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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유

행 이후 환자들은 질병 이환이나 병원 방문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설 방문을 꺼리고 있다. COVID-19의 유행 이

후 2020년의 치과 병원의 내원 일수 및 요양급여가 2019년도 상반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중 치과 진료실 내 감염관리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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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ed factors of adherence to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IPCPs) in dental 

clinic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pidemic. Methods: We surveyed 137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in November 

2021. We consider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orkplace characteristics, COVID-19 experiences, and motivation to IPCPs as independent variables. 

We performed multivariable regression modeling for adherence to IPCPs using the stepwise-selection method. Results: Dental hygienists properly adhered 

to recommended IPCPs if they were 30 years old or above (B = 0.31, p= 0.014), if their clinic employed 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s (B = 0.79, p= 0.001), 

and if they gained a will to adhere IPCPs after treating patients who were very conscious about hygiene (B = 0.26, p= 0.020). The interac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age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s was significant (p= 0.047). Conclusions: During the COVID-19 epi-

demic, dental hygienists’ age, the employment status of 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s in clinics, and their motivation to adhere IPCPs after treating patients 

who were very conscious about hygien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adherence to recommended IP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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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각각 4.70%와 2.04%, 치과 의원은 4.37%와 2.15%가 감소하였다[1]. 

또한, 내원이 필요함에도 치과병의원의 방문을 미루고 있는 환자 중 

34.7%는 COVID-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방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2]. 세부요인으로 내원 중 사용해야 하는 치과용 의자나 기구

에 의한 감염의 우려로 치과 방문을 꺼리는 환자가 25.8%나 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3].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2.47.3.232&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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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의 진료에 비해 치과진료는 호흡기 감염병 전파에 취약한 환

경을 조성한다. 특히 감염된 환자의 타액이 고속 핸드피스를 통해 에어

로졸 형태로 병원 내부에 퍼질 수 있다[4].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

의 감염관리 수행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COVID-19

의 유행 이후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련

된 요인을 찾는 연구가 일부있었다[4-6]. 

예를 들어, Ryu et al. [5]은 COVID-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하여 

주관적인 노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될수록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행위 중 하나인 의료폐기물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on et al. [6]은 적절한 수준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COVID-19

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Moon et al. 

[7]의 연구에서는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환자에게 감염질

환에 대해 문진하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병의원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조

건, 근무환경, COVID-19와 관련한 경험, 감염관리 동기화 등의 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감염관리 수행도와 유의미하게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된 일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 후(IRB 

No.: UOS 2021-09-004-002)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

서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료 분석 중 연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는 익명 처리하였다. 

Variables n % or Mean±SD

Number of family members
   ≤2 60 43.8
   ≥3 77 56.2
Job position
   Staff member 106 77.4
   Managerial position 31 22.6
Type of medical institution
   Clinic 99 72.3
   Hospital 38 27.7
Workplace location
   Metropolitan area 85 62.0
   Non-metropolitan area 51 37.2
   Missing 1 0.7
Years from establishment 133 10.9±7.9
Number of employees
   <5 36 26.3
   5-10 52 38.0
   ≥11 49 35.8
Dental departments
   Multiple specialty departments 55 40.1
   General dentistry clinic 82 59.9
Number of outpatient visit
   <20 27 19.7
   20-30 32 23.4
   ≥31 78 56.9
Number of patients seen per dental hygienist per day
   <10 83 60.6
   ≥10 54 39.4
Facility cleaning staff
   Employed 92 67.2
   Not employed 45 32.8
Subjective impression to the facility interior
   Not good 28 20.4
   Neither good nor bad 37 27.0
   Good 72 52.6
Infection control personnel
   Employed 30 21.9
   Not employed 107 78.1
COVID-19 patient visited
   Yes 55 40.1
   No 82 59.9
Experience of COVID-19 screening
   Yes 63 46.0
   No 74 54.0
Motivation affecting the provider’s adherence to IPCPs
   Caused by treating hygienically demanding 

patients
137 2.80±0.53

   Caused by patients’ attitude or behavior 137 2.23±0.86
   Caused by intimacy with the patient 137 2.04±0.82

SD, standard deviation; COVID, Coronavirus disease; IPCPs, infection pre-
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Table 1. Continued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or Mean±SD

Age (y) 137 29.1±6.7
Duration of employment (y)
   <1 24 17.5
   ≥1, <5 59 43.1
   ≥5 54 39.4
Marital status
   Single 105 76.6
   Married 32 23.4
Children
   Yes 25 18.2
   No 112 81.8

(Continued to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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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눈덩

이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다양

한 규모의 의료기관 대상자에게 구글 폼 링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6문항), 근무환경 특

