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최근 의료정보에 대한 관심과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진료 환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1]. 

치과진료 시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들의 대부분은 출혈을 동반하

는 시술이며, 진료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날카로워서 손상을 입기 

쉽고, 핸드피스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치과진료실의 환경은 시술시 환자와 술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며[2-4], 이는 환자의 혈액 및 타액, 체액 등의 분비물에 

감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교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감염이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병원체가 숙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식처를 확립하여 징후나 증상 

없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혹은 분명한 증상을 나타내어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한다[5].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제로 감염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병원체 노출에 대한 안전한 치과 처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소독과 멸

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7],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치과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8]. 치과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면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인지와 실천에 대한 연구

[9-10], 치과 진료실에서의 세균에 대한 연구[11-12]를 비롯하여 

대부분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식과 수행, 치과진료 환경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치과영역에 있어 치과교정학의 발전은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과 교정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13], 안전한 치과교정 진료가 전달되기 위해 감염방지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요구된다[14]. 치과 진료과목 중 특수 과목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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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과에서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 수행도 및 중요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치과에서의 감염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수행도와 중요도와

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교정치과 진료실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통계

1. 연구대상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산, 경남 일부지역에 소재한 교정

치과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수의 산출근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

크기는 0.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산출한 필요 

표본 수는 176명이었으나,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총 124명만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와 경력, 성별, 직업, 교육

수준과 근무지 형태를 조사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

관리 특성으로 감염관리 중요도, 주관적 감염관리 상태, 교정 

진료 시 개인보호 장구에서는 글러브와 마스크 착용 유무와 착용

하지 않는 이유, 감염관리 교육 유무, 감염 관리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홍[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조화 

하였다. 손씻기 문항 5문항, 개인보호구착용 15문항, 소독 및 

멸균 3문항, 적출물관리 3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측정하였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도 및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는 수행도 Cronbach’s α=0.854, 중요

도 Cronbach’s α=0.908이었다[15-16].

3.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 

교정치과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 특성 및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 차이를 t-test와 ANOVA로 평균 

분석한 후 Scheffe와 Duncan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와 교정치과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와의 관계를 

상관분석 하였으며,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찰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통계분석

에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를 활용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α=0.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나이는 평균 28.72세이었으며, 20대가 70.2%로 

가장 많았다. 치과위생사 경력은 평균 6.23년차 이었으며, 1-5년

차가 47.6%로 가장 높았다. 성별은 여자가 99.2%, 직업은 치과위

생사가 90.3%이었다. 교육은 전문대 졸업이 81.5%로 가장 높았

으며, 근무지는 치과의원이 66.1% 이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량 및 빈도분석 한 결과 감염관리 중요도 수준은 5점 만점에 

4.61±0.58점이었고, 매우 중요하다 6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Characteristics Division N(%)

Age 20-29  87(70.2)

30≤  37(29.8)

28.72±6.00

Career(y) 1-5  59(47.6)

6-9  36(29.0)

10<  29(23.4)

6.23±5.38

Sex Male   1( 0.8)

Female 123(99.2)

Occupation Dental hygienist 112(90.3)

Dentist   1( 0.8)

Other  11( 8.9)

Education Colleague graduation 101(81.5)

University graduation  16(12.9)

Graduate school graduation   7( 5.6)

Work place Dental clinic  82(66.1)

Dental hospital  42(3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N=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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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요하다 29.0%, 보통 4.8%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감염관

리 상태 수준은 5점 만점에 3.72±0.80이었고, 좋다 41.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인보호 장구 착용 실태 수준을 살펴보면 

주된 진료 시 장갑 착용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3.2% 

이었고,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14.5%이었다. 사용 후 장갑 폐기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1.6% 이었으며, 폐기 하지 않는 이유는 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6.5%로 가장 높았다.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로

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0.0% 이었으며, 간단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4.0%이었다. 마스크 폐기 여부

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29.0% 이었으며 폐기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1.1%로 가장 높았다. 감염관리 교육 

유무는 경험이 없음이 31.5% 이었고,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도는 

필요함이 74.2% 이었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염관리 수행도 분석 결과 적출물 관리 

