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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irborne bioaerosols such as bacteria and fungi in the

kitchens of restaurants, an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rmal factors on the levels of the bioaerosols. 

Methods: Air samples were taken from kitchens of nine restaurants. An Anderson type air sampler was used

for sampling and measurements. Petri dishes filled with a microbiological culture medium(trypticase soy agar

for bacteria and Sabouraud dextrose agar for fungi) were used as the sampling surface. 

Results: The levels of bacterial aerosol measured were 10-103 CFU/m3 and fungal aerosol 10-102 CFU/m3,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of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kitchens were 24.6oC and 46.4%,

respectively. Overall, the levels of bacterial aerosol varied by the restaurant type, and fungal aerosol by the

business period(p < 0.05). The main effect of air temperature and interaction effect of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to the bacterial level were significant(p < 0.05), whereas the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onto the fungal level.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a wide variation in the levels of bioaerosols among different kitchens. The

observed differences in bioaerosol levels in the kitchens reflect different periods of use. The interactions of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to the bacterial level suggest that consta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void

peaks of contamination during the summ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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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십 수 년간 생활양식과 고용형태가 달라지면

서 가정 밖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회가 증가하였

다. 근년에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음식점(음

식업소,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노점/편의점/제과점,

기타)에서 식사하는 비율은 아침 3.5%, 점심 25.7%,

저녁 17.1%로 나타나 있다.1,2) 

한편으로 가정 밖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식품매개성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에서 원인시설별 식

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음

식점에서 섭취한 식품이 원인이 된 경우가 2002년

에 발생수 30건, 환자수 583명이었으며, 10년 후인

2012년에는 발생수 95건, 환자수 1,139명을 기록하

고 있다.3)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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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 음식점에서 섭취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보고되어 있다.4-7)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식품 또는

음식물에 오염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안전하지 못한 출처로부터 기인되

는 식자재 오염으로 이는 대개 감염/오염된 식물, 동

물 등으로부터 오는 오염이다. 다른 하나는 취급 상

의 오염으로 흔히 교차오염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는 사람 또는 동물 유래 배설물, 이물, 오염물과 먼

지, 그리고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및 도구, 공

기 등으로부터의 오염이다. 식품취급환경 중 공기는

식품오염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8) 

비록 공기 중 미생물이 실내 환경의 자연적인 오

염물질이기는 하지만, 그 부하의 증가는 건강위해요

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취급하는 식품에 부패성

및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

들 미생물의 대부분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 입

자와 물방울, 소위 바이오에어로졸(bioaerosol)에 의

해 운반된다.9) 미국환경보호청(EPA) 등에서는 공기

를 통한 생물학적 유해요인 중에서 바이오에어로졸

을 천식유발, 감염성 질환 등의 유발 원인요인으로

지목하였다.10) 실내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에 의한

이러한 위험이 제기되면서 실내에서의 바이오에어로

졸에 관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병원 환

경에서의 바이오에어로졸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기

도 하였다.11-13) 이후 보육원, 학교, 양곡 보관창고,

제과점 및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등에서 바

이오에어로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14-18) 또한 일

반 주거 환경의 실내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에 대

한 조사도 시작되었다.19) 국내에서도 병원을 비롯하

여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주택 등에서 바이오에어로

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20-22) 또한 알레르기 환

자 가정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평가로 바이오에

어로졸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23)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실내 공기 중 바이오

에어로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관련 업소들에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식자재를 다루고 또 직접 조리하는 음식점 주

방에서의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조사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음식점의 주방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을 조사하고

영업 특징별 비교와 더불어 주요 온열요소와의 관련

성을 분석함으로써 음식점의 식품위생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일 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을 무작위

로 선정하여 현장 답사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취

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 가능한 음식점 9개 업

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음식업종은 매우 다양하여 업

종별로 식자재 종류와 그것을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

므로 이로부터 주방 내 미생물 환경이 달라질 수 있

다. 그러므로 한가지 음식종을 표방하는 음식점 4개

업소(한식, 중식, 양식 및 분식)와 다양한 음식을 취

급하는 음식점(퓨전 음식점) 5개 업소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협조된 업소별로 영업기간이 모두 다르게 나

타났으며 영업기간에 따라 영업장소 건물 등 식품취

급의 환경위생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을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시료 채취 및 측정은 10월 하순-11월 초순 중 오

후 시간(점심시간 후로부터 저녁시간 전)에 수행하

였다. 각 음식점 주방별로 3회씩 측정하였다. 