성(11문항), COVID-19와 관련된 치과위생사의 경험(2문항)과, 감염관

리 동기화(3문항) 요인을 설정하였고(Table 1),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지는 선행연구[5,8]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감염관리 동기화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명목변수로 구성되었

다. 감염관리 동기화에 관해 알아보고자, 예민한 환자의 내원 시 감염

관리 동기 발생 정도, 환자의 태도에서 기인한 감염관리 동기 발생 정

도, 환자와의 친화도에 따른 감염관리 동기 발생 정도를 조사하였고,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설계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 정도로써 Lik-

ert 5점 척도(1. 하지 않는다, 2. 비정기적으로, 3. 하루 한 번, 4. 오전, 오

후, 5. 매 환자마다)를 이용하여 감염관리 수행정도를 조사하였다. 우

리는 치과위생사 업무 중 감염관리 수행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

는 다음의 8가지 감염관리 행위의 수행정도를 조사하였다(니트릴 장

갑 교체주기, 종이형 에이프런 교체 주기, 타구대 세척주기, 표면 소독

제 사용주기, 3 way syringe tip 멸균주기, 핸드피스 멸균주기, 기공용 

Bur 멸균주기, 보존용 충전기구 멸균주기). 조사 후 감염관리 수행에 

대한 8개의 응답을 평균하여 하나의 종속변수로 설계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0 (IBM Co., Aromnk, NY,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된 모든 독립변수를 대상

으로 종속변수인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해 단변량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유의수준 0.2 미만이 확인된 변수들을 대

상으로 단계적선택법을 활용하여 최종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차한계

와 분산팽창지수를 활용하였고,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

지수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최종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염관리 수행 정도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제외하고는 p < 0.05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137명의 치과위생사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1세이었다(Table 1). 근속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43.1%이었으며, 응답자 중 76.6%가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81.8%, 가족 구성원 수는 3명 이상 가족 단위인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직위는 평사원이 77.4%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들이 근무하는 병의원 규모로는 의

원급이 72.3%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소재지로는 수도권이 62.0%로 많

았다(Table 1). 개원 연차는 평균 10.9년이었고, 직원 수는 6명 이상 10명 

이하가 38.0%를 차지하였다. 세부 진료과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59.9%, 일일 내원 환자 수로 31명 이상이 56.9%, 일일 담당 환자 수

가 10명 미만이 60.6%로 파악되었다. 한편, 시설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

가 67.2%, 병의원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에 대하여 52.6%가 쾌적하다고 

생각하였다. 감염관리 인력 유무에 관해서는 78.1%가 없다고 대답하

였다.

응답자의 59.9%가 COVID-19 확진자가 근무하는 병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었지만, 54.0%의 응답자가 COVID-19 선별 검사 경험이 있었다

(Table 1). 응답자 중 위생에 예민한 환자가 내원하여 감염관리에 의지

가 달라지거나, 치과위생사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에 따라 감염관리 의

지가 달라지거나, 환자와의 친밀감에 따라 감염관리 의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각각 86.1%, 51.1%, 35.8%이었다.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7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치과위생사는 평균적으로 감염관리 중에

서 니트릴 장갑 교체를(3.7점) 가장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Table 2). 

종이형 에이프런 교체주기(3.0점), 표면 소독제 사용주기(2.7점), 기공용 

Bur 멸균주기(2.6점) 점수는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 평균 점수

(2.6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핸드피스(2.3점), 보존용 충전기구(2.3점),  

3 way syringe tip (2.2점) 멸균주기 점수는 총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타

구대 세척(2.0점)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감염관리 수행이 가장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병의원 규모가 병원급 이상인 경우,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치과위생사가 감염관리를 더욱 

Table 2. Provider’s adherence to IPCPs

Variables Mean SD

Specific items of IPCPs
Replacement cycle of nitrile gloves 3.7 0.7
Replacement cycle of dental apron 3.0 1.4
Application cycle of Medilox 2.7 1.3
Sterilization cycle of 3way syringe tip 2.2 1.3
Sterilization cycle of dental handpieces 2.3 1.2
Sterilization cycle of dental bur 2.6 1.3
Sterilization cycle of endodontic tools 2.3 1.3

Total 2.6 0.7

SD, standard deviation; IPCPs,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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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하는 병의원에 COVID-19 확진자가 내원

한 적이 있는 경우, 위생에 예민한 환자에 따른 감염관리 의지가 발생

하거나 치과위생사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에 따라 감염관리의 의지가 

발생하는 경우 더욱 감염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감염

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B = 0.79, p = 0.001), 응답자가 30대 이상의 연령

인 경우(B = 0.31, p = 0.014), 또는 위생에 예민한 환자들로 인해 감염관

리 의지가 발생하는 경우(B = 0.26, p = 0.020) 치과위생사가 감염관리 

수행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회귀식에 의해 21.0% 설명되었다.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변량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들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20대는 병의원 내에 감염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감염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 20대에 비해 감염관리 인원과 상관없이 비교적 성실

