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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와 질산은 살균소독액의 공기 분사 소독 후
박테리아 살균 효과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이백수, 김주동

Ⅰ. 서 론

aureus)은 건강인의 비강, 인후의 점막이나 피부에
정상 미생물 총으로 존재하며, 기회감염을 통하여 국

병원은 전염성세균 및 각종 바이러스, 미확인 병원균

소 및 전신감염을 유발하는 그람 양성 구균으로 화농

등에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공간이다. 이것은 환자

성 감염의 80%를 차지하고 병원내 감염(nosocomial

의 2차 감염은 물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

infection)의 주요 원인균의 하나이다. 병원내 공기오

인이 되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위생

염은 실내 환경오염 중 주요 부분을 차지 하며, 병원

관리상태를 최적화해야 하며, 여러 경우에 미생물학

내 공기 오염과 병원내 감염과는 비례적으로 발생한

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나 표면

다고 보고 되어 있다. 치과 진료에 있어서도 술자와

의 오염을 관리해야만 한다.

환자 간의 혈액이나 타액, 진료기구 등을 통한 직접

오염된 상태의 공기가 제한된 공간에 있게 되면 계속

접촉에 의한 질병의 감염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

적으로 순환되어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로 보고되고 있으며2), 특히 치과 진료기구에 의해 분

실내공간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 확산되는 환자의 타액 등은 진료실 내 공기오염의

이 대기오염의 영향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

주원인이 되고있다.

부분의 종합병원은 강제 환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병원성 감염은 주요한 건강

므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고령의 환자, 유아 환자, 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치과 치료후 발생하는 심내막염,

역 억제 상태의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

균혈증, 골수염, 복막염, 연조직 감염등에 깊이 관여

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원 환경의 위생조절은 병

하고 있다.3-5)

원 내 공기 전파에 의한 감염방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1)

특히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은 전세계

과산화수소는 비할로겐류 산화제로서 무색 투명한

적으로 원내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특별 관리

점조 액체이며, 산화환원 작용이 있고, 빛, 열, 효소에

되고 있으며, 공기를 통해 환자와 술자간에 상호 교통

의해 분해되어 물과 산소로 된다. 과산화수소는 강력

할 수 있다.6-7)

한 살균 및 표백작용이 있고 그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

현재까지 치과 영역에서도 소독과 멸균에 대한 중요

문에 일반 창상의 소독뿐만 아니라 표백제, 산화제 유

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며 특히 구강악안면

도체 제조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근에는 인쇄기

외과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고압

관, 반도체 제조용, 섬유, 화학 전자산업등에서 그 사

증기멸균법이나 가스멸균법등에 의한 기구등의 멸균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15)

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료실 내의 공기에 대한 소

여러 세균중,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독과 멸균에 대한 개념은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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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치과 진료실 내의 공기 소독에 대한

2) 소독액과 분사기

실험을 통해 임상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소독액과 분사기는 NOCOLYSE � 와 NOCOSPRAY �
(AIREL, 프랑스)를 사용하였다. NOCOLYSE � 는 과
산화수소(hydrogen peroxide(H2O2))와 질산은

II. 실험 재료 및 방법

(silver nitrate(AgNO3))의 혼합물이며 NOCOSPRAY �
는 소독액인 NOCOLYSE � 를 공기중에 이온화된 액

1. 실험 장소

체 미세입자로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동일량을 초속

본 실험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

80m의 속도로 자동 분사하게 한다.

악안면외과 진료실내의 소수술실에서 3주간 시행되
었으며, 소수술실은 가로 5.8m, 세로 3.7m, 높이

3) 소독액의 분사방향과 분사량

2.7m이다(전체 용적 57.94m3 ). 소수술실에는 수술

분사기의 위치는 직사각형의 수술실내에서 짧은 변

용 유니트 1대와 임프란트용 엔진 2기, 이동형 엔진

의 방향으로 분사되도록 설치하여 소독액의 확산정도

및 수술용 Mayo stand, OCS용 컴퓨터 1기, 에어컨,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사량은 매일 100ml

그 외 기구 수납장, 수세대 등이 있다.

로 일정하게 하였다.

