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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crobiological hazard of spoons and their cases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and to evaluate the reduction effects of washing methods and ultraviolet (UV) treatments
against Escherichia coli on the spoon and spoon case. A total of 78 spoons and their cases were sampled to
test about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and Salmonella spp.
Total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over 2.7 log CFU/100 cm2 in 20 out of 36 spoons (55.6%), 9 out of 20
zipper-type spoon cases (45.0%) and 13 out of 22 plastic-type spoon cases (59.1%). Coliform bacteria were
also detected in 19 out of 36 spoons (52.8%), 14 out of 20 zipper-type spoon cases (70.0%) and 14 out of 22
plastic-type spoon cases (63.6%). The pathogens tested in this study were not found in all samples except for
the zipper-type spoon cases which were contaminated with Staph. aureus (2 samples) and B. cereus (3 samp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anitary conditions of spoons and their cases should be improved promptly. To
evaluate the reduction effects of washing methods and UV treatments against E. coli, the spoons and their
cases were treated at different cleaning times with and without soap, and different UV exposure times,
respectively. E. coli with initial cell number of 4 log CFU on the spoons and their cases was not detected when
they were cleaned at running water for 30 sec after dish sponging with soap for 30 sec. In UV treatments,
E. coli with the same level of washing method was not detected after UV exposure for 15 minute in the spoons
and their cases. From the results, the washing and UV treatment should be used to control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spoons and their cases for more than 1 and 15 minu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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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저출산 현

상이 고착화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난 저출산 현

상을 극복하고자 국가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

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으로 보

육시설은 2006년 12월 현재 29,233개소에서 2009년 12월 현

재 34,550개소로 1.18배 증가하였고 보육 아동은 1,175,049명

에 이르고 있다(1).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종일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보육시설에서는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다(2). 보육시

설은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면역체계가 완전하

게 발달하지 않은 유아를 보육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

설의 단체급식 및 조리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3,4), 컵과 수저 등 급식도구의 위생적 보관

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보육인력과 정부지원으로 대부

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유아가 사용하는 수저를 가정에서 세

척한 후 수저집에 넣어 유아가 휴대하여 급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2002년 77건

2,939명에서 2009년 228건 5,99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식중독발생 보고를 원인

시설별로 분석해 보면 집단급식소가 25.9%, 음식점이

43.0%, 가정집이 4.8%로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이 주요 식

중독 발생 장소로 분석되고 있다(5).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 원인은 식재료 및 조리음식의 안전성 확보 미흡과 시설

․설비의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급식 기구․

용기 등의 세척과 살균소독이 불충분하여 집단식중독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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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또한, 손, 스펀지, 행주, 조

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이 집단식중독 발생의 주요한 원

인으로 보고되고(8-10)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아가 가정

에서부터 휴대하여 식사에 사용하는 수저와 수저집의 세척

이 불충분하면 미생물에 오염된 수저와 수저집을 통한 교차

오염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음식점 설비와 조리기구

의 미생물 오염 실태 보고(11,12), 초등학교 등 단체급식시설

의 급식설비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평가(13,14), 살균소독제

를 이용한 조리기구 등에 대한 소독 효과 연구(15,16) 등 음

식점과 학교급식의 식품과 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분

석에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관한 연구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만이 연구되

어(17) 있을 뿐 어린이가 가정으로부터 휴대하여 식사에 항

상 사용하는 수저와 수저집의 미생물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

의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척 방법과 자

외선 살균소독 시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대상

수원시 및 의정부시 소재 원아수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2곳을 선정하여 식사 시간 전 각각의 어린이집 유아가 휴대

하는 수저 36건 및 수저집 42건 총 78건을 실험대상으로 하

였다. 미생물 위해도 실험을 위하여 수저는 식사 시 음식물

이 접촉하는 부분을 멸균 면봉으로 swab 하였으며, 수저집

은 지퍼형(20건)과 플라스틱형(22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내

면을 멸균면봉으로 swab 하였다. Swab한 멸균 면봉을 10

mL 멸균 인산완충희석액에 무균적으로 넣어 5분간 균질화

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미생물 위해도 실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진균수: 시험용액을 10 단계

희석법에 따라 희석하여 각 희석액과 시험용액을 멸균 Petri

dish 2매에 각각 1 mL씩 분주한 후 일반세균수는 plate

count agar(Difco, Detroit, MI, USA), 진균수는 potato

dextrose agar(Difco)를 무균적으로 분주하여 냉각 응고시

킨 후 35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대장균군수는 desoxy-

cholate lactose agar(Difco)를 무균적으로 분주하여 냉각시

킨 후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1개 평판 당 30～300개

의 집락을 형성하는 평판을 선택하여 수저 및 수저집 당 집

락수를 계산하였으며, 검출한계는 수저 또는 수저집 당 1

log CFU이었다.

