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 제6호(2012)

J Environ Health Sci, 2012: 38(6): 510-519

510

http://dx.doi.org/10.5668/JEHS.2012.38.6.510

보육시설 급식실 실내공기에서 분리된 식중독 세균의

독소 유전자 및 독소 생산 특성

김중범·김종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Toxin Gene Profiles and Toxin Production Ability of Food-borne Pathogens 

Isolated from Indoor Air from Lunchrooms at Child Care Centers

Jung-Beom Kim and Jong-Chan Kim*
†

Health Research Department, Gyeonggi-do Institute of Health & Environment, Suwon, Kore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the indoor air of the

lunchrooms at child care centers and investigate the toxin genes and toxin production ability of food-borne pathogens.

Methods: A total of 64 child care centers were sampled to test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fungi,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and Salmonella spp. according to the Korea Food Code. All toxin genes

of pathogens were detected using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method. The Sthaph. aureus enterotoxin was

detected by a 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 The heamolysin BL

(HBL) and non-heamolytic enterotoxin (NHE) produced by B. cereus were detected using a B. ce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 and Bacillus diarrheal enterotoxin visual immunoassay kit, respectively.

Results: The means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coliform bacteria were 1.91±1.84 log CFU/plate and

0.47±0.62 log CFU/plate, respectively. The mean of fungi also showed 0.59±0.71 log CFU/plate. Among the

pathogenic bacteria tested in this study, Staphy. aureus and B. cereus were detected in four (6.3%) and 21

(32.8%) out of 64 indoor air samples from lunchrooms in child care centers, respectively. All Staphy. aureus

tested in this study possessed no toxin genes and did not produce enterotoxin. The detection rate of nheABC,

hblCDA, entFM and ces toxin gene in B. cereus was 100, 57.1, 76.2 and 0%, respectively. B. cereus isolat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toxin genes. The nheABC gene was the major

toxin gene among B. cereus tested in this study. The HBL was detected in 11 out of 21 B. cereus isolates (52.4%)

and three B. cereus isolates produced NHE (14.3%).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tamination by microorganisms in the indoor air of lunchrooms was

unqualified to supply safe catering in child care centers. The ongoing control of indoor air qualit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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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 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 활

동 증가와 이에 따른 육아 부담 및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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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육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사회적 현

상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

충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시설은 2010년 현재 38,021개소로서

1990년에 비하여 19배 증가하였고 보육 영유아수는

1,279,910명으로 266배 증가하였다.3)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일제 학급을 운영하여 심야까지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서는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다.4) 보육시설은 초등

학교 입학 전까지 면역체계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

은 영유아를 보육 대상으로 하고 보육시실 내 실내

환경의 경우 외부공기 순환이 제한적이고 햇빛에 대

한 노출이 적어 공기 중 미생물이 장기간 생존할 확

률이 있어5) 보육시설의 급식실 실내 환경의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6-8) 그러나 한정된 공간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에서 보육

과 급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단체급식 및 외식의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식

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이 강화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집단 식중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

여 2010년 271건 7,218명으로 2002년에 비하여 발

생건수는 3.5배, 환자수는 2.5배 증가하였다.9) 2010

년 원인시설별 식중독발생 보고를 분석해 보면 음식

점 49.0%, 집단급식소 19.5%, 가정집 1.1%로 집단

급식시설이 주요 식중독 발생장소로 보고되고 있다.9)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 원인은 조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과10) 시설ㆍ설비의 부족이 주요원인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11) 주요 오염원은 식자재, 종사

자, 공기 등 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집단식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취급 중 위생사항 준

수,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12) 따라서 어린이집 급식실 실

내공기의 미생물관리 등 환경위생관리가 적절히 유

지되지 않으면 낙하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

이 상존한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

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실내 환경에서

공기 중 미생물 분리 및 특성,13,14) 사무실 등 공중이

용시설 실내 공기 중 생물학적 오염 평가,12,15) 노인

요양시설과 병원 실내공기 중 미생물 오염 연구16,17)

등 교육 및 시설별 실내 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오

염분석에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관

한 연구는 유치원 실내 환경에서 공기 중 미생물 수

의 계절적 변화만이 연구되어5) 있을 뿐 어린이가 급

식을 섭취하는 급식실의 실내공기 중 미생물 오염도

와 독소 생산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위생지표 미생물과 식중독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