2. 실험 방법
1) 배지
균주를 채취하기 위한 배지로는 일반 세균용
Tripticase Soy Agar(TSA, (주)코매드, 한국)와 포
도상구균 선택 배지인 Mannitol Salt Agar(MSA,
(주)코매드, 한국)를 직경 9cm의 Petri dish와 Rodac
plate로 제작해서 사용하였으며 조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세균용 배지(TSA)
enzymatic digest of casein 15g/l, enzymatic
soybean meal 5g/l, sodium chloride 5g/l, agar 15g/l
∙포도상구균용 배지(MSA)
proteose peptone 10g/l, Beef extract 1g/l, sodium
chloride 7g/l5, agar 15g/l, phenol red 0.025g/l, Dmannitol 10g/l
Mannitol Salt Agar는 7.5%의 고농도의 염(NaCl)이
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이 성장이 억제되는 반면
Staphylococcus의 성장은 억제되지 않는다. 또한
phenol red에 의해 병원성 Staphylococcus는 노란색
을, 비병원성은 붉은색을 띈다.

Fig 1. Schematic Draw of surgery Room

4) 대조군과 실험군
실제 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기간 중에도 수술
은 계속 시행하였다.
실험 첫째날 소독액을 분사하지 않고 채취한 시료를
대조군으로 하였고, 이후 NOCOLYSE � 를 매일 새벽
5시에 분사하였으며 오후 5시에 검체를 취득하였다.
시료는 1주일 간은 매일 채취하였으며, 이후 2주, 3주
후 채취하여 이를 실험군으로 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수술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시행하였으며 수술건수는
table 1 과 같다.
5) 시료채취방법
공기중 세균은 공기중 부유균, 공중 낙하균, 표면 오

10

Table 1. The Number of Operation

Ⅲ. 실험 결과

The Number
of Operation

1. 공중낙하균 TSA 배지

Control(1st day)

1

NOCOLYSE � spray(2nd day)
3rd day

3
2(night work)

4th day

0

5th day

0

6th day

2

7th day

0

효과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사 이전과 비교시

8th day

0

40~50%내외의 colony 수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14th day

2

(Table 2)

21st day

2

공중낙하균의 전체 균수에서, 대조군에서는 출입구
쪽이 창쪽보다 두배 이상의 colony 형성이 이루어졌다.
NOCOLYSE � 분사 후에는 분사의 정면 방향인 출입
구쪽에서는 이후 3주 까지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분사의 측면 방향인 창 쪽에서는

2. 공중 낙하균 MSA 배지
염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실험은 이중에서 공중
낙하균과 표면 오염균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에서는 TSA와는 달리 창 쪽에서 약간 더 많
은 colony 형성을 보였다. 그러나 NOCOLYSE � 분사
후에는 출입구쪽에서는 지속적으로 colony 형성이

(1) 공중 낙하균

되지 않았다. 창 쪽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직경 9cm의 TSA Petri dish와 MSA Petri dish를 각

80%내외의 감소율을 보였다.(Table 3)

3개씩, 총 12개를 두 군데의 장소에 분산시켜 놓는다.
수술실내 통행량이 가장 많은 출입구쪽과 수술실내
가장 안쪽인 창가위에 전일 오후 5시부터 당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동안 노출시켜 놓은 후 채취하였다.

3. 표면 오염균 TSA 배지
수술용 유니트에서는 분사 2일(실험3일)째 대조군
과 비교시 2배 이상의 증가량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양상을 보였으며 평균 약 90% 정도

(2) 표면 오염균

였다. Mayo stand의 경우는 5.5개의 colony 형성으

TSA와 MSA Rodac plate를 각 2개씩 총 4개를 1쌍

로 가장 적은 표면 오염균의 수를 보였으며, 실험 내

으로 하여 매일 오후 5시에 stamping 방법으로 다음

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바닥

의 3군데 장소의 검체를 취득하였다.

의 경우 감소량에 변동이 있으나 대조군과 비교시 전

① 수술용 유니트 상부

반적 감소를 보였다.(Table 4)

② 수술실내 Mayo stand 상부
③ 수술실내 바닥 상부

4. 표면 오염균 MSA 배지
TSA배지에서와 같이 수술용 유니트의 표면오염균

6) 미생물 배양 및 계측

이 분사 2일(실험4일)째 8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채취한 시료들은 37℃ 항온 배양기에서 48시간 동안

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 감소를 보였다.

배양한 후 각각의 형성된 colony 수를 계산하여 평균

Mayo stand에서도 TSA에서와 같이 계속 낮은 수준

치를 구하였으며, 대조군에 대한 colony 수의 감소율

의 colony 형성 나타내었다. 반면 바닥에서는 증가와

을 계산하였다.

