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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tal of 181 students in Seoul were made up questions to analysis hand washing awareness from 2007 to 2008.

And their hands were sampled to isolate Staphylococcus aureus for testing antibiotic resistance. The average of hand

washing frequency was 2.8±2.6 per day in their schools. The rates of the students washing hands before eating food,

after outdoor activity and after using bathroom were 22.2%, 24.4% and 49.4%, respectively. The rate of students wash-

ing hand less than 20 seconds was 64.4%. The students of 43.3% answered that they thought they were washing hands

well.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worse tha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ware of the frequency,

duration and activity of hand washing. The isolation rate of S. aureus on the hands was 29.4%. The isolates were resitant

to ampicillin (28.6%), chloramphenicol (6.1%), erythromycin (31.0%), gentamycin (2.0%), penicillin (79.6%) and tet-

racycline (6.1%) of 17 antibiotics tested. They were all sensitive to oxacillin and 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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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손의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상주미생물과 비상주미생물로 구별된다.

비상주 미생물은 다양한 환경원으로부터 오염된 수많

은 종류의 세균으로, 상피세포 바깥층에 느슨하게 부착

되어 있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나 음식에 오염되면 식

중독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외부 환경이나 식품,

화장실을 통하여 손에 Clostridium perfringens나 Shi-

gella spp., Salmonella spp., hepatitis A virus 등의

장내미생물이 접촉되었을 경우 음식물이나 다른 사람

에 쉽게 전파될 수가 있다. 또 여기에는 주로 E. coli

나 Salmonella 등의 장내세균들과 Pseudomonas들이

포함된다.1-4) 손은 식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되는 직

접, 간접적인 주요 경로의 하나이므로 질병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 세척과 빈도가 요구 된

다.5,6) 올바른 손 씻기란 손에 묻어 온 비상주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7)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천되는 손의 세척방법은 표준세척

방법8,9)으로 온수에 비누를 사용하여 20초간 손을 문지

른 후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손 세척 시 물의 온도, 세척 시간 및 세제 사용여부

등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할 경우 세척효과는 감소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8) 손 씻기에 대한 연구는 병원의 간

호사10-13)나 식품 제조, 급식시설, 학생층2,14,15,16)에 대하

여 실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집

단을 대상으로 활발하다.

반면 상주미생물은 피부에 고르게 분포하여 가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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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노출된 각질층 뿐만 아니라 각질층의 하부, 모근

주위나 땀샘, 지방샘 속에까지 분포해 있는 미생물로

90% 이상이 Staphylococcus, Micrococcus, Peptococ-

cus, Corynebacteria, Brevibacterium, Proprionibacte-

rium이고, 나머지는 Streptococcus, Niserria, Bacillus,

Acinetobacter로 이루어져 있다.14) 이들 상주 미생물은

분포해 있는 위치의 특성 상 목욕이나 손 씻기, 손 소

독 등으로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데 일부 제거되었

던 표면에 노출된 미생물들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다

시 전체 피부 표면을 덮게 된다. 이중 상주 미생물로서

유일하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S. aureus는 상처나 화상

부위처럼 피부의 정상적인 보호기능이 파괴된 부위에

서 신속히 증식하여 고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식중

독의 원인이 된다.6,14)

1940년대 초 페니실린이 처음 개발된 이후 많은 항

균제가 감염질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항균제의 사용은 대부분의 감염질환을 정복하

는 듯하였다. 그러나 세균의 내성획득과 항생제의 오남

용 등으로 병원체의 항생제 내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오늘날 여러 가지 약제에 내성을 갖는 다양한 병원성

세균의 출현으로 질병 치료의 어려움과 내성균확산, 사

회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병원체 내성균의 출현빈도 증가는 지역사회 내 특수집

단이나 일정지역에서의 발생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감

염될 수 있는 일반세균의 내성획득이라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된다.17) 소아과를 방문한 500명의 어

린이의 전비강으로 부터 MRSA에 대한 조사를 한 보

고에 의하면 병원 내 직장을 가진 가족과의 접촉에 의

한 검출률이 유의하게 높았다한다.18) 최근 국내 병원에

내원한 아토피 어린이 환자의 피부 상처에서 분리된 S.

aureus에 대한 항생제 내성 검사와 eta, erb, rsr, pvl

유전자 분석, agr polymorphism, chromosomal DNA

에 대한 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staphylococ-

cal cassette chromosome mec(SCC mec) typing 실험

결과 아토피 환자의 피부에서 유래된 몇 개의 clone이

CA-MRSA (community - acquired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의 중요한 감염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19) 병