고 분리균주의 독소 유전자 및 독소 생산 특성을 분

석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 보육시설 

수도권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와 민간 어린

이집 49개소 총 64개소의 어린이집을 실험대상 보

육시설로 선정 하였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급식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

며 보육실에서 보육과 함께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각각의 어린이집의 점심 급식시간에 보육실 실내공

기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2. 급식실 공기 중의 낙하세균 채취

급식실의 실내공기가 단체급식의 식품안전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18) 제시

하는 배지를 이용하여 실내공기 중 낙하세균을 측정

하였다. 식품위생 지표 미생물을 측정하고자 일반세

균의 경우 Standard Plate Count agar (PCA; Difco,

USA), 대장균군의 경우 Desoxycholate Lactose agar

(DLA; Difco, USA), 진균의 경우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USA)를 사용하였으며 식중독 세

균을 측정하고자 Salmonella spp.는 MacConkey agar

(MaC; Oxoid, England), Staphylococcus aureus는 난

황첨가 Baird-Parker agar (BPA; Oxoid, England),

Bacillus cereus는 Mannitol-Egg York-Polymyxin

agar (MYP; Oxoid, England)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배지는 어린이들이 급식에 사용하는 높이가 50-

60 cm인 책상에 뚜껑을 열어 5분간 공기에 노출시

켜 낙하세균을 포집한 후 뚜껑을 닫아 실험실로 운

반하여 배양하였다.12,19) 

3.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진균수 측정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진균수의 측정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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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에서18) 제시하는 실험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일

반세균수는 PCA (Difco, USA) 배지를 35oC에서 48

시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고

대장균군수는 DLA (Difco, USA) 배지를 35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적색의 전형적인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진균수는 PDA (Difco, USA) 배지를

25oC에서 5일간 배양하여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4. 식중독 세균 측정 및 분리 동정

식중독 세균은 식품공전에18) 따라 실험하였으며

Salmonella spp.는 MaC 배지를 35oC에서 24시간 배

양한 결과 흰색 집락을 계수하여 Salmonella spp. 균

수를 측정하였다. 흰색 집락 5개를 선별하여 각각을

Tryptic Soy agar (TSA; Oxoid, England)에 획선 도

말한 후 35oC에서 1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집락

에 대하여 살모넬라 O 혼합혈청 응집실험을 실시하

여 혈청응집 양성반응을 나타낸 집락에 대하여 API

20E (bioMerieux, France)를 이용하여 Salmonella

spp.를 동정하였다.

Staphy. aureus는 BPA 배지를 35oC에서 24시간 배

양하여 검은색 집락과 주변에 혼탁한 백색환을 나타

내는 집락을 계수하여 Staphy. aureus 균수를 측정하

였다.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TSA (Oxoid,

England)에 도말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Coagulase test (Staphylase, Oxoid, England)를 실시

하여 응고가 일어나면 API Staph test kit (bioMerieux,

France)를 이용 생화학적으로 Staphy. aureus를 동정

하였다. 

B. cereus는 MYP 배지를 35oC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하여 측

정하였다.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TSA (Oxoid,

England)와 Blood agar (Komed, Korea)에 도말하였

으며, β-heamolysis를 나타내는 균주에 대하여 Gram

stain, Catalase test를 실시한 후 API 50CHB와 API

20E test kit (bioMerieux, France)를 이용 생화학시

험을 하여 B. cereus를 동정하였다. 

5. 식중독 세균의 독소 유전자 및 독소 생산 특성

Staphy. aureus와 B. cereus의 독소 유전자를 확인

하기 위하여 동정된 식중독 균주를 TSA (Oxoid, UK)

에 도말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한 개의 집

Table 1. Primer sequences and reaction conditions for the PCR of Bacillus cereus toxin genes

Amplification 

target
Sequence (5'-3')

Amplicon size

(bp)
Reaction condition

nheB
TTTAGTAGTGGATCTGTACGC

743 94C, 2 min→ (94C, 60 sec→ 54C,

60 sec→ 72C, 120 sec) 

35 cycle→ 2C, 5 min

TTAATGTTCGTTAATCCTGC

nheC
TGGATTCCAAGATGTAACG

683
ATTACGACTTCTGCTTGTGC

hblA
AAGCAATGGAATACAATGGG

1,154 94C, 2 min→ (94C, 60 sec→ 56C,

60 sec→ 72C, 120 sec) 

