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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wet wipes provided by general restaurant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evaluated for compliance with the labeling requirements and the degree of bacterial
contamination set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the 32 types of disposable wipes, five
types of disposable wipes did not indicate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business office of the
manufacturer. Only 12 types of wet wipes were marked with the date of manufacture and expiration
date. Bacterial contamination was seen in 9 types of wet wipes through bacterial culture but these
were absent in the remaining 23 types (71.9%). The results of th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for
the 9 identified strains showed no methicillin-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MRCNS)
or multidrug-resistant bacteria. Through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the date of manufacture
and expiration date must be indicated on the surface of disposable wet wipes designated as hygiene
products, and clean uncontaminated wet wipes must comply with storage standards. In additio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and improvement of hygiene management
supervision, personal hygiene management, and an improvement in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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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파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일회용 물티슈 오염에 대한 경각

서 론

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7년 언론에서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

2018년 4월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

티슈가 세균에 오염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은

하고자 식품접객업소용 일회용 물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

대중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일회용 물티슈 55종에서 50종의 물

였다[2].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3

티슈가 세균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평균 세균 수는 4.14×10

을 마련하기 위해 ‘공중위생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로 전환

CFU/mL이었으며,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하여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

15균주,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3균주가 동정되

로 규정하였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글자, 제품

었다는 내용이었다[1]. 보도 내용은 각 언론사 및 온라인 뉴스를

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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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만 한다.
대중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고객을 위해
일회용 물티슈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은 보편화 되어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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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면서 자세히 문구를 읽어보거나 제조년월

Gram Negative card (GN card; bioMerieux)를 이용하였다.

일,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일회용 물티슈는 일

혈액우무배지와 맥콘키배지에 계대배양 후 형성된 세균 집락

회용품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관리를 해야한다.

을 항균제 감수성 검사용 VITEK 2 AST-P601 (bioMerieux)

본 논문은 일회용 물티슈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적용받는 일

card와, AST-N225 (bioMerieux) card에 접종하여 AST를

회용품으로 지정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사항

시행하였다. 최소 발육억제 농도(MIC) 결과 값은 CLSI 지침에

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세균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이는 대중

따라 감수성(susceptible), 중등도 내성(intermediate) 또는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일회용 물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후

내성(resistant)의 임상 범주로 분류하였다[3, 4].

보건 위생을 위한 특별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
인하여 개인 위생관리 및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결 과
1. 표기 사항 준수 유무
대중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일회용 물티슈 32 종류 모두 제품

1. 재료

명(업체명)은 표시 되어있었으며, 32 종류 중 5 종류의 일회용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대중음

물티슈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

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를 대상으로 세균 오염도를 평

조연월일은 12 종류의 물티슈만 표시 되어있었다. 유통기한은

가하였다. 실험 재료에 사용된 물티슈는 대중음식점에서 공급

12 종류의 일회용 물티슈만 표시 되어있었으며, 12개월 이내로

하는 32종류를 사용하였다. 물티슈 공급업체는 17업체로 소재

표시 되어있는 물티슈는 11 종류였으며 1 종류의 물티슈는 10

지는 경기도 14업체, 대구광역시 2업체, 인천광역시 1업체, 전

개월 이내로 표기하고 있었다(Table 1).

라남도 7업체, 제주특별자치도 3업체였다. 소재지가 표기되지
않은 물티슈는 5종류였다.

2.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수
대중음식점 일회용 물티슈 32종 중 9종류의 물티슈에서 세균

2. 방법

집락이 배양되었으며, 23종류(71.9%)의 물티슈에서는 세균이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수를 측정하기 위해 멸균된 컵에 물티

배양되지 않았다. 2종류(6.2%)의 물티슈에서는 5,000 CFU/mL

슈를 싸고 있는 비닐의 일부를 잘라내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멸

이상 배양되었으며 2종류 모두 유통기한이 표기 되지 않은 물티

균 장갑을 착용하여 물티슈의 양끝을 잡고 비틀어 1∼2 mL의

슈로 조사되었다. 5∼50 CFU/mL 세균 수로 측정된 물티슈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체로 사용하였다. 채취한 검체는 정량배

3종류(9.4%), 50∼500 CFU/mL 세균 수로 측정된 물티슈는 1

양을 위해 원심분리 하지 않고 pipet을 이용하여 200 µL씩 혈액

종류(3.1%), 500∼5,000 CFU/mL 세균 수로 측정된 물티슈는

우무배지(Asan BAP I;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

3종류(9.4%)로 나타났다(Table 2).