수행도가 4.27±0.64로 가장 높았고, 손씻기 수행도는 4.07±0.57, 

소독 및 멸균 수행도 3.98±0.82, 개인보호 장구 착용 수행도 3.68± 

0.57 순이었다. 감염관리 중요도 분석 결과 적출물 관리 중요도가 

4.49±0.54로 가장 높았고, 손씻기 중요도 4.36±0.50, 소독 및 

멸균 중요도 4.34±0.65, 개인보호 장구 착용 중요도 4.17±0.55 

순이었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

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에서는 수행도(r=0.518, p<0.01), 중요도(r= 

0.355,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행도

에서는 중요도(r=0.643, p<0.0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고자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

Characteristics Division N(%)

Importance of 

infection control

Normal   6( 4.8)

Important  36(29.0)

Very important  82(66.1)

4.61±0.58

Subjective infection 

control status

Very bad   1( 0.8)

Bad   3( 2.4)

Normal  47(37.9)

Good  52(41.9)

Very good  21(16.9)

3.72±0.80

Putting on glove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4( 3.2)

Sometimes  32(25.8)

Always  88(71.0)

Putting on glove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18(14.5)

Sometimes  45(36.3)

Always  61(49.2)

Discarding gloves Not at all   2( 1.6)

Sometimes  11( 8.9)

Always 111(89.5)

Reasons not to discard lazy   5( 4.0)

No place to discard   1( 0.8)

Point out of wasting   7( 5.6)

I don't feel the need   8( 6.5)

Missing value 103(83.1)

Putting on mask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0( 0.0)

Sometimes  18( 14.5)

Always 106(85.5)

Putting on mask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5( 4.0)

Sometimes  32(25.8)

Always  87(70.2)

Discarding masks Not at all  36(29.0)

Sometimes  55(44.4)

Always  33(26.6)

Reasons not to discard lazy  38(30.6)

No place to discard   7( 5.6)

Point out of wasting  24(19.4)

I don't feel the need  51(41.1)

Missing value   4( 3.2)

Infection control 

education

No  39(31.5)

Yes  85(68.5)

Need for 

infection control 

Do not very needed   1( 0.8)

Do not needed   9( 7.3)

Normal  22(17.7)

Needed  50(40.3)

Very needed  42(33.9)

3.99±0,94

<Table 2> Orthodontic clinic infection contro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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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감염관리 수행도에서는 나이에서 30세 이상이 높게 나타났

으며(p=0.006), 경력에서는 10년 이상 (p=0.025)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또한 감염관리 중요도에서도 나이에서 30세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p=0.030), 경력에서는 10년 이상(p=0.037), 교

육에서는 전문대 졸업에서 낮게 나타났다(p=0.048)<Table 5>.

6. 연구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에 따른 감염
관리 수행도, 중요도

연구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

도, 중요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고자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된 진료 시 장갑 착용여부에서는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0),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여부에서도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장갑 폐기 여부에

서는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p=0.003),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서도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p=0.000). 간단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에서는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p=0.003), 마스크 폐기 여부에서도 감염

Characteristics Division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Mean±SD p
* Mean±SD p

*

Age 20-29 3.92±0.45
0.006

4.28±0.43
0.030

30≤ 4.19±0.57 4.47±0.49

Career

(y)

1-5 3.94±0.46a

0.025

4.28±0.41a

0.0376-9 3.92±0.46a 4.28±0.46a

10< 4.22±0.58b 4.53±0.50b

Occupation Dental hygienist 3.99±0.49

0.296

4.34±0.45

0.567Dentist 4.71 4.71

Other 4.08±0.58 4.25±0.53

Education Colleague graduation 3.95±0.47

0.053

4.29±0.44c

0.048University graduation 4.13±0.66 4.50±0.54

Graduate school graduation 4.37±0.31 4.63±0.21

Work place Dental clinic 3.98±0.48
0.637

4.29±0.46
0.088

Dental hospital 4.03±0.54 4.44±0.42

*by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5>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import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Characteristics
Performance Importance

Mean±SD Min. Max. Mean±SD Min. Max.

Hand washing 4.07±0.57 2.0 5.0 4.36±0.50 3.0 5.0

Putting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3.68±0.57 2.07 5.00 4.17±0.55 2.33 5.13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3.98±0.82 2.0 5.0 4.34±0.65 3.0 5.0

Dental waste management 4.27±0.64 2.0 5.0 4.49±0.54 3.0 5.0

<Table 3>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Subjective infection control status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Subjective infection control status 1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0.518** 1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0.355** 0.643** 1

**p<0.01 by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s of the subjective infection control status, infection control with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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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00)(p=0.029), 감염관리 교육 유무에서는 감염관리 수행

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8)<Table 6>.