히 감염관리에 임하였다.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개원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병의원의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세부 진료과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감염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은 

Table 3. Un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IPCPs

Variables B SE p

Age (ref: 20s)
Over 30’s 0.19 0.14 0.17

Duration of employment (y) (ref: <1) 
≥1, <5 0.03 0.18 0.85
≥5 0.21 0.18 0.25

Marital status (ref: single)
Married 0.15 0.15 0.32

Children (ref: no)
Yes 0.16 0.16 0.31

Number of family members (ref: ≤2)
≥3 0.06 0.13 0.64

Job position (ref: staff member)
Managerial position 0.12 0.15 0.42

Type of medical institution (ref: clinic)
Hospital 0.44 0.14 0.002

Workplace location (ref: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0.31 0.13 0.019

Years from establishment (ref: ≤5)
6-10 0.25 0.16 0.11
≥11 0.31 0.15 0.047

Number of employees (ref: <5)
≥5, <15 0.1 0.16 0.52
≥15 0.41 0.16 0.014

Dental departments (ref: general dentistry clinic)
Multiple specialty departments 0.36 0.12 0.005

Number of outpatient visits (ref: <20)
20-30 0.19 0.19 0.33
≥31 0.27 0.16 0.1

Number of patients seen per dental nurse per day (ref: <10)
≥10 0.17 0.13 0.19

Subjective impression to the facility interior 0.15 0.08 0.052
Facility cleaning staff (ref: not employed)

Employed 0.15 0.13 0.26
Infection control personnel (ref: not employed)

Employed 0.73 0.14 0.001
COVID-19 patient visited (ref: no)

Yes 0.28 0.13 0.031
Experience of COVID-19 screening (ref: no)

Yes 0.08 0.13 0.52
Motivation affecting the provider’s adherence to IPCPs

Caused by treating hygienically demanding patients 0.24 0.12 0.05
Caused by patients’ attitude or behavior 0.17 0.07 0.023
Caused by intimacy with the patient 0.04 0.08 0.61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COVID, Coronavirus disease; IPCPs, infec-
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Table 4.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IPCPs

Variables B SE p

Age (ref: 20s)
Over 30’s 0.31 0.12 0.014

Infection control personnel (ref: not employed)
Employed 0.79 0.14 0.001

Motivation affecting the provider’s adherence to IPCPs
Caused by treating hygienically demanding patients 0.26 0.11 0.020

Model’s R2 =0.227, Adjusted R2 =0.210, F=13.02, df=3, p<0.001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IPCPs,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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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east squared means of adherence to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actices (IPCPs)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age and the em-
ployment status of infection control practitioners in dental clinics (p for in-
teraction=0.047). Error bars indicate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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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중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와 관

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30대 이상의 치과위생사, 

근무지내에 감염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 위생에 예민한 환자들을 대면 

할 경우에 감염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20대

의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의원 내에 감염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 감염관

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30대 이상의 치과위생사는 감염관리 인력 유무

에 상관없이 감염관리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의 감염관리에 관련된 보고에는, 감염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나 근무하는 치과가 병원급 규모인 경우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모가 큰 치과 병원은 치과 의

원에 비해 감염관리 교육 수준이 높고 별도 감염관리 부서를 두고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9,10]. 또한 병의원의 규모가 클수록 감염관리 교육을 들을 기회가 많

고 따라서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8] 결과는 본 

연구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병의원의 규모는 감염관리 인력 여부와 강한 연관이 있다고 예

상되었다. 의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감염관리 인력 여부가 감염관리 수

행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의원의 규모를 보정하고 

감염관리 인력 유무에 따른 감염관리 수행도의 차이를 회귀분석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감염관리 인력 유무는 감염관리 수행도에 

대해 병의원의 규모와는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부 진료 과목이 구분된 치과에서 그렇지 않은 곳보다 치과

위생사가 감염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세부 진료 과목의 구분 여부

가 감염관리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

교하기 어려우나, 규모가 작은 치과 의원과 달리 병원급 이상의 치과

는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등 여러 세부 과 가운데 감염관리를 중점과

제로 삼는 진료과에서 보다 엄격하게 감염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일일 담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감염관리

를 더욱 충실히 이행했다. 과도한 업무는 감염관리 수행도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11].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

을수록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고 감염관리 수행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하루 평균 내원 환자 수가 많을수록 감염관리를 성실히 수행하

였다. Nam et al. [12]의 연구에서 직원의 수가 하루 평균 내원 환자 수와 

비례한다고 하였으며, 내원 환자 수가 많은 치과병의원에 재직 중인 치

과위생사일수록 감염관리에 관심이 많다는[13]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병의원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가 수도권인 경