원 내 환경에서도 항생제 내성 균주가 높은 비율로 분

포하고 있으며 식품환경이나 일반 주거환경에서도 항

생제의 잦은 노출로 인하여 이와 같은 항생제 내성을

갖는 균주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20) 그러므로 항생

제 내성관련 검사는 치료차원 뿐만 아니라 병원과 사

회집단을 통한 내성확산 양태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손 씻기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상주 세균 제거를

통한 식중독 예방 가능성을 파악하고, 손에서 분리한

상주세균인 S. aureus균의 분포와 항생제 내성특성을

조사하여 학생집단을 통한 내성확산 양태를 모니터하

였다. 

II.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무작위로 본원에 내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60명 등 총 181명을 대상

으로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11문항의 손 씻기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손 씻기 습관에 관

련된 9문항과 균 검출과 관련된 2문항으로 하였고 5문

항은 5점 등간척도로 하였다. 각 도구는 ‘꼭 씻는다’와

‘매우 그렇다’가 1점, ‘자주 씻는다’와 ‘그렇다’가 2점,

‘보통’이 3점, ‘씻지 않는다’와 ‘가끔 씻는다’가 4점,

‘전혀 씻지 않는다’가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도

와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0.0k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지도 및 수행도는 백분율

과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각 물음의 상호관계는 paired

t-test와 one-way Anova,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2. S. aureus균의 분리, 동정

대조 실험을 위한 표준균주로는 본 연구원에 보관중

인 S. aureus ATCC25923을 사용하였다. 균 분리와

생화학적 동정시험에 사용한 배지는 Difco(Maryland,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S. aureus의 분리를 위하여, 설문에 참가한 학생들의

오른손을 Easy Checker Staph(KOMED Co. Ltd.,

Korea) 배지에 중간정도의 수직압력을 주어서 접촉시켰

다. 균의 확인 및 동정을 위하여 이 배지를 실험실로

즉시 운반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나타나는 전

형적인 집락을 멸균된 toothpick로 채취하여 난황첨가

MS(Mannitol salt)agar에 접종, 35oC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혼탁환을 형성한 균을 TSA(Tryptic soy agar)에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순수 분리하여 PASTOREX

Staph-plus(Bio-RAD, France)로 균을 확인하였다. 분리

된 집락은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포도상의 배열을 갖는

그람양성 구균을 확인하고 포도상의 배열을 갖는 그람

양성구균이 확인된 것은 coagulase 시험을 실시하였다.

Coagulase 시험을 하기 위하여 토끼혈청(신선혈청은

5%, 건조혈청의 용액은 10%)을 가한 생리식염수를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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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한 시험관에 0.5~1 ml씩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여기에

분리배지상의 집락에서 직접 또는 보통한천배지에서 순

수 배양시킨 균 1백금이를 접종하여 37oC에서 배양하

였다. 배양 후 3, 6, 24시간의 각 시간에 응고의 유무

를 판정하여 어느 시간 후에도 응고 또는 섬유소(fibrin)

가 석출된 것은 모두 coagulase 양성으로 하며 이상과

같이 확인된 것은 황색포도상구균 양성으로 판정, API

staph(bio Merieux, France)로 최종 동정하였다.21) 

3. 항생제 감수성 시험

분리된 S. aureus균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 Institute)의 디스크

확산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Sensi-Disc(BBL, USA)를

사용하였다. 즉 Direct colony suspension method로

분리된 균을 비선택배지에 접종하여 35oC에 24시간 배

양하여 생성된 집락 2, 3개를 채취하여 MacFarland

No. 0.5 표준비색관(1% BaCl2 0.5 ml + 1% H2SO4

 Fig. 1. Questions on hand washing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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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ml : 108 CFU/ml)의 탁도에 맞추고 Mueller-Hin-

ton agar에 도말하였다. 여기에 항생제 디스크를 배지에

부착하여 35oC에 24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투명환의

직경을 측정하여 NCCLS(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에 따라 내성균을 판정

하였다. 사용된 항균제의 종류는 ampicillin 30 µg

(AM), cefefim 30 µg(FEP), cefotetan 30 µg(CTT),

ciprofloxacin 5 µg(CIP), chloramphenicol 30 µg(C),

clindamycin 2 µg(CC), erythromycin 15 µg(E), genta-

mycin 10 µg(GM), imipenem 10 µg(IPM), ofloxacin

5 µg(OFX), oxacillin 1 µg(OX), penicillin 10U(P),

rifampin 5 µg(RA), sulfisoxazol 10 µg(G), tetracycline

30 µg(TE), trimethoprim/sulfamethoxasol 25 µg(SXT),

vancomycin 30 µg(VA) 등 17종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학생들의 손 씻기 습관

