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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of indicator organisms in essential
sanitary ware in public restrooms.

Methods: Twelve public restrooms were randomly selected. Samples at three locations (toilet seat, toilet flush
handle/lever, and faucet handle) in the restrooms were collected with moistened-sterile cotton swabs and applied
to media in order to determine aerobic colony count (ACC), total coliforms, and Escherichia coli. 

Results: Most of the samples taken in summer showed a higher level of ACC than those taken in winter
(p<0.05). Female restrooms showed higher ACC levels on faucet handles and male restrooms on toilet flush
handles/levers (p<0.05). Overall, faucet handles contained the greatest level of ACC, followed by toilet seats,
whereas the least load was found on toilet flush handles/levers. The ACC level of samples in the restrooms in
public parks, subway st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varied. Total coliforms were identified in about 20%
of toilet seats and faucet handles in male restrooms and faucet handles in female restrooms in summer. These
locations were also the sites of positive results of E. coli isolation. 

Conclusions: The public restrooms were significantly more contaminated in summer than in winter. Overall, the
most contaminated locations in the restrooms were toilet seats in male restrooms, and faucet handles in female
restrooms. Poor hygienic status was indicated by the positive results of total coliforms and E. coli on samples
from some sites. Therefore, sanitary control of restrooms should be improved. These results should be confirmed
in a larger study that includes more public rest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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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공중화장실은 이제 다중이용시설의

중요한 설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수세식 공

중화장실이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되

어 있다. 한편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병원체 전파 매

개가 우려되고 있다. 1950년대 중반, Shigella sonnei

에 의한 이질의 전파가 화장실의 변기 사용과 연관

이 있음이 처음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이후로 가정

의 화장실, 일반환경 또는 보건의료시설에서 공중화

장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

구들은 일반 화장실에서 분변 및 피부 유래 세균의

오염을 보고하였으며, 병원 화장실에서 포도상구균

또는 메티실린내성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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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 aureus, MRSA) 오염 등을 보고하였

다.2-6) 최근 Flores 등은 공중화장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세균군의 다양함을 증명하였으며 또 이들 세균

군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7) 이

제 인체 유래 미생물이 화장실 위생설비의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같은 국

제적 행사를 주관한 것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시설·

설비가 더욱 확장·증가되고 또 위생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법령으로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화장실시설·설비에 대

한 연구도 더욱 증가하였다.8) 그렇지만 위와 같이

국외에서 화장실에 있어서의 보건위생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비하여 국내에서는 공중화

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건위생학적 조사 조차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수행된 연구들로 사

무소 건물에서 화장실의 위생기구 이용 패턴과 적정

기구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 대학의 화장실 위생

기구 사용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수

세식 좌변기에서 병원성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의 분리 검출 등이 있다.9-12) 반면 화장실과 관련하

여 위생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반적 오염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미생물 분포에 관한 보고가 있지

만 이 연구는 시점 조사로,13) 일정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는 드물다. 화장실 환경은 여러 병원체 뿐만 아

니라 항생제 내성균,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 등

다양한 세균군의 서식처가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공

중화장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주요 설

비에 대하여 청결 및 오염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세

균인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및 대장균을 여름철과 겨

울철에 조사 분석함으로써 화장실 위생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료 채취 

연구대상으로 일 대도시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중 공원, 지하철역사, 교육기관 등의 공중화장실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 중 구조가 유사한 화장실

을 시설별로 2개씩 선정하여 6개 화장실을 시료 채

취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화장실로 구분하여 총 12

개 화장실에서 3가지 주요 설비, 즉 좌변기 시트(이

하 변기 시트), 세면대 수도꼭지의 손잡이/핸들(이하

물 손잡이), 그리고 변기물내림 레버/핸들(이하 변기

레버) 표면에서 swab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15) 멸균 거즈(10×10 cm)를 준비하여 좌변기의 경

우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을, 물 손잡이와 변기 레버

의 경우 그 표면을 충분히 닦아내어 멸균생리식염수

가 든 멸균시험관에 수집하였다. 시료 채취에 필요

한 모든 도구와 기구는 고압증기멸균하여 사용하였

다. 채취된 시료를 냉장 상태로 실험실에 운반하여

즉시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료 채취는 여름철(6월 하

순-7월 초순)과 겨울철(11월 하순-12월 초순)에 각각

3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2. 지표세균 시험

시험 항목으로 일반적 오염지표미생물인 일반세균

(aerobic colony counts), 분변성 오염지표미생물인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및 대장균(E. coli)을 측