35 cycle→ 72C, 5 min

AGAATCTAAATCATGCCACTGC

nheA
GTTAGGATCACAATCACCGC

755
ACGAATGTAATTTGAGTCGC

hblC
GATACTCAATGTGGCAACTGC

740 94C, 2 min→ (94C, 60 sec→ 58C,

60 sec→ 72C, 120 sec) 

35 cycle→ 2C, 5 min

TTGAGACTGCTCGTCTAGTTG

hblD
ACCGGTAACACTATTCATGC

829
GAGTCCATATGCTTAGATGC

entFM

AAAGAAATTAATGGACAAACTCAAACTCA

596

95C, 3 min→ (95C, 30 sec→ 60C,

30 sec→ 72C, 60 sec) 

35 cycle→ 2C, 5 min
GTATGTAGCTGGGCCTGTACGT

ces

GGTGACACATTATCATATAAGGTG

1,271

95C, 15 min→ (95C, 60 sec→ 58C,

75 sec→ 72C, 50 sec) 

25 cycle→ 2C, 5 min
GTAAGCGAACCTGTCTGTAACAACA



Toxin characteristics of indoor-air microorganism in child care center 51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2: 38(6): 510-519

락을 취하여 멸균증류수 500µL가 첨가된 멸균 튜브

에 부유 시켰다. 균주를 부유시킨 튜브를 100oC에서

10분간 열처리하고 13,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100 µL를 취하여 Spectrophotometer

(BioPhotometer; Eppendrof, Germany)를 이용

260 nm에서 DNA 농도를 측정하였고 DNA 농도가

1 µg/mL가 되도록 각각의 튜브를 멸균증류수로 희

석하여 template DNA로 사용하였다. Staphy. aureus

독소 유전자는 PowerChekTM Staphy. aureus toxin

ID PCR Kit (Kogenbiotech, Korea)를 이용 확인하

였으며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조건은

94oC, 2 min → (94oC, 60 sec→54oC, 60 sec→72oC,

120 sec) 35 cycle → 72oC, 5 min으로 제조사가 권

장하는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 B. cereus 독소 유

전자 확인 실험에 사용된 primer sequences와 PCR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20) PCR 반응은

AccuPowerTM PCR Premix (Bioneer, Korea)를 사용

하였으며 그 조성은 10 mM Tris-HCl, 1.5 mM

MgCl2, 250 µM dNTP, 10 pM primer, 2 U Taq

polymerase와 5 µL template DNA가 되도록 하였다.

PCR 반응은 MJ Research thermal cycler (PTC-100;

MJ Research, USA)를 이용하였으며 전기영동은 PCR

product를 2% agarose gel에 loading한 후 110 V에

서 40분간 실시하였다. 독소 유전자 확인은 agarose

gel을 0.5 µg/mL ethidium bromide solution에 5분간

침지하여 염색한 후 UV transilluminator (Gel Doc

2000; Bio-Rad, USA)를 이용 각각의 밴드를 확인하

였다.20) PCR 실험의 대조균주로는 Staphy. aureus

ATCC 25922 및 B. cereus 14579와 F4810/72를 사

용하였다.

Staphy. aureus와 B. cereus 균주의 독소 생산 능

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리균주를 Tryptic Soy broth

(TSB; Oxoid, England)에 접종하여 35oC에서 24시

간 배양한 후 3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

등액을 독소 생산 능력 실험에 사용하였다. Staphy.

aureus의 독소 생산 능력은 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

(SET-RPLA; Denka Seiken, Japan)를 이용하였으며,

B. cereus의 독소 중 heamolysin BL enterotoxin

(HBL) 생산 능력은 B. cereus enterotoxin-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kit (BCET-RPLA; Oxoid,

England)를 사용하였고, non-heamolytic enterotoxin

(NHE)은 Bacillus diarrheal enterotoxin visual

immunoassay kit (BDE-VIA; Tecra international pty

Ltd., Australia)를 사용하였다.1,6)

III. 결 과

1. 보육시설 급식실 실내공기 중 미생물 오염도

어린이집 급식실의 실내공기 중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하고자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진균수를 실