식중독 미생물 분리 동정: Staphylococcus aureus는

10% NaCl을 첨가한 9 mL tryptic soy broth(TSB; Oxoid,

Cambridge, England)에 시험용액 1 mL를 가하여 35
o
C에서

24시간 증균배양 한 후 난황첨가 Baird-Parker agar(Oxoid)

에 도말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결과 검은색

집락과 주변에 혼탁한 백색환을 나타내는 집락을 선별하여

tryptic soy agar(TSA; Oxoid)에 도말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집락에 대하여 coagulase test(Staphy-

lase, Oxoid)를 실시하여 응고가 일어나면 API Staph test

kit(bioMèrieix Inc., Marcy l’Etoile, France)를 이용 생화학

시험을 하여 Staph. aureus를 동정하였다.

Bacillus cereus는 시험용액 100 μL를 mannitol-egg

york-polymyxin agar(MYP; Oxoid)에 도말하여 35
o
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을 선별하여

TSA(Oxoid)와 blood agar(Komed, Seongnam, Korea)에

도말하였으며, β-heamolysis를 나타내는 균주에 대하여

Gram stain, Catalase test를 실시한 후 API 50CHB와 API

20E test kit(bioMerieux)를 이용 생화학시험을 하여 B.

cereus를 동정하였다. Salmonella spp.는 식품공전(18)에 따

라 실험하였다.

식중독 미생물의 독소 생산능: Staph. aureus의 en-

terotoxin 생성능은 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SET-RPLA;

Denka Seiken, Gosen, Japan)를 이용하였으며, B. cereus의

enterotoxin 중 heamolysin BL enterotoxin(HBL) 생성능은

B. cereus enterotoxin-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BCET-RPLA; Oxoid)를 사용하였고, non-heamolytic

enterotoxin(NHE)은 Bacillus diarrheal enterotoxin visual

immunoassay kit(BDE-VIA; Tecra international pty Ltd.,

Frenchs Forest, Australia)를 사용하였다. Enterotoxin 생산

능은 각각의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으

며, 각각 균주의 Enterotoxin 생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

리균주를 Brain Heart Infusion broth(Difco)에 접종하여

35
o
C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enterotoxin 생

성능 실험에 사용하였다.

식중독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생화학적 실험에서 Staph.

aureus와 B. cereus로 동정된 균주의 항생제 감수성 실험은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NCCLS)(19)에서 추천하는 disk diffusion susceptibility

test로 실시하였으며, B. cereus에 관한 항생제 내성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Staph. aureus 균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준을 적용 판단하였다.

미생물 저감화 실험

표준균주: 미생물 저감화 실험을 위하여 실험실에 보관중

인 Escherichia coli ATCC 25922 표준균주를 사용하였으며,

표준균주는 TSB(Oxoid)에 접종하여 35oC에서 24시간 2회

계대 배양하여 접종균액으로 사용하였다.

수저와 수저집 준비: 세척방법과 자외선 살균소독에 따

른 미생물 저감화 실험에 사용된 수저, 지퍼형 수저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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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biological evaluation of spoon and spoon case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Typ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Fungi

Range1) Mean±SD2) Range Mean±SD Range Mean±SD
Spoon (n=36)
Spoon case
Zipper (n=20)
Plastic (n=22)

ND
3)
～6.54

1.7～6.98
ND～6.93

2.84±1.96

4.06±1.66
4.08±2.12

ND～5.57

ND～5.52
ND～5.68

1.68±1.91

2.54±1.85
2.82±2.25

ND～6.65

ND～6.57
ND～6.65

2.41±1.96

3.83±1.85
3.83±2.11

1)
Unit: log CFU/spoon (16 cm

2
), zipper (250 cm

2
) or plastic spoon case (330 cm

2
).

2)SD: standard deviation.
3)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1.0 log CFU).