손 씻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세균수의 검출율

은 감소한다고 한다.15) 손 씻기의 질병예방 효과에 관

한 연구결과는 올바른 손 씻기가 모든 계층의 사람에

게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는데 Detroit의 취학아동 305

명을 대상으로 학교 도착 시, 점심 전, 휴식시간 후,

하교 전 하루 4번 손을 씻게 한 결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결석이 24% 감소하였고 소화기 질환에 의한 결

석은 51%가 감소하였다고 한다.22)

본 조사에서 학생들은 Table 1과 같이 하루에 평균

6.7회 정도 손을 씻으며 학교보다는 집에서 자주 씻는

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은 6.4회, 남학생은 6.9회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에서 한 번도 씻지 않는다고 응답

한 11명의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학생

들도 가정에서는 1~5회의 손 씻기를 한다고 응답하였

고 11번 문항에서는 8명이 ‘보통이상 손을 깨끗이 씻

는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3명만 손을 ‘잘 씻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여 적절한 손 씻기의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평균 2.8±2.6회를 씻는다고 하였으며 4회

이상 씻는 학생은 전체 응답학생의 22.6%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접촉하고 활동함으로써 균의 교환이 많

을 학교에서 손 씻기의 효과적인 방법과 횟수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장 등은 중학생의 손 씻

기에 대한 연구에서 1일 4~6회, 평균 6.69회를 씻는

다23)고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1일

평균 손 씻는 횟수는 5~7번, 평균 6.5회,15)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 본부의 결과는 7.8회로24)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에 ‘손 씻기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

에는 93.3%의 학생이 손 씻기 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Table 1에서 학교에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한 학

생 11명 모두 학교에 ‘손 씻기 시설이 있다’로 응답을

하여 학교에서 손 씻기 시설의 인지와 손을 씻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각종 활동을 하기 전, 후에 손을 씻는가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응답을 하였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는 질문에 ‘꼭 씻는다’ 22.2%, ‘자주

씻는다’는 응답이 27.8%로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50.0% 정도였다.

김 등은 남자대학생이 식사 전에 ‘꼭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라고 하였고,16) 장 등은 중학생의

경우 26.3%,23)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을 대상으로한 경우

의 57.3%24)라고 하여 중학생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운

동장, 놀이터, 쇼핑센터, 공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 탑승 후 등 ‘외출이나 야외활동 후 손을 씻는가’

하는 질문에도 ‘항상 씻는다’ 24.4%, ‘자주 씻는다’

28.3%로 전체 학생의 52.7% 정도의 학생이 관심을 가

졌다. 화장실의 경우는 이용 후 ‘항상 씻는다’ 49.4%,

‘자주 씻는다’ 23.3%로 보통이상의 관심을 보인 학생이

72.7%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 등

이 대학캠퍼스에서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설문조사 시 93.6%의

학생이 손을 씻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재 손을 씻은 경

우는 16.9%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16) 중학생들을 대상

Table 1. Hand washing frequency per day

Place Average Minimum Maximum

School 2.3±2.6 0 20

Home and other places 4.6±2.7 0 20

Total 6.7±4.2 1 27

Table 2. Hand washing before and after activities

Activity Always Often Usually Sometimes Few

Before eating 22.2% 27.8% 31.1% 16.1% 2.8%

After outdoor activity 24.4% 28.3% 30.6% 12.8% 3.9%

After using bathroom 49.4% 23.3% 19.4% 6.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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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장 등의 연구에서는 ‘항상 씻는다’는 응답이

‘식사 전’ 26.3%, ‘화장실 사용 후’ 52.3%였고,23) 국민

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에서는 ‘식사 전’

57.3%, ‘화장실 사용 후’ 79.4%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6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과 ‘용변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하는 학생

이 33.6%였다.25) 

세균의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손 세척방법은 온수와

비누를 이용하여 20초간 손을 문지른 후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는 표준방법으로 세척 후 70% 알콜로 소

독하는 것이며 손 소독은 세균의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세척과정이 병행될 때에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8) 손 소독의 필요성은 의학분야나 식품위생 분야 모