와 맥콘키배지(Asan Mac II;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에 접종하였다. 접종한 배지는 35°C 배양기에서 18시

3.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동정

간 산소성 배양을 하였다. 혈액우무배지와 맥콘키배지에 정량

일회용 물티슈 32종 중 9종류의 물티슈에서 세균 집락이 배

배양한 세균의 집락을 집락계수기를 이용하여 계수하여 희석배

양되었으며, 집락을 그람염색한 결과그람양성알균 8종류, 그람

수를 곱하여 CFU/mL (CFU, colony forming unit)로 표시하

음성막대균이 1종류로 나타났다. 집락을 계대 배양하여 VITEK

였다.
3. 세균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
평판배지에 자란 집락 중 그람염색과 카타라제 시험을 하여

Table 1. Whether or not to comply with the description of
disposable wet wipes supplied by general restaurants
Category

양성일 경우 혈액우무배지에 계대배양하고, 그람음성균은 맥콘
키배지에 계대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의 동정은 VITEK II 자동
화 동정장치(BioMérieux, France)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동
정용 카드는 Gram Positive card (GP card; bioMerieux)와

www.kjcls.org

Product name (company name)
Name and location of the office
Date of manufacture
Expiration date

Comply with the description
Yes

No

32
27
12
12

0
5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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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 동정장치(BioMérieux, France)를 사용하여 세균을

warneri 3균주에 대한 항균제감수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정한 결과 그람양성알균은 Staphylococcus haemolyticus

Oxacillin, Vancomycin 감수성으로 MRCNS (methicillin

4균주, Staphylococcus hominis 1균주, Staphylococcus

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는 발견되지

warneri 3균주, 그람음성막대균은 Pseudomonas fluorescens

않았다. 동정된 그람음성막대균 Pseudomonas fluorescens 1

1균주로 동정되었다(Figure 1).

균주에 대한 항균제감수성검사 결과는 Imipenem, Meropenem
에 모두 감수성으로 다약제내성균은 아니었다(Tables 3, 4).

4. 항균제 감수성 검사
동정된 그람양성알균 Staphylococcus haemolyticus 4균

고 찰

주, Staphylococcus hominis 1균주, Staphylococcus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생활하
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손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손 씻기로 많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Table 2. The number of bacteria in disposable wet wipes
The number of bacteria (×5 CFU/mL)
＜1
3
6
11
112
120
230
＞1,000

N

%

[5, 6]. 하지만 대중음식점에서 식사 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23
2
1
1
1
1
1
2

71.9
6.3
3.1
3.1
3.1
3.1
3.1
6.3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접객업소용 일회용 물티슈를 위생
용품으로 지정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대중음식점에서 일회용 물
티슈는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한다. 일회용 물티슈 제조공정은 부
직포 원단에 화학성분이 포함된 약액을 넣어 적셔서 포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7].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때 포장지에 표
기되어있는 제품명(업체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

Table 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result of gram positive cocci identified in disposable wet wipes supplied by general restaurants
Antimicrobial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taphylococcus hominis

Staphylococcus warneri

Oxacillin
Getamycin
Ciproproxacin
Erythromycin
Clindamycin
Teicoplanin
Vancomycin
Tertracyclin
Nitrofurantoin
Rifampicin
Trimrthoprim/sulfamethoxazole