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

세균수의 경우 평균 1.91±1.84 log CFU/plate로 검

출되었고 101 범위가 59.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

타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1.96±1.91 log CFU/

plate, 민간어립이집 평균 1.89±1.82 log CFU/plate

검출되어 설립주체에 따른 어린이집 실내공기 중 일

반세균수 오염도 차이는 미미하였다. 위생지표미생

물인 대장균군의 경우 공립어린이집 15개소 중 10

개소 (66.7%)와 민간어린이집 49개소 중 32개소

(65.3%), 전체 64개소 중 42개소 (65.6%)에서 검출

되었으며, 공립어린이집 평균 0.40±0.47 log CFU/

plate, 민간어린이집 평균 0.49±0.65 log CFU/plate로

전체 평균 0.47±0.62 log CFU/plate를 나타내어 설

Table 2. Microbiological evaluation of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Typ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Fungi

Range1) Mean ± SD2) Range Mean ± SD Range Mean ± SD

Public center(n=15) 0.70 ~ 2.40 1.96 ± 1.91 ND3) ~ 0.95 0.40 ± 0.47 ND ~ 1.26 0.59 ± 0.71

Private center(n=49) 0.48 ~ 2.49 1.89 ± 1.82 ND ~ 1.26 0.49 ± 0.65 ND ~ 1.46 0.63 ± 0.75

Total(n=64) 0.48 ~ 2.49 1.91 ± 1.84 ND ~ 1.26 0.47 ± 0.62 ND ~ 1.46 0.62 ± 0.74
1) Unit: log CFU / plate / 5 min.
2) SD: Standard deviation. 
3)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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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주체에 따른 오염도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대장균

군 오염도는 일반세균에 비하여 낮은 오염도를 나타

내었다. 진균수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중 9

개소 (60.0%), 민간어린이집 49개소 중 30개소

(61.2%), 전체 64개소 중 39개소 (60.9%)에서 검출

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0.59±0.71 log CFU/

plate, 민간어린이집 평균 0.63±0.75 log CFU/plate로

전체 평균 0.62±0.74 log CFU/plate를 나타내어 어

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일반세균수가 가장 높은

오염도 나타내었다.

 

2. 보육시설 급식실 실내공기 중 식중독 세균 오염도

어린이집 급식실의 실내공기 중 식중독 세균 오염

도를 분석하고자 Salmonella spp., Staphy. aureus, B.

cereus를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Fig. 1

에 나타내었다. Salmonella spp.의 경우 국공립어린

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Staphy. aureus의 경우 공립어린이집 15개소에서 모

두 검출되지 않았지만 민간어린이집 49개소 중 4개

소 (8.2%)에서 검출되어 전체 평균 6.3%의 검출율

을 나타내었으며 민간어린이집 평균 0.40±1.00 log

CFU/plate를 나타내었고 전체 평균 0.28±0.95 log

CFU/plate를 나타내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

집 보다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B. cereus의 경

우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중 3개소 (20.0%), 민간

어린이집 49개소 중 18개소 (36.7%), 전체 64개소

중 21개소 (32.8%)에서 검출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

집 평균 0.27±0.66 log CFU/plate, 민간어린이집 평

균 0.75±1.04 log CFU/plate로 전체 평균 0.68±

1.00 log CFU/plate를 나타내어 어린이집 급식실 실

내공기의 식중독 세균 중 B. cereus가 가장 높은 오

염도 나타내었다.

3. 식중독 세균의 독소 유전자 및 독소 생산 특성

분리 동정된 Staphy. aureus와 B. cereus 식중독 세

균의 식중독 유발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독소 유전자

와 독소 생산 능력 확인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B.

cereus의 독소 유전자 분포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민간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에서 분리된 Staphy.

aureus IAS-3333, IAS-6900, IAS-9289 및 IAS-

WJ88 균주의 독소 유전자 실험결과 sea~ seq 등 총

18종의 독소 유전자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나 B.

cereus의 경우 Non-heamolytic enterotoxin (NHE)를

생산하는 nheABC 유전자가 21균주 모두에서 검출

되어 100%의 검출율을 나타내었으며 Heamolysin

BL (HBL)를 생산하는 hblCDA 유전자는 21균주 중

12균주 (57.1%)에서 검출되었고 entFM 독소 유전자

는 21균주 중 16균주 (76.2%)에서 검출되었다. 구토

독소를 생산하는 ces 유전자는 분리된 B. cereus 모

든 균주에서 검출되지 않아 구토형 식중독 발생 위

험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B. cereus의 독소

Table 3. Food-born pathogens evaluation of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Type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spp.

