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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washing with soap is an important practice to reduce the transmission of potentially pathogenic 
microorganisms, but liquid soaps with refillable dispensers are prone to extrinsic bacterial con-
tamin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terial contamination of liquid soaps in 58 public restrooms 
in six buildings. The bacteria were identified by a biochemical test and MALDI-TOF mass spectro-
photometry. Th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was determined using the Vitek II system. Of the 58 
restrooms examined, 27(46.55%) were using a refill dispenser, of which 25(92.59%) were 
contaminated with bacteria. The bacteria recovered from the soaps ranged from 1.6x103 to 2.7×105 
CFU/mL. Serratia liquefaciens (12), Achromobacter xylosoxidans (9), S. marcescens (4), Staphy-
lococcus pastueri (1), and Achromobacter spanius (1) were isolated. Except for one A. xylosoxidans, 
bacteria of the same species isolated in the same building showed a unique resistance pattern. In 
conclusion, handwashing with contaminated soap may play a role in the transmission of bacteria in 
public health settin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use of refillable liquid soaps in the 
restrooms of hospitals used by patients with reduced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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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손위생은 병원체의 전파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감염을 차단

하기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감염예방 방법이다. 손위생의 수

행 방법에는 손씻기와 손소독이 있는데, 손에 혈액이나 체액 등 

오염물이 묻은 경우나 Clostridioides difficile과 같은 아포

(spore)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비

누와 물로 손을 씻으며,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다면 알코올과 

같은 소독제를 사용한다[1].

손세정제와 손소독제가 흔히 혼동되어서 사용되는데 손 소독

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균 또는 소독하는 성분(예, 알코올)

이 들어 있는 것으로 물 없이 사용한다. 손세정제는 비누라 불리

는 계면활성제로 한 분자 내에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소수성) 부

분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부에 묻은 친유성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즉 손세정제는 균을 소독할 

수는 없지만 균과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손세정제는 고체와 액체 형이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편리성과 위생적인 이유로 액체 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액

체 형 손세정제도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손세정제의 

사용은 다양한 건강 관리 분야에서(health care setting)에서 

보건학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2-6]. 특히 세정제를 다시 채

워 사용(refill, 이하 재사용)하면 외부의 균에 의해 오염될 수 있

으며 이들 균에 의한 감염이 가능한데[7, 8], Chattman 등[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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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and main composition of liquid soaps investigated 
in this study

Group No* Type Main surfactants composition of liquid soaps 

A 23 Gel SLS, CPB, CA, SC

B 4 Gel SLS, CPB, CA, SC

C 21 Foam SLS, CPB, CG, GO, CA, HPGC

D 10 Foam SLS, CPB, CG, GO, CA, HPGC

Abbreviations: SLS, sodium lauryl sulfate; CPB, cocaimidopropyl 
betain; CA, citric acid; SC, sodium chloride; CG, coco-glucoside; 
GO, glycerol oleate; HPGC, hydrogenated palm glycerides citrate.
*Number of restrooms.

미국의 화장실에서 재사용하는 액체 형 손세정제의 25%에서 세

균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미국질병통제예방센

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손위생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용기의 뚜껑을 개봉하

게 되면 오염가능성이 있어 세정제를 다시 채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 국내에서는 대중음식점이나 학

교 등에서 일회용 물티슈나 손에서 세균 오염도에 대한 조사는 

있지만[9, 10],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손세정제의 세

균 오염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한 보고는 드물다. 이에 

저자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

은 액체 형 손 세정제에서 세균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주요 오

염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균의 동정과 항균제 감수성 검사

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청주 지역에 있는 4개 기관의 6

개 건물의 58개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손세정제를 대상으로 하

였다. 조사한 4개의 기관 중 겔(gel)형을 사용하는 2개 기관에서

는 세정제를 다시 채워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품(foam)형을 사

용하고 있는 2개 기관에서는 밀봉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 기관의 화장실 수와 세정제의 주요 계면

활성제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2. 손세정제의 배양 및 오염 균 수

50 mL 튜브에 세정제 10 mL를 수집하여, 세정제 원액과 계

단 희석한 용액 50 μL를 각각 BAP (blood agar plate)에 배양

하여 균의 오염여부와 균 수를 측정하였다.