플라스틱형 수저집은 깨끗이 세척한 후 45
o
C 배양기(MIR-

162, Sanyo, Tokyo, Japan)에서 2시간 건조하여 UV lamp가

켜진 Clean bench(C1300 series A2, Thermo Fisher Scien-

tific, Marieta, USA)에 하룻밤 방치, 살균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세척 방법에 따른 저감화: 준비된 수저의 음식물 접촉

윗면과 수저집 내면에 초기균수가 4～5 log CFU/수저․수

저집이 되도록 접종균액 300～400 μL를 분주한 후 멸균 면

봉으로 고르게 도말하여 45oC 배양기(MIR-162, Sanyo)에

서 2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수저와 수저집은 각각 무세척,

흐르는 수돗물에 30초간 세척, 수세미를 이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30초간 세척, 주방세제를 수세미에 첨가하여 30초

간 세척한 후 흐르는 수돗물에 30초간 세척 등 4가지 세척방

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처리된 수저와 수저집은 45oC

배양기(MIR-162, Sanyo)에서 2시간 건조하여 각각의 균수

를 측정하였다.

자외선 살균소독에 따른 저감화: 세척방법에 따른 저감

화 실험과 동일하게 준비된 수저와 수저집을 15 W의 자외선

램프가 설치된 자외선 살균소독기(DHS-1350, Donghwa,

Incheon, Korea)의 중간 선반에 방치하며 무살균, 3, 6, 9,

12, 15분 살균 등 6가지 살균 방법으로 구분 처리하여 각각의

균수를 측정하였다. 방치된 수저는 손잡이 부분을 받침대에

올려 대장균이 접종된 수저 윗면이 자외선램프를 향하도록

고정하였으며, 지퍼형 수저집은 대장균이 접종된 내면이 자

외선램프를 향하도록 수저집을 열어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중간 선반에 집게로 고정하였다. 또한, 플라스틱형 수저집은

대장균이 접종된 내면이 자외선램프를 향하도록 열린 상태

로 방치하며 자외선 살균소독을 실시하였다. 자외선 살균소

독 시 자외선램프와 수저 및 수저집 간의 거리는 22 cm로

측정되었다.

균수의 측정: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세척 방법과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을 달리한 각각의 수저 윗면과 지퍼형 및 플라

스틱형 수저집 내면을 swab 하였으며, 균수의 측정은 미생

물 위해도 실험의 대장균군수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

하였다. 수저의 swab은 대장균이 접종된 윗면에 2×5 cm(10
cm2)의 멸균된 가스켓을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각각의 실

험 단계별로 10개(100 cm
2
)를 실험하여 산술평균하였다. 지

퍼형 수저집의 경우는 10×10 cm(100 cm2) 멸균된 가스

켓을 이용하여 swab 하였으며, 플라스틱형의 경우는 4×
12.5 cm 멸균된 가스켓을 대장균이 접종된 내면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1개씩 총 2개를(100 cm2) 이용하여 swab 하

였다. 무세척, 비살균한 수저와 수저집의 대장균수를 각각의

초기균수로 하였으며, 미생물 저감화 실험은 각기 다른 날에

3회 반복 실험하였다.

통계처리

세척방법과 자외선 살균소독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

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SPSS package program(Ver.

17.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평균치 분석

은 one-way ANOVA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균들 간

의 유의성 차이(p<0.05)를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저 및 수저집 미생물 오염도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고자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진균수를 실험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세균수의 경우

수저 36건 중 29건(80.5%),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20건

(100%)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21건(95.5%)에서 검

출되었으며, 수저 평균 2.84±1.96 log CFU, 지퍼형 수저집

평균 4.06±1.66 log CFU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평균 4.08

±2.12 log CFU를 나타내어 수저보다 수저집이 일반세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균수의 경우 수저 36건 중 28건

(77.8%),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19건(95.0%)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20건(90.9%)에서 검출되었으며, 수저 평균

2.41±1.96 log CFU, 지퍼형 수저집 평균 3.83±1.85 log CFU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평균 3.83±2.11 log CFU를 나타내어

수저보다 수저집의 진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생지표

미생물인 대장균군수의 경우 수저 36건 중 19건(52.8%), 지

퍼형 수저집 20건 중 16건(80.0%)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22

건 중 16건(72.7%)에서 검출되었으며, 수저 평균 1.68±1.96
log CFU, 지퍼형 수저집 평균 2.54±1.85 log CFU 및 플라스

틱형 수저집 평균 2.82±2.25 log CFU를 나타내었다. 대장균

군 오염도는 일반세균과 진균에 비하여 낮은 오염도를 나타

내었으며, 대장균군 오염도가 불검출에서 3.21 log CF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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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borne pathogen evaluation of spoon and spoon
case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Type

No. of foodborne pathogens (%)
1)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spp.