Range1) Mean ± SD2) Range Mean ± SD Range Mean ± SD

Public center(n=15) ND3) - ND ~ 1.18 0.27 ± 0.66 ND -

Private center(n=49) ND ~ 1.76 0.40 ± 1.00 ND ~ 1.65 0.75 ± 1.04 ND -

Total(n=64) ND ~ 1.76 0.28 ± 0.95 ND ~ 1.65 0.68 ± 1.00 ND -
1) Unit: log CFU / plate / 5 min.
2) SD: Standard deviation. 
3) ND: Not detected.

Fig. 1. Detection rate(%)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Bacillus cereus at indoor-air of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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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으

며 총 4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4개 그룹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그룹은 nheABC + hblCDA +

entFM 독소 유전자를 함유하는 Pattern I로 21균주

중 9균주 (42.9%)가 포함되었으며 nheABC + hblCDA

독소 유전자를 함유하는 Pattern II는 21균주 중 3균

주 (14.3%)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

타낸 그룹은 nheABC + entFM 독소 유전자를 함유

하는 Pattern III으로 21균주 중 7균주 (33.3%)가 포

함되었고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그룹은 nheABC

독소 유전자만 함유하는 Pattern IV로 21균주 중 2

균주 (9.5%)가 포함되었다. B. cereus의 독소 유전자

를 분석한 결과 NHE 독소를 생산하는 nheABC 독

소 유전자가 가장 높은 검출을 나타내었다. 

Staphy. aureus의 독소 생산 능력은 Table 6에 나

타내었고 B. cereus의 독소 생산 능력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민간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에서 분

리된 Staphy. aureus 4균주의 독소 생산 능력을 실

험한 결과는 독소 유전자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SEA,

SEB, SEC 및 SED 4 종류의 독소 모두가 검출되

지 않았다. B. cereus 독소 실험결과 HBL 독소는

분리된 21균주 중 B. cereus IAB-0230 등 11균주

(52.4%)에서 검출되었으며, NHE 독소는 21균주 중

B. cereus IAB-BF11 등 3균주 (14.3%)에서 검출되

었고 HBL과 NHE 독소 중 하나 이상을 생산하는

B. cereus 균주는 총 13 균주 (61.9%)로 나타났다.

특히, 분리된 21균주의 B. cereus 중 B. cereus IAB-

9093 1균주 (4.8%)는 HBL 독소와 NHE 독소를 동

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phy. aureus와

B. cereus 식중독 세균의 독소 생산 능력을 실험한

Table 4. Detection of toxin genes in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Isolates nheABC1) hblCDA2) entFM ces

IAB-0230 +3) + + -4)

IAB-0927 + - + -

IAB-1003 + + - -

IAB-1234 + + + -

IAB-1395 + - - -

IAB-1518 + + + -

IAB-2162 + + - -

IAB-2250 + - + -

IAB-2894 + - + -

IAB-3054 + - + -

IAB-3333 + - + -

IAB-3726 + + + -

IAB-5157 + + + -

IAB-5625 + + + -

IAB-8030 + + + -

IAB-8426 + + + -

IAB-8813 + + + -

IAB-9093 + + - -

IAB-BF11 + - + -

IAB-WJ88 + - + -

IAB-YJ61 + - - -

1) nheABC: nhe A, B and/or C.
2) hblCDA: hbl C, D and/or A.
3) +: Detected.
4) -: Not detected.

Table 5. Different toxin gene profiles of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Pattern nheABC hblCDA entFM ces

No (%) of 

strains 

(n=21)

I + + + - 9 (42.9)

II + + - - 3 (14.3)

III + - + - 7 (33.3)

IV + - - - 2 (9.5)

Table 6. Toxin produ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Toxin1)
Enterotoxin

A B C D

IAS-3333 -2) - - -

IAS-6900 - - - -

IAS-9289 - - - -

IAS-WJ88 - - - -
1) Staphylococcus au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SET-RPLA) was used to detect enterotoxin of

Staphylococcus aureus.
2)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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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Staphy. aureus에 비해 B. cereus의 독소 생산

능력이 높게 나타나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B. cereus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Staphy.