3. 균의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

분리된 균은 BAP에 순수 배양한 후 자란 균집락을 동정에 이

용하였다. 균의 동정은 전통적인 생화학적 검사와 MALDI-TOF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질량분석기(Microflex LT BiotyperⓇ, Bruker Dal-

tonik, Bremen, Germany)를 이용하였다. 질량분석기는 제조

사의 지침대로 수행하였으며 방법을 간략히 약술하면 다음과 같

다. BAP에 자란 순수 집락을 멸균된 이쑤시개로 표적 플레이트

에 스팟(spot)한 후 그 위에 매트릭스(CHCA, a-cyano-4- 

hydroxycinnamic acid) 1 μL를 점적하고 공기 중에서 건조시

킨다. 이어서 질량분석기에서 미생물의 질량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미생물에서 생성된 스펙트럼과 기기회사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정하게 된다.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Vitek II 시스템

(bioMérieux Inc., Hazelwood, MO, USA)를 이용하였으며 

정도관리를 위해 Escherichia coli ATCC 25922와 Pseudo-

monas aeruginosa ATCC 27953을 하여 CLSI (Clinical &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가이드라인에 의해 시행하

였다[11]. 장내세균에서는 amp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pipercillin/tazobactam, cefazolin, cefoxitin, ce-

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aztreonam, ertapenem, 

imipenem, amikacin, gentamicin, ciprofloxacin, tige-

cycli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대해 감수성 

시험을 하였으며, 포도당 비발효 세균에서는 ampicillin/ 

sulbactam,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ti-

carcillin/clavulanic acid, cefotaxime, ceftazidime, 

cefepime, aztreonam, imipenem, meropenem, amikacin, 

gentamicin, ciprofloxacin, minocycline, tigecycline, 

colist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대해 시험하

였다.

3. 오염된 세정제의 사용 후 손배양

오염된 손세정제는 105 CFU/mL 농도의 Serratia 

marcescens 100 μL를 10 mL 세정제에 넣어 최종농도 103 

CFU/mL의 농도로 만들어서 시험에 사용하였다. 이어서 오염

되지 않은 세정제와 오염된 세정제로 각각 손 세정을 시행한 후 

손배양 배지에 배양을 하였다. 



216   Seung Bok Hong. Bacterial Contamination of Liquid Soap

www.kjcls.org

Table 3. Number and species of bacteria isolated from contaminated liquid soaps

Group Sub group*
No. of contaminated 

soaps/examined soaps
Species (No. of isolates)

A A1 6/7 Serratia liquefaciens (5), Serratia marcescens (1)

A2 6/7 Serratia liquefaciens (4), Serratia marcescens (1), Achromobacter xylosoxidans (1)

A3 9/9 Achromobacter xylosoxidans (8), Serratia liquefaciens (1)

B B 4/4 Serratia marcescens (2), Serratia liquefaciens (2), Staphylococcus pastueri (1), 
Achromobacter spanius (1)

*Subgroup was grouped by restrooms in the same building.

Table 2. Number of contaminated restrooms and range of contaminated bacteria from liquid soaps

Group No. of contamination (%) Bacterial count (CFU/mL) Use by refilling

A 21/23 (91.30%) 1.6×103∼2.7×105 Yes

B 4/4 (100%) 3.6×104∼6.4×104 Yes

C 0/21 (0%) 0 No

D 0/10 (0%) 0 No

Abbreviation: CFU, colony forming unit.

결  과

1. 액체 손세정제가 오염된 공중 화장실 및 오염된 세균 수

4개 기관 58개의 화장실 중 2개 기관의 25개 화장실의 세정

제에서 균이 분리되었다. 균이 분리된 화장실은 세정제를 재사

용하고 있었으며 밀봉된 세정제를 사용하는 화장실에서는 균이 

분리되지 않았다. A기관의 23개 화장실 중 21개(91.30%), B기

관의 4개 화장실 모두(100%)에서 세균이 분리되었다. A기관에

서는 1.6×103∼ 2.7×105 CFU/mL, B 기관에서는 3.6×104∼ 

6.4×104 CFU/mL의 균이 분리되었다(Table 2).

2. 액체 형 손세정제에 오염된 균의 분포

2개 기관에서 분리된 균은 Staphylococcus pastueri 한 균

주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람음성막대균이었다. Serratia lique-

faciens가 12개의 화장실에서 분리되었고, Achromobacter 

xylosoxidans가 9개의 화장실에서, Serratia marcescens가 

4개의 화장실에서, Achromobacter spanius와 S. pastueri

가 각각 1개의 화장실에서 분리되었다. 균이 분리된 2개의 기관

을 건물에 따라 subgroup으로 나누었을 때 A기관에서는 S. 

liquefaciens와 A. xylosoxidans가 각각의 건물에서 주로 분

리되었으며, B 기관에서는 S. marcescens와 S. liquefaciens

가 각각 2개의 화장실에서 분리되었다(Table 3). 