두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장기적으로 반

복되는 손 소독은 손의 상주미생물도 제거하여 손을 병

균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건강하지 못

한 피부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지나친

세척과 소독제 사용은 피부의 건강에 좋지 않음을 규

명하고 있고 있는 반면 적절한 세척 소독으로 손에 의

한 병원성균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논제가 되고 있

다.14) 본 조사에서 비누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비누를

사용하려는 경향은 얼굴을 세수할 때 86.7%, 손 씻을

때 79.4%로 비교적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 평소 손 세

척 시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72.0%인 것으로15) 보면

일반적으로 비누세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

인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 등의 결과에서는

66.1%가 비누를 사용한다고 하였고23)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60.3%이었는데 이중 만 14-19

세는 58.6%였다.24) 이처럼 소독을 전제로 하더라도 세

척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의료인의 경우처럼 소독제까

지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온수와 비누는 세척시

설에 반드시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손 씻는데 걸리는 시간은 초시계로 정확히 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평소 습관에 대한 어림짐작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려우나, 본 조사에서

평균소요시간은 이상적인 시간인 20초에 2초 정도 부

족한 17.7초로 조사되었고 최소 시간은 2초, 최대시간

은 180초였다. 그러나 단순히 평균적인 시간보다 20초

에 이르지 못하게 손을 씻는 학생들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20초 미만동안 손을 씻는 학생을 분석하

였더니 116명으로 전체 학생의 64.4%가 불충분한 시간

동안 손을 씻고 있었다. 자료의 성격상 좀 더 범위를

넓혀 분석을 하였을 때 10초 미만의 시간동안 손을 씻

는 학생은 25.0%, 5초 미만도 3.9%였고 30초 이상이

소요되는 학생은 25.0%로 나타나 적절하게 손 씻는 시

간에 대한 지도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등

의 남자대학교에서 관찰,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균 손

씻는 시간이 7.01초, 10초 미만이 85%이었고 20초 이

상 씻는 사람은 없었다.1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 등

의 연구에서는 6-10초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23) 전

체 국민의 경우는 6-10초이었으며24) Turkey의 seven

school에서는 39.1초-41.8초라고 보고26) 있어 국내의 연

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손에 의한 세균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은

다음 잘 건조시키는 것도 중요하여 손에 남은 수분양

이 접촉에 의한 미생물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한다.27) 그러므로 손 씻기 후 손을 잘 건조시켜야

하는데 건조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열풍이나 제

트 에어에 의한 비접촉 건조와 종이수건, 면수건 등의

수분 흡수매체에 수분을 전이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중 수세대 옆에 걸어 놓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수건

과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하는데 이들은

깨끗이 씻은 손을 곧바로 오염시키게 된다. Redway 등

은 수세 후 종이 타월로 건조시킬 때가 면 타월 보다

손의 미생물 감소가 크고 대부분 열풍건조기를 사용 할

때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옷에 문지르고 나가는 현

상이 심하며 열풍건조기로 완전히 건조시킬 경우 손의

미생물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한 작용에 의한 상주미생물 노출과 오염된 열풍공기

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14)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손을 말리는 방법 중 그냥 말린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손수건, 옷, 화장지 순

이어서 종이 타월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 등의 연

구에서는 가정에서 손 씻기 후 ‘수건 이용’이 89.1%,

학교에서는 ‘그냥 말림’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Table 3. Drying means and hand washing awareness

Drying means
Handkerchief Tissue Cloth None Others

28.3% 12.2% 21.1% 33.3% 5.0%

Awareness
Excellent Good Common Bad Very bad

7.2% 36.1% 48.9% 6.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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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이용’이 89.0%, 휴지 이용이 40.5%였고 김 등은

대학병원 일반 병동 간호사의 경우 손 씻기 후 물기

제거 방법이 ‘종이 타월’ 92.2%, ‘그냥 말림’이 1.0%

라고 하였다.28) 김 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찰조

사에서 휴지나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경우가 60.0%로

가장 많게 관찰되었다고 하였고 hand dryer기가 비치되

어있음에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여 성인들은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이용

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선호도가 낮기 때문인지 종

이타월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더

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는 Table 3과 같이 ‘잘 씻지 않는다’와 ‘전혀 씻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였던 반면 ‘잘 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43.3%에 달했다. 각 학생들