정하였다. 일반세균은 혼합희석배양법에 따라 표준

한천배지(plate count agar, BD Difco,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단계희석 시료 1 mL씩을 페트

리디시(Petri dish)에 접종하고 배지를 부어 35±1oC

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생성된 집락수에 희석배수

를 곱하여 CFU(colony forming unit)로 환산한 후

나타내었다. 

총대장균군과 대장균은 다중발효시험관법에 따라

정성실험하여 가스가 발생한 양성 시험관 수를 계수

하고 그람염색에 의해 확인한 후 최확수법(most

probable number, MPN)의 표를 통해 정량적 수치를

나타내었다. 총대장균군 측정에는 유당배지(lactose

broth, BD Difco), BGLB배지(brilliant green lactose

bile broth, BD Difco), EMB한천배지(eosin methylene

blue agar, BD Difco) 및 보통한천배지(nutrient agar,

BD Difco)를 사용하였고, 대장균 측정에는 EC배지

(EC medium, BD Difco)를 사용하였다. 총대장균군

은 35±1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대장균은

44.5±1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3. 결과 분석 및 통계처리 

시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Minitab(R)

16.1(Minitab Inc., PA,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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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항목별로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나

타내었다. 화장실별로 여름과 겨울의 차이 여부 및

남여 화장실 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를 행하였다. 또 시설용도별 차이 및 화장실 설

비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행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세균수 측정 결과

1) 계절별 비교 

여름철과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일반세균수 측정

결과는 Tables 1, 2, 3과 같다. 여름철에 측정한 일

반세균수는 변기 시트에서 507 CFU, 물 손잡이에

서 1,197 CFU, 변기 레버에서는 176 CFU 이었다.

겨울철에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기 시트에서 202

CFU, 물 손잡이에서 72 CFU, 변기 레버에서는 55

CFU이었다. 이와 같이 여름철에는 겨울철 보다 일

반세균수 측정치가 훨씬 높았으며, 시트, 물 손잡이,

변기 레버 모두 여름철과 겨울철 측정치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 성별 비교 

남·여 화장실별 일반세균수 측정 결과는 Table 4

Table 2. Aerobic colony counts of faucet handles in
summer and winter 

Sampling site Summer Winter t p value

Male restroom

1 1,521±357 102±52 5.03 0.000***

2 55±12 42±15 0.66 0.519

3 243±55 49±23 3.10 0.006**

4 418±149 142±34 1.81 0.108

5 576±204 53±26 2.54 0.021*

6 255±35 81±30 3.80 0.001**

Female restroom

1 3,949±649 129±46 5.87 0.000***

2 152±41 6±2 2.34 0.035*

3 211±86 65±26 1.85 0.082

4 353±152 63±24 2.67 0.013*

5 604±136 66±20 3.90 0.001**

6 5,637±2,125 80±25 2.35 0.030*

Total 1,197±278 72±9 4.16 0.000***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 p<0.05, **:
p<0.01, ***: p<0.001

Table 3. Aerobic colony counts of toilet flush handles/
levers in summer and winter 

Sampling site Summer Winter t p value

Male restroom

1 372±103 183±286 1.39 0.184

2 133±43 43±32 1.73 0.108

3 165±56 59±23 1.81 0.090

4 1,348±195 152±19 7.34 0.000***

5 23±11 5±3 1.33 0.210

6 59±17 14±5 2.08 0.054

Female restroom

1 158±67 60±18 1.35 0.195

2 45±21 6±2 1.78 0.096

3 218±130 41±13 1.63 0.124

4 149±72 71±16 1.56 0.131

5 178±70 3±1 2.21 0.042*

6 34±11 3±0.5 2.71 0.017*

Total 176±30 55±10 4.05 0.000***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 p<0.05, ***:
p<0.001