3. 액체 형 손세정제에서 분리된 균의 항균제 감수성

분리된 27개의 균 중 한 건물에서 2회 이상 분리된 22개의 균

(S. liquefaciens 11주, A. xylosoxidans 9주, S. mar-

cescens 2주)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한 균

주를 제외하고 건물별로 동일한 감수성 양상을 나타내어 Table 

4에 정리하였다. S. liquefaciens는 piperacillin/tazobactam 

항균제를 제외한 검사한 모든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1세대와 2

세대 세팔로스포린에 내성이었으며, 나머지 검사한 항균제에는 

감수성이었다. 동일한 건물(A3)에서 분리된 9개의 A. xylo-

soxidans 균 중 8개의 균은 ampicillin/sulbactam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며 시행한 나머지 항균제에 감수성을 양상을 보였으

나 1개의 균은 모든 페니실린계, 모든 세팔로스포린계, 아미노

글라이코사이드계, 그리고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에 내성이었다(Table 4).

4. 오염된 세정제 사용 후 손 배양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은 손세정제로 손위생을 시행한 후 

손배양 배지에 배양하였다. Figure 1과 같이 오염된 세정제로 

손위생을 시행한 후 손 배양 배지에서 배양하였을 때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시행하였을 때보다 10배 이상 (16→185 CFU/hand) 

많은 세균이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손세정은 흙과 같은 오염 물질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

생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오염된 손세정제의 사용은 

병원성 미생물을 전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국내의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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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gram negative bacilli from contaminated liquid soap in each building

Antimicrobial agents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1* A2 A3 B

SLI(5)† SLI(4) AXY(8) AXY(1) SMA(2) SLI(2)

Ampicillin R R NA NA R R

Amoxicillin/Clavulanic acid R R NA NA R R

Ampicillin/Sulbactam NA NA I R NA NA

Piperacillin NA NA S R NA NA

Piperacillin/Tazobactam S S S R S S

Ticarcillin/Clavulanic acid NA NA S R NA NA

Cefazolin R R NA NA R R

Cefoxitin R R NA NA R R

Cefotaxime S S R R S S

Ceftazidime S S S R S S

Cefepime S S S R S S

Aztreonam S S R R S S

Ertapenem S S NA NA S S

Imipenem S S S S S S

Meropenem NA NA S S NA NA

Amikacin S S S R S S

Gentamicin S S S R S S

Ciprofloxacin S S S S S S

Minocycline NA NA S S NA NA

Tigecycline S S S S S S

Colistin NA NA S S NA NA

Trimethroprim/Sulfamethoxazole S S S R S S

Abbreviations: SLI, Serratia liquefaciens; AXY, Achromobacter xylosoxidans; SMA, Serratia marcescens; R, resistant;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NA, not application.
*A1, A2, A3, and B is same with subgroup in Table 2.
†Number in parentheses is the number of bacteria with the sam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pattern.

Figure 1. Finding of contaminated 
bacteria transferred from the hands to 
an agar surface after hand washing 
with non-contaminated liquid soap (A) 
or contaminated soap (B) containing 3 
log10 CFU/mL of Serratia liquefac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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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액체 형 손세정제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 세정제를 다시 채워 사용하는 화장실의 

92.6%에서 다양한 병원성 세균에 오염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오염된 세정제의 사용이 그들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병원성 세균의 전파로 감염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재사용하는 액체 세정제의 세균 오염률은 보고자마다 다양

한데, Cattman 등[8]은 20∼25%라 보고하였으며 10개의 초

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Zapka 등[7]은 100%에서 세균이 오

염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2002년 CDC 손위생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용기를 재사용하는 세정제는 외부로부터 균의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1].

오염된 세정제의 사용과 공공보건 위험도와 관계에서 오염된 

균의 농도가 중요한 인자인데, 오염된 세균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차 접촉 부위로 전파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3.2∼5.43 

log10 CFU/mL 농도의 균이 오염되었는데 3.72∼7.51 log10 

CFU/mL와 2.77∼7.81 log10 CFU/mL등 다양한 보고가 있다

[8]. 이는 세정제의 사용기간 및 사용자수의 차이로 생각될 수 있

으므로 추후 세정제의 사용기간 및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균의 

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7년 화장품 및 화장실 등

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에 대한 산업가이드라인[12]에서는 3 

log10 CFU/mL 이하의 세균 오염을 권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서 분리된 균 수는 이 기준보다 높았다(Table 2).

세정제에 오염된 균은 대부분 그람음성막대균으로 그람음성 

장내세균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에서 Pseudomonas aeruginosa

와 같은 포도당비발효세균의 오염도 보고되고 있다[8, 13]. 오

염이 보고된 세균의 대부분은 병원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서 이들 균에 의한 원내 감염이 보고되었

다[2-4, 14]. 이 연구에서 오염된 세정제로부터 분리된 세균은 

Staphylococcus pasueri를 제외하고 그람음성막대균이었다. 