S
S
S
R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Figure 1. Bacteria identified in disposable wet wipes. (A) Staphylococcus haemolyticus (BAP). (B)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ub-culture,
BAP). (C) Pseudomonas fluorescens (BAP). (D) Pseudomonas fluorescens (sub-culture,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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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result of gram negative rod
identified in disposable wet wipes supplied by general restaurants

Pseudomonas fluorescens

Antimicrobial
Ampicillin/sulbactam
Ticarcillin/clavulanic acid
Piperacillin
Piperacillin/tazobactam
Cefotaxime
Ceftazidime
Cepefime
Aztreonam
Imipenem
Meropenem
Amikacin
Gentamicin
Ciprofloxacin
Colistin
Trimrthoprim/sulfamethoxazole

R
R
I
S
R
S
S
I
S
S
S
S
S
S
R

균의 오염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일회용 물티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위생용품을 사
용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 손 소독제의 살균효과가 우수하며, 손 세정제는 오
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13-15].
위드 코로나 일상생활에 일회용 물티슈는 수요자들이 흔히
접하며 안심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일회용 물티슈를 박스 단위
로 포장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낱개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사항을 기록
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물티슈 문화가 조성되었
으면 한다. 또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와 개선방안 및 개인 위생관

월일,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리 및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회용 물티슈는 낱개 포장되어 있어 박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요 약

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기하면 수요자는 표기 준수사항을 알 수
없다.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홍보용 문구
를 표기하기 때문에 자세한 준수사항을 표기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대중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원료로

물티슈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사항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8-10],

준수하는지 여부와 세균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일회용 물티

유아용 물티슈인 경우는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슈 32종류 중 5 종류의 일회용 물티슈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

[11, 12].

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12 종류

본 논문은 대중음식점에서 제공하는 32종의 일회용 물티슈

의 물티슈만 표시 되어있었다. 일회용 물티슈 32종류 중 9종류

를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세균의 오염도를 평

의 물티슈에서 세균 집락이 배양되었으며, 23종류(71.9%)의 물

가한 결과, 32종류 중 5 종류의 일회용 물티슈는 영업소의 명칭

티슈에서는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세균을 동정한 결과 그람

및 소재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양성알균은 Staphylococcus haemolyticus 4균주, Staphy-

12 종류의 물티슈만 표시 되어있었다. 또한, 일회용 물티슈 32

lococcus hominis 1균주, Staphylococcus warneri 3균주,

종류 중 23종류(71.9%)의 물티슈에서는 세균이 배양되지 않아

그람음성막대균은 Pseudomonas fluorescens 1균주로 동정

대부분의 물티슈에서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9종(28.1%)의

되었다. 동정된 그람양성알균 8균주에 대한 항균제감수성검사

물티슈에서 배양된 세균은 그람양성알균 8종류, 그람음성막대

를 시행한 결과 oxacillin, vancomycin 감수성으로 MRCNS

균이 1종류로 다제내성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일회용 물티슈 2

(methicillin 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종류(6.2%)에서 5,000 CFU/mL 이상 배양되었으며 모두 유통

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정된 그람음성막대균 1균주에 대한 항

기한이 표기 되지 않은 물티슈로 조사되었다. 2016년 결과에서

균제감수성검사 결과는 imipenem, meropenem에 모두 감

는 일회용 물티슈 55종 중 50종류(90.9%)에서 세균이 배양되었

수성으로 다약제내성균은 아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위생용품

3

으며, 평균 세균 수는 4.14×10 CFU/mL이었으며, 세균이 자

으로 지정된 일회용 물티슈 개별 포장지 겉면에 반드시 제조년

라지 않은 물티슈는 5종이었다. 또한, 동정된 세균은 황색포도

월일과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오염되지

알균 15 균주(21.13%), 녹농균이 3균주(4.23%)로 조사되어 언

않은 깨끗한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위생관

론에 주목을 받았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일회용 물티슈는 비

리 감독 강화와 개선방안 및 개인 위생관리 및 국민보건 수준향

교적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개별 포

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지에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물티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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