이 다른 항목에는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설문서를 분석

하여 보았다. ‘매우 잘 씻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손

씻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9초라고 하였고 ‘깨끗하

게 씻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7초, ‘보통’이라고 생각

하는 학생이 16초, ‘잘 씻지 않는다’와 ‘전혀 씻지 않

는다’로 응답한 학생 이 14초라고 하여 손 씻는 시간

이 길수록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을 잘 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외출

후(t=1.93, p<0.05)와 식사 전(t=1.21, p<0.05)에 손을

잘 씻는 것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4에서와 같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별 손 씻

는 습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보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고등학생이, 외출 후 손 씻기는 초등학

생이,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는 고등학생(F=10.61,

p<0.05)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3

가지 경우 모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손 씻기가 저조하였다. 학교와 가정에서 손 씻는 총 횟

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사이에 유의한 차이(F=4.63,

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손 씻는 횟수

도 중학생 5.6회, 초등학생 6.5회, 고등학생 7.9회의 순

으로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생은 성숙도 면에서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

은 학교나 가정에서 자주 환기를 받고 있으나 중학생

은 아직 충분히 위생관리에 대한 습관이 자리 잡기 전

에 주변의 관심이 소홀해진데 기인한 것이 아닌 가 사

료되어 중학생들에 대한 위생관념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손 씻는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이상이 20초 이

상이라고 하였는데 중, 고등학교는 70% 이상이 20초

미만이라고 답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 씻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F=5.71, p<0.05) 중, 고등학교

모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Bayer 제약과 American Society for Microbi-

ology에서 공동으로 미국 5대 도시에서 실시한 손 씻기

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와 실제 화장실내 관찰을 실시

하였다. 전화 설문조사 시 성인 1004명중 94%가 화장

실을 사용 후 손을 씻는다고 답했으나 실제 관찰 결과

는 남자 3236명중 61%와 여자 3097명중 74%만이 화

장실 사용 후 어떤 방식으로 든 손을 씻고 나갔다.22)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손

씻기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

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손 씻기 효과의

향상에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19,29,30) 피부

표면의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손 씻

기는, 건조를 포함하여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소이나,

필요한 만큼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실

재 실천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학생들의 손

위생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단순히 물에서 손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리

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효율적으로 세척하는 방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손의 위

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지침을 따라 세척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1,32)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음으로써 손에 의해 음식물로 전파되

는 세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및 기타 감

염성 질환의 약 70% 이상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

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에도30) 본 조사결과 초, 중, 고등

학생의 올바른 손 씻기의 인지도와 실천도가 상당히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캠페인 성 인지도 향상 보다는 교과서 등재 등을

비롯한 정례적, 반복적 교육의 정착 노력이 매우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 학생들의 수와 폭을 더욱

Table 4. Hand washing awareness by school

Item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ctivity

Before eating 2.3* 2.6 1.5

After outdoor activity 2.2 2.6 2.4

After using bathroom 2.1 2.1 1.4

Washing

duration

20 sec. 53.3% 26.7% 28.3%

<20 sec. 46.7% 75.0% 71.7%

* Mean by scoring to five steps: best(score : 1)~worst(score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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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2. 학생들 손에서 S. aureus의 분포

전체 학생 180명 중 49명인 27.2%에서 S. aureus균

이 분리되었다. 남학생은 29.4%, 여학생은 24.1%, 초

등학생은 18.3%, 중학생은 39.3%, 고등학생은 23.3%

에서 균이 분리되었다. 정 등33)은 유치원과, 초, 중, 고

등학생, 일반인의 손에서 S. aureus가 9.4%가 분리된다

고 하였는데 이는 환경적인 차이점에도 기인하겠지만

그람 양성 구균은 Rodac plate method가 swab tech-

nique보다 균 검출율이 높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34,35) 김 등21)은 병원종사자의 S. aureus 분리율이

비강 13.3%, 손톱 18.3%, 손바닥 35.0%라고 하였는데

비강과 손톱은 swab 방식으로, 손바닥은 평판에 손을

찍어서 균을 분리하였다.

Rodac plate에 균을 채취하기 전 어떤 활동을 하였는

지 설문지에서 분석한 결과, S. aureus 분리율은 청소

후가 43.8%, 실내 활동이 30.2%로 높았고 놀이터가

29.6%, 대중교통 탑승이 16.7%, 화장실 출입이 15.0%

여서 오히려 실내 활동 후에 S. aureus의 분리율이 높

았다.