Spoon (n=36)
Spoon case
Zipper (n=20)
Plastic (n=22)

ND
2)

　
2 (10.0)
ND

ND
　

3 (15.0)
ND

ND

ND
ND

1)
The swab area on the spoon, zipper and plastic spoon case
is 16 cm2, 250 cm2 and 330 cm2, respectively.
2)
ND: not detected.

Table 3. Toxin produ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spoon case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Toxin
1) Staphylococcus aureus

Zipper-8 Zipper-20

Enterotoxin A
Enterotoxin B
Enterotoxin C
Enterotoxin D

－
2)

－
－
－

－
－
－
－

1)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
glutination (SET-RPLA) was used to detect enterotoxin of
Staphylococcus aureus.
2)－: not detected.

Table 4. Toxin production of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spoon case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Toxin
Bacillus cereus

Zipper-6 Zipper-13 Zipper-14

HBL
1)

NHE2)
－
3)

＋4)
＋
＋

＋
－

1)Bacillus ce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
tion (BCET-RPLA) was used to detect heamolysin BL enter-
otoxin of Bacillus cereus.
2)Bacillus diarrheal enterotoxin visual immunoassay (BDE-VIA)
kit was used to detect non-heamolytic enterotoxin of Bacillus
cereus.
3)－: not detected.
4)
＋: detected.

나타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행주, 고무장갑(17)과 비교할

때 유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Harrigan과 McCance(20)는 식품가공공장의 기구 설비

및 작업장 표면에 대한 일반세균수 위해 수준을 100 cm
2
당

2.7 log CFU 미만은 만족한 수준, 2.7～3.4 log CFU는 시정

이 필요한 수준, 3.4 log CFU 이상은 즉각적인 위생조치를

강구하여야하는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수저

및 수저집의 평균 표면적인 수저 16 cm2, 지퍼형 수저집 250

cm2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330 cm2를 기준으로 위해수준을

분석하면, 수저 36건 중 20건(55.6%),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9건(45.0%)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3건(59.1%)이

즉각적인 위생조치를 강구하여야하는 수준으로 분석되어,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Harrigan과

McCance(20)는 식품 기구 및 용기 표면에 대한 대장균군수

위해 수준을 100 cm
2
당 1.0 log CFU 미만이어야 하고 검출

되지 않아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수저 및 수저집

의 평균 표면적을 기준으로 대장균군수 위해수준을 분석하

면, 수저 36건 중 19건(52.8%),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14건

(70.0%)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4건(63.6%)이 위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대장균군은 식품 및 용기․포장

의 위생상태와 청결상태를 나타내는 위생 지표세균으로 대

장균군이 검출될 경우 식중독 미생물 등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확률이 높아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가장 높은

위해수준을 나타낸 지퍼형 수저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저 및 수저집 식중독 미생물 위해도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식중독 미생물 위해

도를 분석하고자 Staph. aureus, B. cereus, Salmonella spp.

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저와

플라스틱형 수저집에서는 실험한 모든 식중독 미생물이 검

출되지 않았으나,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2건(10.0%)에서

Staph. aureus가 검출되었고, 3건(15.0%)에서 B. cereus가

검출되어 지퍼형 수저집이 식중독 미생물 오염에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행주와 도마에

서 각각 16.0%, 12.0%의 Staph. aureus가 검출되었다는 보

고(21)와 유사한 결과이며, 조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이

식중독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보고(8,9)로 보아, 지퍼형

수저집에서 검출된 Staph. aureus가 어린이집 단체급식에

교차오염 되어 집단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미래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예측 조사 결과 Staph. aureus, Escherichia coli(EPEC,

ETEC), Salmonella spp. 등이 향후 집단급식소의 주요 식중

독 원인 미생물이라는 보고(22)를 참조하여 지퍼형 수저집

의 위생 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초등학교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13)에서 B. cereus 검출

보고가 전무한 것은 B. cereus가 기존 보고에서 실험 대상

균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 미생물로 보고된 Staph. aureus와 B.

cereus가 지퍼형 수저집에서 검출된 것은 두 균주 모두 그람

양성 포자 형성균(23,24)으로 수저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에

비하여 곡선이 많은 지퍼형 수저집 모서리 부분에 오염되어

세척 시 제거되지 않고 포자를 형성 건조 환경에서 생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 동정된 Staph. aureus와 B. cereus 식중독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독소 생산능과 항생제 내성 실험을 실시