Table 1. Aerobic colony counts of toilet seats in summer
and winter 

Sampling site Summer Winter t p value

Male restroom

1 356±93 316±47 0.41 0.687

2 386±113 630±180 1.18 0.258

3 292±230 272±119 0.20 0.841

4 335±134 625±170 1.34 0.229

5 342±137 62±22 2.23 0.038*

6 654±92 183±60 4.29 0.000***

Female restroom

1 551±183 110±35 1.88 0.078

2 872±280 119±151 3.10 0.007**

3 437±117 49±13 2.98 0.008**

4 200±52 182±39 0.29 0.776

5 875±380 125±50 1.96 0.064

6 476±135 93±24 3.08 0.006**

Total 507±58 202±24 4.99 0.000***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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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남자 화장실에서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

기 시트에서 354 CFU, 물 손잡이에서 250 CFU, 변

기 레버에서는 154 CFU 이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기 시트에서 344 CFU, 물

손잡이에서 910 CFU, 변기 레버에서는 80 CFU이

었다. 전체적으로 남여 화장실에서 측정한 일반세균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변기 시트에서도

남여 화장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물

손잡이에서의 일반세균수는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

장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변기 레버

에서는 남자 화장실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3) 시설용도별 비교 

시설용도별 화장실의 일반세균수 측정 결과는 Table

5과 같다. 공원 화장실에서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

기 시트에서 410 CFU, 물 손잡이에서 714 CFU, 변

기 레버에서는 127 CFU 이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

서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기 시트에서 275 CFU, 물

손잡이에서 164 CFU, 변기 레버에서는 158 CFU이

었다. 교육기관 화장실에서 측정한 일반세균수는 변

기 시트에서 347 CFU, 물 손잡이에서 966 CFU, 변

기 레버에서는 46 CFU이었다. 변기 시트에서의 일반

세균수는 전체적으로 시설용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물 손잡이와 변기 레버에서의 일반세균

수는 시설용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설비별 비교 

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비별 일반세균수 측

정 결과는 Fig. 1 및 Table 6과 같다. 일반세균수는

전체적으로 변기 시트에서 349 CFU, 물 손잡이에

Table 4. Aerobic colony counts of rest room samples in
male and female restrooms 

Sampling 
location

Male 
restroom

Female 
restroom

t p value

Toilet seats 354±32 344±53 0.16 0.870

Faucet handles 250±45 910±246 2.36 0.019*

Toilet flush 
handles/levers

154±31 80±14 2.39 0.018*

Total 256±22 453±88 1.95 0.052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 p<0.05 

Table 5. Aerobic colony counts of rest room samples according to facilities 

Sampling location Public park Subway sta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F p value

Toilet seats 410±55a 275±35a 347±63a 1.35 0.260

Faucet handles 714±62ab 164±27b 966±339a 3.10 0.047*

Toilet flush handles/levers 127±24ab 158±35a 46±13 b 4.73 0.010*

Total 408±29ab 193±13b 483±32a 3.04 0.049*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Table 6. Aerobic colony counts sampled from various locations in the male and female restrooms 

M/F Toilet seats Faucet handles Toilet flush handles/levers F p value

Male restroom 354±32a 250±45ab 154±31b 7.32 0.001**

Female restroom 344±53b 910±246a 80±14b 8.09 0.000***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CFU/ea,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p<0.001).

Fig. 1. Comparison of aerobic colony counts sampled
from various locations in the restroom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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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19 CFU, 변기 레버에서는 112 CFU이었으며

설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남자 화

장실의 일반세균수는 변기시트에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물 손잡이, 그리고 변기 레버 순이었으며 설비

별 일반세균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 여자 화장실 화장실의 일반세균수는 물 손

잡이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기 시트, 그리고 변

기 레버 순이었으며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 

2. 대장균군 및 대장균 측정 결과 

화장실 시료 중의 대장균군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 및 Table 8과 같다. 대장균군 양성 비율은 전체적

으로 여름철에 13.2%, 겨울철에 3.8%로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의 대장균군 양성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대장균군 양성비

율은 모두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장균군 양성 비율을 남·여 화장실별로 구분하면

남자 화장실에서는 여름철에 15.9%, 겨울철에 4.8%

였으며, 여자 화장실에서는 여름철에 11.2%, 겨울철

에 3.0%로, 여자화장실보다 남자 화장실에서 높았다.