2. 조사 항목 및 측정 방법 

조사 항목은 온도, 습도(상대습도), 그리고 공중부

유 미생물이었다. 공중부유 미생물로는 전반적인 공

기 유래 세균수를 알 수 있는 총부유세균, 그리고

전반적인 진균수를 알 수 있는 총부유진균을 포집

대상으로 하였다. 

공중부유 미생물 측정을 위하여 에어샘플러(air

sampler, MAS-100, Merck, Germany)을 사용하여 공

기 시료를 채취하였다. MAS-100 air sampler는 관

성충돌방식으로 공기 흡입구에 설치된 직경 0.7 mm

의 구멍 400개를 통해 유속 0.45 m/sec, 유량 100

L/min으로 흡입된 공기가 배지 위에 충돌하도록 되

어 있다. 

사용된 배지는 총부유세균에는 trypticase soy

agar(TSA)(BD Difco, U. S. A), 총부유진균에는

Sabouraud dextrose agar(BD Difco, U. S. A.)이었

다. 각 배지를 조제하여 담은 페트리디시(Petri dish)

를 MAS-100 air sampler에 고정시키고 주방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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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방 1.2~1.5 m 위치에서 2~5분간 공기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 미생물이 포집된 Petri dish를 세균

의 경우 35oC에서 2일간, 진균의 경우 25oC에서 5~7

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집락을 관찰하고

집락수(CFU, colony forming unit)를 계수하여 공기

중 농도(CFU/m3)로 나타내었다. 

공기 시료 채취와 더불어 주방별로 중앙부의 상방

1.2~1.5 m 위치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다. 온도

와 습도 측정에는 온습도계(In/out thermo-hygrometers,

Sanyo, Japan)를 사용하였다. 각 측정 지점에 계기를

설치하고 3분 이상 안정된 후에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온도, 습도, 그리고 공중부유 미생물 측정 자료는

Minitab(R) 15.1(Minitab Inc., PA,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항목별로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

산하여 제시하였다. 한가지 음식종을 표방하는 음식

점과 퓨전 음식점간에 총부유세균 및 총부유진균의

차이 여부, 또는 영업기간별로 총부유세균 및 총부

유진균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t-test)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

하였다. 또한 온도 및 습도와 공중부유 미생물 농도

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p<0.05를 기

준으로 하였다. 

III. 결 과

1.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 측정 결과

1) 업소별 분포 

음식점 주방에서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부유세균은 40~1,715

CFU/m3으로 업소별로 편차가 컸다. 전체 업소의 총

부유세균 평균은 428±123 CFU/m3이었다. 총부유진

균은 50~100 CFU/m3으로 업소별로 또한 차이를 보

였다. 전체 업소의 총부유진균 평균은 61±15 CFU/m3

이었다. 

2) 영업기간별 분포 

음식점의 영업기간별로 5년 이내, 10년 이내, 10

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을

나타낸 결과는 Fig. 1과 같다. 총부유세균은 10년 이

내인 경우에 686±351 CFU/m3으로 가장 높았으며 5

년 이내인 경우에 평균 75±30 CFU/m3로 가장 낮았

으나 영업기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총부유진균은 10년 이상인 경우에 75±16 CFU/m3으

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내 및 10년 이내인 경우는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3) 음식업종별 분포

취급하는 음식에 있어 한 가지 종류를 표방하는

음식점(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과 여러 가지 음

Table 1. Bacterial and fungal aerosol in different kitchens

of restaurants 

Restaurants Bacteria(CFU/m3) Fungi(CFU/m3)

1 1,715±275 50±5

2 455±195 75±35

3 500±300 75±35

4 240±70 50±5

5 110±10 50±5

6 40±10 50±5

7 485±15 50±5

8 230±40 50±5

9 75±25 100±9

Overall 428±123 61±15

Values are the mean±S.E. of three measurements. 