하였다. 각각 균주의 독소 생산능은 Table 3, 4에 나타내었

고, 항생제 내성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Staph. aureus 장

독소(Staphylococcal enterotoxin; SE)는 현재까지 SEA,

SEB, SEC 및 SED 등 총 4 종류만이 상업적 kit로 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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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biotic resistance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spoon case carried by nursery school
children

Antimicrobial agent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Zipper-8 Zipper-20 Zipper-6 Zipper-13 Zipper-14

Ampicillin (10 μg)
Gentamicin (10 μg)
Cefepime (30 μg)
Cefotetan (30 μg)
Ciprofloxacin (5 μg)
Imipenem (10 μg)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1.255 μg/23.75 μg)
Chloramphenicol (30 μg)
Tetracycline (30 μg)
Oxacillin (1 μg)
Penicillin (10 U)
Rifampin (5 μg)
Erythromycin (15 μg)
Clindamycin (2 μg)
Vancomycin (30 μg)

R
1)

S2)

S
S
S
S
S

S
S
S
S
S
I3)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R
S
R
S
S
S
S

S
S
R
R
R
S
I
S

R
S
R
S
S
S
S

S
S
R
R
R
S
I
S

R
S
R
S
S
S
S

S
S
R
R
R
I
I
S

1)
R: resistance.

2)
S: susceptibility.

3)
I: intermediate.

Fig. 1. Effect of washing methods on the reduction of
Escherichia coli in spoon and spoon case. All values are ex-
pressed as mean±SD, n=3.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RW: running water (30 sec). RW
＋DS: running water with dish sponge (30 sec). RW＋DS＋SP:
running water (30 sec) after dish sponging with soap (30 sec).

하여, Staph. aureus Ziper-8과 Ziper-20 균주의 장독소를

상업적 kit를 이용 실험한 결과 SEA～SED 4 종류의 장독소

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Staph. aureus의 장독소는 SEA

～SEQ 등 총 18종이 보고(23)되는 등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

키는 대표적 식중독균으로 본 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독

소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 cereus 장독소 실험결과 HBL(Heamolysin BL) 장독소는

B. cereus Ziper-13과 Ziper-14 균주에서 검출되었으며,

NHE(Non-heamolytic enterotoxin) 장독소는 B. cereus

Ziper-6과 Ziper-13 균주에서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

내 식품 및 식중독 사건에서 분리된 대부분의 B. cereus 균

주가 HBL, NHE 등 한 가지 이상의 장독소를 생산한다는

보고(24)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대장균 등 식품위생 지표미

생물이 검출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B. cereus 등 식중독

미생물에 대한 위해분석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으

로 판단된다. Staph. aureus 항생제 내성에 가장 중요한 항생

제는 vancomycin으로 2002년 미국에서 최초 보고(25)된 이

후 감염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나, 실험결과 Staph. aureus는 ampicillin에 완전내성,

erythromycin에 중등도의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항생

제에는 모두 감수성을 나타내어 vancomycin에 대해서는 안

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 cereus의 경우 gentamycin,

cefotetan tetracycline, vancomycin에 감수성을 나타내었으

며, penicillin, cefepime, ampicillin 등 β-lactam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B. cereus가 β-lacta-

mase를 생산, β-lactam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낸다는 보

고(26)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세척 방법 및 살균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

가정에서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세척 방법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수저 및 수저집을 30초간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했을 경우 수저는 4.82±0.19 log CFU
에서 2.57±0.22 log CFU, 지퍼형 수저집은 4.93±0.16 log
CFU에서 2.39±0.20 log CFU, 플라스틱형 수저집은 4.33± 
0.33 log CFU에서 2.40±0.08 log CFU로 2 log 수준의 대장

균수 감소가 나타났고, 수세미와 함께 30초간 흐르는 수돗물

로 세척했을 경우 수저는 1.10±0.17 log CFU, 지퍼형 수저

집은 1.64±0.19 log CFU, 플라스틱형 수저집은 1.26±0.24
log CFU로 3 log 수준의 대장균수 감소가 나타났다. 수세미

에 주방세제를 첨가하여 30초간 세척한 후 30초간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했을 경우 수저, 지퍼형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모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스테인리스스틸 쿠폰에 E.