또 대장균군 양성 비율을 설비별로 보면 남자 화장

실에서는 변기 시트(여름 19.2%, 겨울 8.3%)에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물 손잡이, 그리고 변기 레버 순

이었다. 여자 화장실에서는 물 손잡이(여름 23.4%,

겨울 0%)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기 시트, 그리

고 변기 레버 순이었다. 

한편 대장균군수는 전체적으로 여름철 3,248 MPN,

겨울철 11 MPN로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p<0.01). 특히 여름철 남자 화장

실 대장균군수 평균치가 5,504 MPN의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일부 시트에서 측정된 수치이며 다

른 곳에서는 20-50 MPN 수준이었다. 일시적 오염

이 있거나 청소가 불량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자 화

장실에서 겨울철에는 19로 여름철보다 훨씬 낮았다.

여자 화장실에서는 여름철에 90 MPN, 겨울철에 2

MPN였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대장균군수

는 모두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1). 

대장균 양성 비율은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1.9%,

겨울철에 0.3%이었다. 남자 화장실에서 여름철에

2.1%, 겨울철에 0.7%이었으며 여자 화장실에서 여

름철에 1.8%이었다(Table not shown). 대장균이 검

출된 시료는 대장균군수가 높았던(103-104 MPN 수

준) 남자 화장실 시트, 여자 화장실 시트와 레버이었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및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비(변

기 시트, 물 손잡이, 변기 레버)에 대하여 일반세균

수, 대장균군수, 그리고 대장균수를 측정하였다. 이

들 세균은 오염지표 미생물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표준한천배지에서 증식하는 일반세균수는 전반적인

청결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장내미생물의 대표적 균종으로 분변오염의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하여 거의 모

든 화장실 시료에서 높은 일반세균수를 나타내었다.

변기 시트, 물 손잡이, 변기 레버 등 세 가지 설비

Table 7. The numbers and percentages of positive samples
of total coliforms in the restrooms 

M/F
Sampling
location

Summer Winter

No. (%) No. (%)

Male restroom Toilet seats 10(19.2) 4(8.3)

Faucet handles 9(18.4) 0(0.0)

Toilet flush 
handles/levers

4(9.1) 3(6.4)

Subtotal 23(15.9) 7(4.8)

Female 
restroom

Toilet seats 5(8.5) 2(3.5)

Faucet handles 15(23.4) 0(0)

Toilet flush 
handles/levers

1(1.5) 3(5.8)

Subtotal 21(11.2) 5(3.0)

Total 44(13.2) 12(3.8)

Table 8. Load of total coliforms of the positive samples
in the restrooms 

M/F Summer Winter t p value

Male 5,504±3,604 19±15 2.88(28) 0.008**

Female 90±62 2±0.3 3.08(24) 0.005**

Total 3,248±2,101 11±7 2.91(54) 0.005**

Values are the mean ± S.E., unit: MPN/ea,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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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반세균수가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매우 높

았으며 여름철과 겨울철 측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01). 일반세균수가 여름철에는

102-103 CFU 수준, 겨울철에는 101-102 CFU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공중화장실은 불

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

그럼에도 계절별로 일반세균수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

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일반세균수가 전체적으로는 남

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남·여 화장실 설비별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물 손잡이에 있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

실에 비하여 높은 일반세균수를 보인 것은 여성의

손이 남성보다 더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 또 물

손잡이 사용빈도가 높음을 추측하게 한다. 선행 연

구에서는 세균수가 좌변기에서 남자 화장실 1.0×103

CFU, 여자 화장실 2.7×102 CFU이었으며 남여 화장

실 좌변기 사이에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

고하였다.13)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시설용도별로 일반세균수에 있어 변

기 시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물 손잡이에서는 교

육기관 화장실에서 높고 변기 레버에서는 지하철 역

사 화장실에서 높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시설용도별

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사용 빈도와

청소 주기에 따라 오염 정도가 달라졌을 것으로 추

측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 져야 정확

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화장실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주요 설

비인 변기 시트, 물 손잡이, 변기 레버의 오염도를

비교하였다. 일 여자 화장실에서 세균 측정 결과 씽

크(온수 꼭지)에서 가장 높고(108 CFU) 다음으로 변

기 시트, 문 손잡이 순이었다는 보고가 있어16) 본 연

구의 여자 화장실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이로부터 평소 수도꼭지/핸들이 2 cycles/ml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장균군 양성 비율은 전체적