aureus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일반세균 오염도가

평균 1.91±1.84 log CFU/plate로 나타난 것은 동일

한 실험방법과 노출시간으로 휴게음식점 주방의 낙

하세균을 측정한 결과 1.15~1.30 log CFU/plate를 나

타내었다는 보고와12) 학교 급식소 조리실 낙하세균

을 측정한 결과 1.35~1.42 log CFU/plate를 나타내

었다는 보고와21) 비교 시 다소 높은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는 학교 환경에서 공기 중 세균의 농도는 학

생 수와 함께 학생의 활동성에 연관된다는 보고와14)

계절별로 동절기에 비해 하절기에 일반세균 오염이

증가하였다 보고로12) 보아 본 실험이 어린이집 영유

아들이 오전 활동을 마치고 급식을 제공 받는 12시

경에 실시되었고 계절별로는 7월 하절기에 실시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면역력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환경보건학적 약자인 영

유아를 보육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주

방이나 조리실 보다 세균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영유아들의 건강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환기 등의 실내공

기 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공기 중

대장균군을 실험한 보고가 전무하여 다른 시설과 비

교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 0.47±0.62 log CFU/plate

를 나타내어 일반세균에 비해 낮은 오염도를 나타내

었으며 전체 어린이집 64개소 중 42개소에서 분리

되어 실험대상 급식실 중 60.9%의 실내공기에서 대

장균군이 검출되었다. 대장균군은 식품의 위생상태

와 청결상태를 나타내는 위생 지표세균으로 대장균

군이 검출될 경우 식중독 세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될 확률이 높아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의 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1) 

급식실 실내공기 중 진균이 평균 0.59±0.71 log

CFU/plate를 나타낸 것은 동일 방법과 노출시간에서

휴게음식점 주방에서 0.23~0.80 log CFU/plate를 나

타내었다는 보고와12) 유사한 결과이나 진균의 경우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나 수증기와 결합하여 bioaerosol

형태로 흡입되어 질병을 발생시키고 진균의 대사산

물이 여러 질병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는 보고와13)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급식

환경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현재 보육시설 등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실

내 공기 중 미생물 규정은 총부유세균 800 CFU/m3

만을 설정하고 있고 총부유진균에 관한 규정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총부유진균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2.17 log CFU/m3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노동

Table 7. Toxin production of Bacillus cereus isolated

from indoor-air at lunchroom in child care

center

Isolates
Enterotoxin

NHE1) HBL2)

IAB-0230 -3) +4)

IAB-0927 - -

IAB-1003 - +

IAB-1234 - +

IAB-1395 - -

IAB-1518 - +

IAB-2162 - +

IAB-2250 - -

IAB-2894 - -

IAB-3054 - -

IAB-3333 - -

IAB-3726 - +

IAB-5157 - +

IAB-5625 - +

IAB-8030 - -

IAB-8426 - +

IAB-8813 - +

IAB-9093 + +

IAB-BF11 + -

IAB-WJ88 + -

IAB-YJ61 - -
1) Bacillus diarrheal enterotoxin visual immunoassay (BDE-

VIA) kit was used to detect non-heamolytic enterotoxin of

Bacillus cereus.
2) Bacillus cereus enterotoxin reversed passive latex

agglutination (BCET-RPLA) was used to detect heamolysin

BL enterotoxin of Bacillus cereus.
3) -: Not detected.
4) +: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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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산업안전보건청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3.00 log CFU/m3을 기

준으로 제안하고 있어 향후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총부유진균수에 관해서도 규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2,23) 

Staphy. aureus가 0.28±0.95 log CFU/plate의 오염

도를 나타내고 전체 어린이집 64개소 중 4개소 (6.3%)

에서 검출된 것은 유치원 실내 환경에서 공기 중 미

생물을 조사한 결과 그람 양성 구균 중 Staphy. aureus

는 검출되지 않고 Micrococcus spp., Staphy. epidermidis,

Staphy. cohnii, Staphy. lentus 등이 검출되었다는 보

고에5) 비해 높은 결과이나 병원 실내공기 중에서

Staphy. aureus가 6.6에서 11.3%까지 검출되었다는

보고에16) 비해 다소 낮은 결과이다. B. cereus가

0.68±1.00 log CFU/plate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전체

어린이집 64개소 중 21개소 (32.8%)에서 검출된 것

은 병원 실내공기 중에서 B. cereus가 1.9에서 8.2%

까지 검출되었다는 보고에16)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서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B. cereus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 집단식중독의 주요 원인 미생물로 보고된 Staphy.