S. liquefaciens (12), A. xylosoxidans (9), S. marcescens 

(4) 순으로 분리되었는데 S. marcescens와 A. xyloxidans는 

흔한 원내감염균이다. S. marcescens에 의한 세정제의 오염에 

대한 보고가 많았으며 이 균에 의한 감염이 확산된 예가 많이 보

고 되었다[3, 5, 6, 14, 15].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분리된 S. 

liquefaciens는 자연계의 흙이나 물에 흔히 존재하며, S. 

marcescens와 달리 사람의 검체에서 분리는 되었으나 인체에 

감염된 예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병원성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16]. A. xylosoxidans는 소독제나 세정제를 포함한 원내 

시설물에서 분리되어 흔히 원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다[17, 

18]. 동일 건물 내 9개 화장실 중 8개 화장실의 세정제에서 이 균

이 분리된 것은 동일한 건물의 여러 화장실을 한 명의 관리자가 

세정제를 보충하는 과정 중에 외부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Table 3). 

오염된 세균의 항균제 감수성 양상과 내성 획득 현황을 보기 

위해 2개 이상의 장소에서 분리된 균을 대상으로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결과 한 건물에서 분리된 동일명의 균

주들은 동일한 감수성 양상을 보였는데, 건물마다 동일한 관리

인이 세정제를 관리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같은 균에 의해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Table 4). 분리된 균의 획득 내성현황을 

보면 S. liquefaciens와 S. marcescens는 균주 자체의 자연내

성을 보이는 ampicillin, amoxicillin/clavulanic acid, ce-

fazolin, cefoxitin에만 내성을 보이며 나머지 항생제는 감수성

이었다[19]. 8개의 A. xylosoxidans도 자연내성을 보이는 항

균제 이외는 감수성을 보였으나 1균주는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ticarcillin/clavulanic acid, 

ceftazidime 그리고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항

균제에 대해 획득내성을 나타냈다[20]. 이 결과는 손세정제에 

의한 내성의 전파 또는 outbreak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염되지 않은 세정제보다 오염된 것으로 손위생을 수행하였

을 때 많은 균이 전달될 수 있는데, Zapka 등[7]에 의하면 10개 

초등학교에서 오염된 손 세정제로 손위생을 시행한 후 평균 740 

CFU/hand가 전달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 1와 

같이 오염된 세정제로 손위생을 시행한 후 의미 있게 많은 세균

이 전달 되었다. 따라서 오염된 세정제의 사용이 오히려 감염의 

전파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채워 사용하는 손세정제는 그람음성세균

의 오염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공 장소에서 오염된 세정제의 재

사용은 병원체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역이 감소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액체 손제

정제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보충하여 재사용하는 세정제의 사용기간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바로 전에 세정제를 보충하였

거나 용기를 바꾸었을 경우 균 수가 감소하였거나 분리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분리된 모든 균이 아닌 우세하게 

자란 균주만을 동정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병원성 균이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세정제의 사용기간을 고려하고 

증식된 모든 균에 대한 동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염된 세정제로 손위생을 시행한 후 2차적으로 전달되는 세균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고 대상도 적었다. 앞으로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전달되는 세균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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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정제로 손을 씻는 것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줄

이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재사용하는 액체 형 세정제는 외부의 

오염에 취약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체 세정제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저자는 6개 건

물에 있는 58개의 공공 화장실에서 액체 형 손 세정제를 조사하

였다. 균의 동정은 전통적인 생화학적 검사와 질량분석기를 이

용하였으며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Vitek II 시스템을 이용하였

다. 58개의 화장실 중 27개(46.55%)의 화장실에서 세정제를 다

시 채워 재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25개(92.59%) 화장실의 

세정제가 세균에 오염되어 있었다. 오염된 균은 1.6×103 to 

2.7×105 CFU/mL의 범위였으며, Serratia liquefaciens (12 

균주), Achromobacter xylosoxidans (9 균주), Serratia 

marcescens (4 균주), Staphylococcus pastueri (1 균주), 

Achrombacter spanius (1 균주) 순으로 분리되었다. A. 

xylosoxidans 1 균주를 제외하고 같은 건물에서 분리된 같은 

균 종은 동일한 감수성 양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오염된 손 세정

제로 손을 씻는 것은 공공보건 시설에서 세균의 전파가능성이 

높일 수 있으므로 면역이 감소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의 화

장실은 손 세정제를 재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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