우보다 감염관리 수행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치과 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에 의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감염관리에 관련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14].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COVID-19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업무 피로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환자의 안전

에 연관되는 감염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이에 비추어 보면, COVID-19 감염자 수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재

직하는 치과위생사는 감염관리 업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감염관리 업무 수행도가 저하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근무하는 병의원의 개원 연차가 높을수

록 감염관리 업무 수행에 적극적이었다. Park et al. [16]의 연구에 의하

면 개원 연차가 높을수록 의료분쟁 경험이 더 많았으며, 또 다른 연구

에서는 개원 연차가 높을수록 의료사고를 겪기 쉽다고 하였다[17]. 또

한 상사가 감염관리에 관심이 많을수록 조직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18]. 따라서 개원 연차가 길수록 상사인 치과의사는 

의료분쟁을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구성원인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도가 증

가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상 연령의 치과위생사가 20대보다 

감염관리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Park and Jang [19]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연령에 따라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수행이 30세 이상이 20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인테리어 및 시설이 쾌적하다고 느낄 때 

감염관리를 더욱 열심히 수행하였다. Oh [20]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는 환자 대기 공간과 진료 공간의 쾌적감이 환자 간의 전염과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며, 병의원 내부 환경이 쾌적할수록 전염병 감염 위

험성이 적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쾌적한 인상을 주는 병의원 내부환

경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연결되며 치과위생사들이 

이러한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감염관리 

수칙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본인에게 대하는 태

도에 따라 감염관리 의지가 발생할 때 감염관리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를 대하는 환자의 태도로 인

해 발생한 감염관리 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치

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

자가 의료진에게 불량하게 행동하면 정서적 감정 소모가 일어나기 때

문에 성실한 업무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경우에 따라 고의적인 

서비스 보복 행위마저 일어날 수 있다는 Lee and Choi [21]의 연구와 맥

락이 같다. 

이어서, 치과위생사는 근무하는 병의원에 COVID-19 확진자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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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종사자들이 신종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등의 감염병을 겪으면서 

여러 매체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며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

으로 높아진 결과로 감염관리 수행도가 향상된다는 선행연구로 설명 

가능하다[22]. 또한, 진료 중 감염병에 노출 위험이 있는 기구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치과위생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염관리 실

천도가 높다는 연구와도 유사하다[23].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진료실 내 감염관리 수행도는 위생에 예

민한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증가하였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감염관리를 요구한다[9,24].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환자들은 감염관리에 대해 요구할 뿐 아니라 의료진의 감염관리 수행

을 평가하기에 이르렀고[25],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감염 예방에 

적극적일 때, 위생에 예민한 환자가 병원 내 감염에 대해 느끼는 불안

감이 줄어들었다[26,27].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이와 같은 환자들의 요

구를 헤아려서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의 불안감을 낮추

기 위해 감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종 모형인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분석에 포함된 요인들의 상호작용

을 검증한 결과, 20대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이 있을 때는 감염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감염관리 인력이 없을 때는 소홀하였다.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이 없더라도 감염관리 수행에 큰 차이가 없

었다. 감염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감염관리 수

행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28]로 감염관리 인력 유무에 따른 20대의 

감염관리 수행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Lee and Lee [29]는 20대보

다 30대의 감염관리 수행력이 높은 이유를 감염에 관련된 위험과 중

요도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습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중 치과위생

사로 한정지었으므로 감염관리 수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

른 의료인의 영향을 배제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Choi et al. [23]

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의 인식 수준과 병원장의 인식 수준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병원

장의 인식 수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로 설

문 응답자가 의원급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과의 구분에 

따른 자료까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으며, 세부 진료과마다 다를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번 연구에서 병의원 규모의 

기준을 의료법 제3조의 2항을 참고하여 두 가지 경우로 정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Park et al. [30]은 전국 108곳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네트워크 형식의 치과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병원에 

재직하는 직원 수만큼 많았는데, 이번 연구에서 병의원 소속 직원 수

가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수행과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었으므

로, 후속 연구에서는 병원 규모의 기준을 직원 수로 나누어 조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감염관리 행위의 수행정도를 

판단하는 8가지 항목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감염관리 행위의 

대표지표가 아닌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 유행 중 치과 진료실 내 치과위생사의 감염관

리 수행도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

구목적을 위해 수립한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는 치과위생사는 

감염관리 인력이 있을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 위생에 예민한 환자에 

따른 감염관리 의지가 발생한 경우 치과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다중선형회귀모형의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 20대의 경우 감염관리 인력이 있을 때 감염

관리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감염관리 인력이 없을 때는 불성실하였다. 

반면 30대 이상인 경우 감염관리 인력의 유무가 감염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크게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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