7.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자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p=0.031), 마스크 폐기여부(p=0.025)가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2%이었다. 간단한 

진료 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폐기하는 것은 감염관

리 수행도에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중요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p=0.017), 

마스크 폐기여부(p=0.043), 감염관리 교육 유무(p= 0.019)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설명력은 33.8% 이었다. 주된 진료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한 마스크를 폐기하며, 감염관리 교육 

받은 경험이 감염관리 중요도에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7>.

Characteristics Division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Mean±SD p
* Mean±SD p

*

Putting on glove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2.94±0.37a

0.000

3.71±0.53a

0.000Sometimes 3.76±0.34b 4.12±0.48ab

Always 4.14±0.46b 4.45±0.39b

Putting on glove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3.74±0.50a

0.000

4.09±0.46a

0.000Sometimes 3.73±0.41a 4.20±0.57a

Always 4.28±0.41b 4.51±0.37b

Discarding gloves Not at all 3.36±0.41

0.001

3.45±0.24a

0.003Sometimes 3.57±0.50 4.11±0.66ab

Always 4.05±0.48 4.38±0.41b

Putting on mask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Sometimes 3.65±0.41
0.001

3.90±0.42
0.000

Always 4.06±0.49 4.41±0.42

Putting on mask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Not at all 3.51±0.30a

0.001

3.92±0.31a

0.003Sometimes 3.80±0.50ab 4.18±0.47ab

Always 4.10±0.48b 4.42±0.43b

Discarding masks Not at all 3.76±0.45a

0.000

4.20±0.44a

0.029Sometimes 4.01±0.50ab 4.34±0.49ab

Always 4.24±0.44b 4.49±0.36b

Infection control education No 3.86±0.54
0.028

4.30±0.47
0.554

Yes 4.07±0.47 4.35±0.44

*by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heffe test

<Table 6>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importance by orthodontic clinic infection contro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B t p B t p

Constant 2.672 11.083 0.000 3.042 13.359 0.000

Age 0.035  0.248 0.804 -0.131 -0.974 0.332

Career(years) 0.028  0.357 0.722 0.113  1.504 0.135

Education 0.123  1.655 0.101 0.124  1.776 0.078

Putting on glove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0.164  1.362 0.176 0.145  1.276 0.205

<Table 7> Factors influencing of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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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과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특수 과목으로 

알려진 교정치과에서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 수행도 및 

중요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살펴보면, 치과위생사 경력은 평균 6.23년, 성별은 여자가 

99.2%, 직업은 치과위생사가 90.3%, 근무지는 치과의원이 66.1%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치과에 종사하고 있는 주요 인력

은 치과위생사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대부분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으로는 감염관리 중요

도 수준은 5점 만점에 4.61±0.58점, 주관적 감염관리 상태 수준은 

5점 만점에 3.72±0.80이었다. 감염관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관적 관리수준은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홍의 연구[14]에서는 수행보다는 중요도

가 높게 나타났고, 이의 연구[17]에서도 수행보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앞으로 감염관리 인식

도에 맞는 실천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 마련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보호 장구 착용 실태 수준을 살펴보면 

주된 진료 시 장갑 착용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3.2% 이었다.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 여부에서 항상 하지 않는 경우 14.5%이었

다.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로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0.0% 이었으며, 간단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항상 하지 

않는 경우 4.0%이었다. 개인보호 장구의 장갑과 마스크 모두에

서 주된 진료에 비해 간단 진료 시 개인보호 장구 착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등의 연구[18]에서도 글러브와 마스크 착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쁜 진료환경 속에서 간단한 처치 시 감염방지 수행에 여러 

장애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되며, 간단 처치 시에도 감염관리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확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감염관리 교육 유무는 경험이 없음이 

31.5% 이었고,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도는 필요함이 74.2% 이었

다.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도에 비해 교육 경험은 다소 낮은 결과

를 보인 것은 이 등 연구[18] 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감염방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63.1%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교교

육에서 감염예방 강화 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치과 임상에서의 체계적인 감염방지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이 요구된다. 감염관리 수행도 분석 결과 적출물 관리 