3. 학생들 손에서 분리된 S. aureus균의 항생제 내성

손에서 분리된 S. aureus균의 항생제 내성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각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은

ampicillin 28.6%, chloramphenicol 6.1%, erythromycin

31.0%, gentamycin 2.0%, penicillin 79.6%, tetracy-

cline 6.1%로 대부분의 연구보고와 같이 β-lactam계 항

생제에 대하여 내성이 높게 나타났다.33,36) Oxacillin과

vancomycin에 대해서는 100.0% 감수성을 보여 서울지

역 일반 학생들의 CA-MRSA(community - acquired

methicillin-resistant S. aureus)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9) 이외의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도 100.0% 감수

성을 보였다.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93.9%이었고 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

는 다제내성균은 50.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제 내성

은 AM-E-P가 4.1%, AM-P-SXT가 2.0%, C-P-Te가

4.1%, P-TE-SXT가 2.0%, 2제 내성은 AM-P가 16.0%,

C-P가 2.0%, E-P가 18.4%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역

의 일반인과 학생들의 손에서 검출된 S. aureus균에 대

한 4가지이상 다재내성 25.0%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

다.33) 종합병원 종사자의 비강과 손톱, 손의 경우 항생

제 1종 이상에 대해 모두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2종이

상의 항생제에 대해 다재 내성을 갖는 경우도 67.5%라

는 보고35)와 비교해 보면 본 실험 결과 서울지역 일반

학생들의 손에서 검출되는 S. aureus의 항생제 내성률

은 낮은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5. Isolation rate of S. aureus on hands

Sex School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9.4% 24.1% 18.3 39.3% 23.3%

Table 6. Antibiotic susceptibility test of S. aureus isolated on

hands 

Antibiotics
Susceptible

(%)

Intermediate

(%)

Resistant

(%)

Ampicillin 26.5 44.9 28.6

Cefefim 100.0 0.0 0.0

Cefotetan 100.0 0.0 0.0

Ciprofloxacin 100.0 0.0 0.0

Chloramphenicol 91.9 2.0 6.1

Clindamycin 100.0 0.0 0.0

Erythromycin 62.9 6.1 31.0

Gentamycin 98.0 0.0 2.0

Imipenem 100.0 0.0 0.0

Ofloxacin 100.0 0.0 0.0

Oxacillin 100.0 0.0 0.0

Penicillin 14.3 6.1 79.6

Rifampin 100.0 0.0 0.0

Sulfisoxazol 100.0 0.0 0.0

Tetracycline 89.8 4.1 6.1

trimethoprim/

sulfamethoxasol
96.0 0.0 4.0

Vancomycin 100.0 0.0 0.0

Table 7. Multiple antibiotic resistance pattern of S. aureus

isolated on hands

Antibiotics n Rate (%) Total (%)

AM-E-P 2 4.1

AM-P-SXT 1 2.0

C-P-TE 2 4.1

P-TE-SXT 1 2.0 12.2

AM-P 8 16.0

C-P 1 2.0

E-P 9 18.4 38.4

Total 24 48.6

AM : ampicillin, E : erythromycin, P : penicillin, SXT :

trimethoprim/sulfamethoxasol, C : chloramphenicol, TE :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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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생의 손 씻기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손에서 분리한

S. aureus의 항생제 내성을 분석하여 내성확산 양태를

모니터하였다.

 학교에서는 평균 2.8±2.6회를 씻는다고 응답하였으

며 4회 이상 씻는 학생은 전체 응답학생의 22.6%로

나타나 적절히 손 씻는 횟수를 실천하는 학생의 비율

이 낮게 나타났다.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씻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학생의 64.4%가 20초 미만으로 응답하여 불충분

한 시간 동안 손을 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 고등학교학생은 70%이상이 20초 미만이라고 답

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 씻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중, 고등학교 모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초, 중, 고등학생의 올바른 손 씻기의

인지도와 실천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더 많

은 수의 다양한 학생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전체 학생 181명 중 49명인 27.2%에서 S. aureus균

이 분리되었다. 남학생은 29.4%, 여학생은 24.1%의 분

리율을 보였고 초등학생은 18.3%, 중학생은 39.3%, 고

등학생은 23.3%에서 균이 분리되었다.

학생들의 손에서 분리된 S. aureus에 대해 ampicillin

등 17종의 항생제를 시험한 결과 ampicillin 28.6%,

chloramphenicol 6.1%, erythromycin 31.0%, gentamycin

2.0%, penicillin 79.6%, tetracycline 6.1%가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Vancomycin과 oxacillin에는

100.0% 감수성을 보여 CA-MRSA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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