<.05

<Table 4> Realated factors according to hand wash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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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제도적인 부분에도 응용 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손 씻기에 대한 민감성과 심각성의 건강신념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행동의 계기도 높여지는 

것이 손 위생 수행율을 높있 수 있다. 그러나 손 씻기가 감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도 중요한 의료감염 부분에 해당하지만 손 씻기 수행율이 

31.5-40.0%로 다소 낮은 수행율을 보이고 있으며[22],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손 씻기에 대한 수행율이 

높아지고, 미생물 등의 감소를 위해서는 8회 이상의 손 씻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23].

감염관리라는 것은 누구나 중요하게 인지하지만 실질적인 

행동 즉, 실천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7]. 선행연

구에 따르면 민감성은 환자의 타액, 혈액등이 손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으며, 손씻기는 교차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가장 유익

하게 인지하였다. 또한 장애성에서는 손씻기로 인한 피부질환(건

조, 가려움 등), 손소독제, 종이타올의 부족 등도 요인이 있다고 하였

다[21]. 따라서 임상에서 발생되는 손이 닿는 공통 접점의 장소와 

위치, 기자재 및 재료들의 사용 시에 대한 다양한 교차감염 사례 

영상을 통해 민감성과 유익성을 높이고, 손씻기를 위한 기초적인 

물품 등의 구비 시 치과경영자와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중요성 

강화, 건조나 가려움을 줄일 수 있는 손 보호 물품 등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한 손 씻기 교육과 나아가 

손 위생 관리라는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비닐장

갑이나 의료용 장갑, 혹은 소독이 가능한 장갑 등을 착용하거나, 

수시로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개인보호용구의 착용은 진료시간이 연장되고, 시술 시 착용에 

따른 번거로움, 부가적인 재료 구입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료기관 자체의 진료 환경이나 치과의료 종사자들 

모두의 의식 개선을 통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24].

이와 관련 된 교육방법은 그러므로 단순한 손 씻기에가 아닌 

전반적인 손 위생이라는 관리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포괄적인 손 위생 관리법의 정착이 필요하다. 임[21]은 수행동

기 영역에서는 ‘TV에서의 병원감염에 관한 손씻기 정보의 경험

이 가장 높고, 최 등[22]은 병원 내에서 손씻기에 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종사자의 손 씻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율을 높이고, 치과감염관리의 키워드가 되는 손 씻기

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시스템 및 체제를 마련하는 반복교

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연구대상자의 분석과 치과의사를 제외한 

치과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대중화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등의 직종별에 따른 변수를 분석하여 통합적인 치과감염관리 

예방 및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의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신념

모형의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 수행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건강신념모형의 변수를 반영

한 다양한 사례중심의 손씻기 교육내용과 나아가 손 위생 관리의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행율을 높이

기 위한 감염관리의 제도 및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의 치과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신념모

형의 매개변수들을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 수행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손 씻기 수행도 및 건강신념모형 점수에

서 손 씻기 수행점수는 직업은 ‘치과위생사’, 연령은 ‘20대’가 

유의하게 높았고(p<.05), 건강신념모형 평균점수는 ‘대구’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

2. 손 씻기 수행도와 건강신념모형의 상관분석에서 인지된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인지된 심각성과 인지된 유익성이 

증가하였으며(p<.01), 인지된 심각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익성은 높고(p<.01), 인지된 장애성은 감소하였다(p<.05). 

인지된 유익성은 증가할수록 인지된 장애성(p<.01)과 및 

행동의 계기는 낮아졌으며(p<.05), 손 씻기 수행도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장애성과 행동의 계기가 낮아졌다

(p<.05).

3. 손 씻기 수행도는 건강신념모형의 인지된 민감성(p<.01), 

인지된 심각성(p<.05), 행동의 계기(p<.05)가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이 지속⋅증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서 치과병⋅의원 내 안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자기 방어 및 

병원 감염 최소화의 기본 틀인 손 씻기 수행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신념모형에서의 매개변수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 및 활용한 

감염관리 예방프로그램시스템 마련과 효율적인 교육 방안 모색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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