수행도가 4.27±0.6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정과 이의 연구[9], 

이의 연구[17], 홍의 연구[1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상대적으로 

개인보호 장구착용 항목에서는 3.68±0.57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

며, 홍의 연구[14]와 이의 연구[17] 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폐기

물 관리는 법적인 제재가 강해졌기 때문에 수행도가 높지만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아직 정해진 규정과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보호 장구착용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감염관리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출물 

관리 항목이 4.49±0.5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보호 장구착용이 

4.17±0.55로 낮았다.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행도에서 낮

은 점수를 보인 것 또한 정과 이의 연구[9]와 상동한 결과이었고,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

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와 수행도, 

중요도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우 등의 연구[19]에서는 자신이 지켜야할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Infection Control Importance

B t p B t p

Putting on glove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0.180  2.183 0.031 0.101  1.302 0.195

Discarding gloves 0.192  1.554 0.123 0.049  0.415 0.679

Putting on masks in the main medical treatment -0.027 -0.184 0.854 0.332  2.412 0.017

Putting on masks in simple medical treatment 0.112  1.326 0.188 0.039  0.488 0.626

Discarding masks 0.127  2.270 0.025 0.108  2.045 0.043

Infection control education -0.085 -0.908 0.366 -0.211 -2.380 0.019

R=0.392

F=7.293

R=0.338

F=5.76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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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과 가치를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안전한 건강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감염관리 실천함으로써 중요

도 및 실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관리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중요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나이(p=0.006)와 경력(p=0.025)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의 연구[17] 결과와 일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높을수록 수행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높을수록 감염에 대한 위험도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중요도 차이에서는 나이

(p=0.030), 경력(p=0.037), 교육(p=0.048)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수행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염관리에 관한 정보는 감염관

리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김과 장의 연구[20]에서는 연령이 

많고, 경력이 높을수록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

며,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감염관리의 중요도와 수행도

를 높일 수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치과 감염관리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사이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고자 평균 비교 분석을 실시하

였다. 주된 진료와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과 장갑폐기 여부, 

주된 진료와 간단진료 시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 폐기 여부 모두에

서 하는 경우 수행도와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감염관리 수행도와 중요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인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p=0.031), 마스크 폐기여부(p=0.025)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감염

관리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p=0.017), 마스크 폐기여부(p=0.043), 감염관리 교육 유무

(p=0.019) 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의 연구[17]에서 

감염관리의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야 수행에서도 좋은 기대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치과폐기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 등의 연구[21]에서도 치과감염 관리 

수행도의 하위요인 중 의료폐기물 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사용한 마스크를 

폐기하는 것은 수행도와 중요도에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스

크를 포함하여 사용한 개인보호구 장비들을 올바르게 폐기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김 등의 연구

[22]에서는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진료 중 글러브를 

착용하여 감염방지행위의 실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유사하였으며, 개인보호 장구 착용과 감염관리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감염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지

만 감염관리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감염관

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제재를 통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안전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표본추출을 

활용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되

며, 단면적으로 시행된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답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이 부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만으로 교정치과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

리 수행도, 중요도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진료과목 중 특수 과목인 

교정치과의 감염에 관한 실태 파악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대상을 확대하여 교정치과의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Ⅴ. 결론

교정치과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태와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도

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산과 

대구지역에 소재한 교정치과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24명을 대상

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염관리 수행도 분석 결과 적출물 관리 수행도가 4.27±0.64

로 가장 높았고, 개인보호 장구 착용이 3.68±0.57 으로 

가장 낮았다. 감염관리 중요도 분석에서도 적출물 관리 

중요도가 4.49±0.54로 가장 높았고,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4.17±0.55 로 가장 낮았다.

2. 주관적 감염관리 실태와 수행도, 중요도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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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 중요

도 평균 비교 분석 결과 나이(p=0.006)와 경력(p=0.025)에

서 감염관리 수행도와 차이가 있었고, 감염관리 중요도에서

는 나이(p=0.030), 경력(p=0.037), 교육(p=0.048)에서 유의

한 값을 나타내었다.

4.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간단 진료 시 장갑 착용(p=0.031), 마스크 폐기여부(p= 

0.02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39.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감염관리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된 진료 시 마스크 착용(p=0.017), 

마스크 폐기여부(p=0.043), 감염관리 교육 유무(p=0.019)

에서 유의한 결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33.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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