으로 여름철(13.2%)이 겨울철(3.8%) 보다 높았으며,

남자 화장실(여름 15.9%, 겨울 4.8%)이 여자 화장

실(여름 11.2%, 겨울 3.0%) 보다 높았다. 대장균군

양성 비율을 설비별로 보면 남자 화장실에서는 변기

시트(여름 19.2%, 겨울 8.3%)와 물 손잡이(18.4%)

에서 높고 여자 화장실에서는 물 손잡이(여름 23.4%)

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설비별 일반세균수 측정

치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장균 양성 비율에

있어서도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하여 높았으며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일반적 오염이 많은 곳에서는 대장

균군 또는 대장균이 검출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브라질의 10개 쇼핑몰 공중화장실에서 총대장균군

과 분변성대장균군 조사 결과 시료 중 13.1%에서

분변성 대장균군이 검출되었고 바닥(4.6%)보다 수도

꼭지(21.9%)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

다.17) 미국의 가정에서 행해진 조사연구에서는 화장

실 수도꼭지의 9%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음이 보

고되었다.18) 

한편 본 연구에서 대장균군수가 상대적으로 높았

던 시료로부터 또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일시적 오염일지라도 그것을 알 수 없는

다음 사용자에게 옮겨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 및 수

시로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화장

실 변기 사용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도록 교육과 홍보

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면밀한 조사

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화장실 변기의 물내

림으로 미생물 오염수준이 2.0-3.0 log cycles/ml 감

소될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미생물이

남아 화장실에 부유하여 에어로졸 형성에 관여한다

고 지적되었다.19) 많은 사람들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내림 시 미생물이 공기 중에 퍼지며 또한 후속의

표면오염이 표면-손-경구 접촉을 통하여 감염이 확

산될 수 있다는 위험을 모르고 지낸다. 이는 선행연

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20,21) 이러한 위험으로

화장실에서 배변 후 반드시 손 씻기를 이행해야 하

는 것이다. 

화장실과 관련된 다른 연구로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의 문손잡이에 대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에

서 화장실 문손잡이가 높은 오염도(87.2%)를 보였으

며 오염된 세균의 대부분은 대장균군이었다는 보고

가 있다.22) 또 대학 캠퍼스 화장실 12곳(남여 각 6곳)

에서 10가지 접촉표면에 대해서 조사 결과 변기 시

트와 물내림 핸들에서는 화장실 바닥이나 문 손잡이

/수도꼭지에 비하여 사람의 분변과 관련된 균종이 상

대적으로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인체에는

10-100조의 미생물이 서식하며 이들은 주로 장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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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7,23)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이 상세한 연구는 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

해서는 향후의 연구에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비의

오염지표세균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향상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다중이

용시설에 위치한 12개 공중화장실에서 세 가지 설

비(변기 시트, 물 손잡이, 변기 레버)로부터 swab법

에 의하여 여름철 및 겨울철에 각각 시료를 채취하

였다. 오염지표세균으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및

대장균을 조사하였다. 일반세균수는 대부분의 시료

에서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더 많이 검출되었다. 또

남여 화장실의 일반세균수는 변기 시트에서는 차이

가 없었지만, 남자 화장실에서는 변기 레버에서 높

고 여자 화장실에서는 물 손잡이에서 높았다(p<0.05).

건물의 시설용도별 화장실의 일반세균수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설비별로 일반세균수

는 전체적으로 물 손잡이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변기 시트, 변기 레버 순이었다. 대장균군은 여름철

에 더 많이 검출되었다. 남자 화장실에서는 변기 시

트와 물 손잡이에서, 여자 화장실에서는 물 손잡이

에서 대장균군 양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20%

내외) 이들 시료 일부에서 또한 대장균이 검출되었

다. 이로부터 화장실의 전반적 오염도는 여름철에 겨

울철보다 높으며, 남자 화장실은 변기 시트, 여자 화

장실은 물 손잡이에서 높은 편으로 보인다. 조사대

상 화장실에서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 검출된 결과

로부터 해당 화장실의 위생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더 많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연

구를 통해 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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