aureus와 B. cereus가24)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에서 검출된 것은 실외에 비해 실내의 경우 외부 공

기의 순환이 제한적이고 햇빛의 의한 살균작용도 미

약하며5) 그람 양성 포자형성균인 두 균주가 포자를 형

성하여25)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 환경에 오염되어 있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급

식실 실내공기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

기적인 환기와 실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 원인균주인Staphy. aureus

의 독소 (Staphylococcal enterotoxin; SE)는 SEA~

SEQ 등 총 18종이 보고되고6) 있으나 현재까지 상

업적 kit를 이용해 검출할 수 있는 Staphy. aureus 독

소는 SEA~SED 등 총 4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총 18종의 독소 유전자를 대상으로 실

험하여 불검출을 확인하였으나 독소 생산 능력 실험

의 경우 SEE~SEQ 독소에 대해 실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리된 Staphy. aureus 4균주 모두 독소 유

전자를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급식

실 실내공기 중 Staphy. aureus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B. cereus의

경우 nheABC, hblCDA, entFM 독소 유전자가 각각

100, 57.1, 76.2% 검출되고 구토독소를 생산하는 ces

유전자는 모든 균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국내 환자 및 식품에서 분리된 B. cereus의 독

소 유전자 검출율이 각각 nheABC (94.2%), hblCDA

(90.0%), entFM (65.8%)로 나타났다는 보고와 유사

한 결과이며26) B. cereus 독소 유전자 중 nheABC가

가장 높은 검출율을 나타낸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20,27) B. cereus의 대표적인 독소인 HBL과

NHE 중 HBL 독소는 B, L1 및 L2의 구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조 단백질은 hblA, hblC 및

hblD 유전자로부터 생산되며 3가지 구성요소가 모

두 있어야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28,29)

NHE 독소는 NheA, NheB 및 NheC 단백질의 복합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백질은 nheA, nheB

및 nheC 유전자로부터 생산되어 식중독을 발생 시

킨다.30,31) nheABC 독소 유전자는 실험에 사용된 전

체 B. cereus 균주에서 검출되었으나 NHE 독소는

21균주 중 3균주 (14.3%)에서만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된 BDE-VIA kit가 NheA 독

소만을 검출하고 NheB, NheC 독소를 검출하지 못

하는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NheB, NheC 독

소를 검출하는 kit가 개발되면 더 높은 검출율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독소 생산 실험 결과, 국내

에서 분리된 B. cereus 균주 중 61.9%가 한 가지 이

상의 독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국내에서 분리된 대부분의 B. cereus 균주가

HBL, NHE 등 한 가지 이상의 독소를 생산한다는

보고와27,31) 일치하는 결과로서 어린이집 급식실 실

내공기에 오염된 B. cereus 균주의 낙하에 따른 식

중독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 결 론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위생지표 미생물과

식중독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리균주의 독소생

산 특성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안전한 실

내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수도권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과 민간

어린이집 49개소 총 64개소의 어린이집 급식실 실

내공기 중 미생물 분포와 분리균주의 독소 특성을

실험하였다.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일반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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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평균 1.91±1.84 log CFU/plate, 대장균군수는

평균 0.47±0.62 log CFU/plate, 진균수는 평균 0.59±

0.71 log CFU/plate 등 학교 조리실 보다 높은 미생

물 오염도를 나타내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주기적인 환기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총부유진균수에 관한 규격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중독 세균인 Staphy. aureus는 어린이

집 64개소 중 4개소 (6.3%)에서 검출되고 평균

0.28±0.95 log CFU/plate의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B.

cereus는 어린이집 64개소 중 21개소 (32.8%)에서

검출되고 평균 0.68±1.00 log CFU/plate의 오염도를

나타내어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 중 B. cereus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Staphy. aureus 보다 높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 집단식중독의 주요 원

인 미생물인 Staphy. aureus와 B. cereus가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환기와 실내 환경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 동정된 Staphy.

aureus 4균주 모두에서 독소 유전자와 독소가 검출

되지 않았지만 모든 B. cereus 균주에서 nheABC 독

소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4개 그룹의 독소 유전자

Pattern을 나타내었다. B. cereus 21균주 중 11균주

(52.4%)에서 HBL 독소가, 3균주 (14.3%)에서 NHE

독소가 검출되어 어린이집 급식실 실내공기에 오염

된 B. cereus 균주의 낙하에 따른 식중독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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