coli O157:H7을 접종하여 멸균증류수에 5분간 침지하였을

때 병원성 세균이 액체 용액으로 분리되어 2 log 수준의 감소

를 나타내었다는 보고(27)를 기초로 판단할 때, 수저 및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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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activation effect of Escherichia coli in spoon and
spoon case by ultraviolet (UV) treatment at 15 W output. The
distance between sample and UV lamp was 22 cm.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3.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집 표면의 대장균은 흐르는 수돗물과 수세미의 표면마찰에

의해 분리제거된 것으로서 판단되며, 세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장균 제거 효과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저

및 수저집을 1분 이상 깨끗이 세척, 건조하면 위생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린이집 필수 보유 장비로 규정되어 있는 자외선 살균소

독기는 컵, 주방기구 등의 살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28),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하였다(Fig. 2). 수저, 지퍼형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을

3, 6, 9, 12, 15분간 자외선 살균 소독하였을 경우 수저는 초기

4.66±0.10 log CFU에서 2.73±0.06 log CFU, 1.89±0.11 log
CFU, 1.10±0.17 log CFU로 감소하였으며 12분 이상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퍼형 수저집은 초기 4.39±0.40
log CFU에서 2.62±0.06 log CFU, 2.06±0.11 log CFU,
1.88±0.09 log CFU로 감소하였으며, 12분에서 총 3회 반복

실험 중 2회에서 1 log CFU가 검출되어 완전히 제어되지

않았으나 15분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형 수저집은 초기 4.76±0.12 log CFU에서 2.66±0.06 log
CFU, 1.78±0.26 log CFU, 1.16±0.18 log CFU로 감소하였

으며 12분 이상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실험결과

지퍼형 수저집에서 12분까지 대장균이 검출되어 수저 및 플

라스틱형 수저집에 비하여 살균효과가 낮았다. 이러한 원인

은 살균초기 수저 및 수저집 표면에 존재하는 대장균이 사멸

하고 난 후 지퍼형 수저집 굴곡 부분에 잔존하는 대장균에

회절 투사된 자외선 양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Mok과 Lee(29)가 10 W 램프가 설치된 자외선 살균소독기

에 대장균이 접종된 스테인리스스틸 컵을 램프로부터 30 cm

떨어진 위치에 놓고 살균하였을 때 3분경과 시 1.79 log, 5분

경과 시 2.06 log, 10분경과 시 2.60 log, 20분경과 시 3.83 log

저감화 되었다는 보고에 비하여 높은 살균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살균력은 자외선램프

의 출력 및 수량, 살균소독기의 내부 재질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한 살균소독기라도 램프로부터의 거리, 자외선 입사각

도 및 살균대상의 양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보고(29)에

기안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15 W 자외선램프를 이용

22 cm 거리에서 살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린이집에서는 수저 및 수저집

을 15분 이상 자외선 살균소독기로 살균 소독하여 어린이에

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에서는 1분 이상

수저와 수저집을 깨끗이 반복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하여

어린이에게 제공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의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의 위생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척 방법과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을

제시하고자 유아 휴대 수저 36건 및 수저집 42건 등 총 78건

을 실험하였다. 수저 36건 중 20건(55.6%),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9건(45.0%),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3건(59.1%)

에서 2.7 log CFU/100 cm2 이상의 일반세균수가 검출되어

즉각적인 위생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저 36건 중 19건(52.8%),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14

건(70.0%), 플라스틱형 수저집 22건 중 14건(63.6%)에서 대

장균군이 검출되어 어린이집 유아 휴대 수저 및 수저집에

대한 위생조치가 요구되며, 가장 높은 위해수준을 나타낸

지퍼형 수저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수저와 플라스틱형 수저집에서는 실험한 모든 식중독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퍼형 수저집 20건 중 2건

(10.0%)에서 Staph. aureus가 검출되었고, 3건(13.6%)에서

B. cereus가 검출되어 지퍼형 수저집이 식중독 미생물 오염

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방법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첨가하여

30초간 세척한 후 30초간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했을 경우

수저, 지퍼형 및 플라스틱형 수저집 모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에서 수저 및 수저집을 1분 이상 깨끗이

세척, 건조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외선 살균소독

시간에 따른 미생물 저감화 효과를 실험한 결과 15분 살균

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수저 및 수저집을

15분 이상 자외선 살균소독기로 살균할 경우 대장균을 제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 어린이집의 자외선 살균소

독기의 램프 출력량과 살균대상 수저집의 수량을 고려하여

각각의 제조사가 제시하는 자외선 살균소독기 권장살균시

간 이상 수저 및 수저집을 살균하여 제공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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