Fig. 1. Comparison of bacterial and fungal aerosols in the

kitchens according to business period. Each bar is

the mean ± S.E. of three measurements. The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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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퓨전식)으로 구분

하여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을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다. 총부유세균은 한 가지 음식 종류를 표방

하는 음식점에서 728±54 CFU/m3로 퓨전 음식점 235

±188 CFU/m3에 비하여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총부유진균은 각각 63±8 CFU/m3

과 60±7 CFU/m3으로 음식업종별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2. 온도 및 습도 측정 결과

각 주방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기온은 23.8~25.7oC, 습도는 40.7~54.2%이

었다. 전체 업소의 평균 온도는 24.6±0.8oC, 평균 습

도는 46.4±6.1%로 나타났다. 

3. 온도 및 습도와 부유미생물의 관련성

주방의 온도 및 습도가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선형모형분석

결과는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총부유세균에 있

어 온도에 의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1)

습도에 의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총

부유세균에 대한 온도와 습도의 교호작용 효과는 유

의하였다(p<0.05). 총부유진균에 있어서는 온도나 습

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온도와 습도의 교

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음식점 주방에 분포하는 총부

유세균과 총부유진균의 농도는 각각 102~103 CFU/m3,

101~102 CFU/m3 수준이며 차이가 비교적 컸다. 이는

현장시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결과로 보인다. 음식

점 주방의 부유미생물 수준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병원,

보육원, 노인복지센터, 산후조리원 등에서 총부유세

균 및 진균이 294~931 CFU/m3 및 334~536 CFU/m3

Fig. 2. Comparison of bacterial and fungal aerosols in the

kitchens according to restaurant types. Each bar is

the mean ± S.E. of three measurements. *: p <

0.05.

Table 2.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different

kitchens of restaurants

Restaurants Temperature(oC) Relative humidity(%)

1 24.6±0.9 45.8±1.6

2 24.3±0.4 48.8±0.3

3 23.8±0.4 43.9±3.1

4 23.9±0.1 41.5±0.1

5 24.9±0.7 40.7±0.2

6 24.7±0.5 46.6±3.1

7 25.7±0.2 48.3±2.8

8 24.8±0.4 54.2±1.1

9 24.5±0.4 50.4±2.0

Overall 24.6±0.8 46.4±6.1

Values are the mean±S.E. of three measurements.

Table 3 Interaction effect of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 the bacterial aerosol concentration

in the kitchens 

Source of variation df MS F p value

Air temperature(T) 2 1191721.0 9.02 0.004**

Relative humidity(RH) 1 538283.0 4.08 0.066 ns

T × RH 2 728875.0 5.52 0.020*

Error 12 132057.0

Sum 17 2590936

df: degrees of freedom, MS: mean square,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Table 4. Interaction effect of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 the fungal aerosol concentration in

the kitchens 

Source of variation df MS F p value

Air temperature(T) 2 276.2 0.66 0.533 ns

Relative humidity(RH) 1 101.2 0.24 0.631 ns

T × RH 2 625.0 1.50 0.262 ns

Error 12 416.7

Sum 17 1419.1

df: degrees of freedom, MS: mean square,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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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었다.20) 또 일반사무실에서는 총부유세균

및 진균이 426 CFU/m3 및 234 CFU/m3이었다.24)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평균치는 이들 보고에 비하여 총

부유세균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총부유진균은 낮

은 편이었다. 국외의 경우 가정에서 총부유세균 및 진

균을 조사한 결과 각각 1,021 CFU/m3 및 225 CFU/m3

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5) 푸드코트의 음식물 섭취

장소에서 총부유세균 및 진균을 조사한 결과 120

CFU/m3 및 501 CFU/m3이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6)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공기나 주방의 공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

중이용시설 등(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

후조리원)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서 총부유

세균은 800 CFU/m3이다.27) 총부유진균에 대한 WHO

권고기준치는 500 CFU/m3이다.28) 본 연구대상 음식

점 주방 중 일부는 이중 세균의 기준을 초과하였다.

음식점이나 음식점 주방 공기는 다른 시설과 달리

종사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취급하는 음

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도와 습도는 주요 온열요소이면서 주방의 경우

특히 환기와 열원의 영향을 받는다. 주방의 온습도

에 대해서는 산업보건기준 등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며, 일반적으로는 18~24oC, 40~70%의 온습도 범위

가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급식소의 식

재료 보관상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온도 15-25oC, 습

도 50-60% 유지가 권장되기도 하였다.29) 그렇지만

음식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강한 작업이 수반될 경

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시되기도 하였다.30,31) 음식점 주방에 대한 온습도

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비

교할 수 없지만, 학교급식소 조리실의 온도 조사 결

과 21.4-22.4oC였다는 보고가 있다.32) 본 연구대상

주방의 습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온도는 음식

물 취급 장소로서는 좀 더 낮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음식점은 각종 식자재를 다루고 조리에 열원을 사

용하므로 천장에 수증기 응축 등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고압 증기와 같은 요인이 바이오에어로졸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30) 천장에 수증기 응축 방지 시

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사된 음식점들은 이

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장소 사용기간이 길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장소 사용기간(영업기간) 별로 총부유세균

및 진균의 차이 여부를 알아본 결과, 조사된 음식점

의 영업기간별로 총부유세균의 경우 영업기간 10년

이내인 업소에서 비교적 높고, 총부유진균은 10년

이상인 업소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하

다. 반면 음식업종별로는 퓨전 음식점 보다는 한 가

지 음식 종류를 표방하는 음식점에서 총부유세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진균은 업종별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 대상

음식점 주방에서 부유미생물의 발생원이 될 수 있는

식자재, 환기 시스템, 또는 증기 등 실내 환경요인

들이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아 특정

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조사가 필

요한 부분이다. 

실내의 부유미생물 분포는 우선적으로 환경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도와 습도는

실내 환경과 공기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주방의 온도 및 습도가 부유

미생물에 실제로 영향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총

부유세균에 대해서 기온의 주작용, 온도와 습도의 교

호작용은 유의하였다. 그러나 총부유진균에 대해서

는 이들 온열요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주방의 환

기시스템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이에 의한 영향까지

알아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조사대상 수가 적어 연

구제한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주방별로 온열요

소, 환기시스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더불어 더

많은 음식점 주방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모니터

링함으로써 주방 내 부유미생물에 영향 미치는 요인

들과 그 영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음식점 주방의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

(총부유세균과 총부유진균)을 측정하고 주요 온열요

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일 지역에서 9개 음식

점을 선정하여 주방을 현장 조사하였다. 관성충돌방

식의 air sampler를 사용하여 공기 시료를 포집하였

으며,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였다. 총부유세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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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trypticase soy agar(TSA)를, 그리고 총부유진

균에는 Sabouraud dextrose agar(SDA)를 사용하였

다. 주방의 총부유세균은 102-103 CFU/m3, 진균은

10-102 CFU/m3 수준이었다. 주방의 온도는 평균

24.6oC, 습도는 46.4%였다. 영업기간별로 총부유세

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부유진균은 10년

이상인 업소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음식업종

별로 한 가지 음식종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퓨전 음

식점 사이에 총부유세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05) 총부유진균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주방

의 총부유세균 수준은 온도에 의한 영향, 온도-습도

교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결과로부터 총부유세균 및 진균은 주방별로

차이가 크며 주방 점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온도 및 습도라는 환경 변인이

주방의 총부유세균 수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나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바이오에어로졸

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또한 향후 주방의 식자재, 집기, 설비 인력 등

에 대한 추가적 조사를 통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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