감소가 번갈아 나타나며 변화가 심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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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SA CFU and Decreasing Rate of Droplet Airborne Bacteria

Door
Measuremnt
Control(1st day)
�

spray(2nd day)

Window
Decreasing
rate(%)

CFU

CFU

Decreasing
rate(%)

52

107.3
2.6

97.6

33

36.5

3rd day

8.3

92.3

52.3

-0.6

4th day

1.6

98.5

36.3

30.2

5th day

2

98.1

28

46.2

6th day

3

97.2

46.3

11.0

7th day

3

97.2

24

53.8

8th day

4.3

96.0

21.6

58.5

14th day

10

90.7

32.3

37.9

21st day

4.6

95.7

23.3

55.2

NOCOLYSE

CFU : Colony Forming Unit

Table 3. MSA CFU and Decreasing Rate of Droplet Airborne Bacteria

Door
Measuremnt
Control(1st day)
�

spray(2nd day)

CFU

Window
Decreasing
rate(%)

CFU

Decreasing
rate(%)

18.6

13.3
0

100

4.6

75.3

3rd day

0

100

15

19.4

4th day

0

100

5.6

69.9

5th day

0

100

7.3

60.8

6th day

0

100

4.6

75.3

7th day

0

100

3.6

80.6

8th day

0

100

2.6

86.0

14th day

0

100

3.3

82.3

21st day

0

100

2.6

86.0

NOCOLYSE

CFU : Colony Form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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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SA CFU and Decreasing Rate of Surface Contamination Bacteria

Unit Chair
Measuremnt

CFU

Decreasing
rate(%)

Mayo Stand
CFU

Decreasing
rate(%)

Floor
CFU

Decreasing
rate(%)

Control(1st day)

58

NOCOLYSE spray(2nd day)

2.5

95.7

3.5

36.4

7

77.4

3rd day

120.5

-107.8

0.5

90.9

28.5

8.1

4th day

0.5

99.1

0.5

90.9

5

83.9

5th day

0

100

1.5

72.7

4

87.1

6th day

6

89.7

2

63.6

21.5

30.6

7th day

2.5

95.7

4

27.3

9.5

69.4

8th day

3

94.8

2

63.6

16

48.4

14th day

8

86.2

2.5

54.5

21.5

30.6

21st day

3

94.8

5.5

0

22.5

27.4

�

31

5.5

CFU : Colony Forming Unit

Table 5. MSA CFU and Decreasing Rate of Surface Contamination Bacteria

Unit Chair
Measuremnt
Control(1st day)
�

spray(2nd day)

CFU

Decreasing
rate(%)

Mayo Stand
CFU

Decreasing
rate(%)

CFU

Decreasing
rate(%)

10

3.5

10.5

Floor

4

61.9

1.5

57.1

4.5

55

3rd day

103

-881

1.5

57.1

34

-240

4th day

1

90.5

1

71.4

1.5

85

5th day

1

90.5

0

100

0.5

95

6th day

11

-4.8

0

100

9

10

7th day

0.5

95.2

3.5

0

3

70

8th day

0

100

0

100

12.5

-25

14th day

1

90.5

0.5

85.7

13.5

-35

21st day

0.5

95.2

0.5

85.7

15.5

-55

NOCOLYSE

CFU : Colony Form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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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과 관련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Ⅳ. 총괄 및 고찰

NOCOLYSE � 의 미생물 파괴 기전은 초속 80m의 분
130여년전 Joseph Lister는 carbolic acid spray를

사가 액체를 이온화 시키고, 이때 분사된 Ag+ 이온이

사용함으로써 수술실내 공기 감염을 감소시키는 것을

염화 칼슘 혹은 염화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테

시도하였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 당시의 이환률 및

리아의 세포벽에 부착한다. 이 Ag+가 OH-의 활성에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촉매작용을 하게 되고 OH-가 박테리아를 자기 파괴

손이나 기구 등의 접촉에 의한 오염이 수술부위 감염

시키는 세포막의 염화물들을 활성염소(Cl2)로 변화시

의 일차적 원인으로 생각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

킨다. 이것은 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러서야 수술실내에서의 공기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

그리고 TSA 배지를 이용하여 전체 세균수와 MSA

기 시작하였다.8)

배지를 이용하여 병원내 감염과 다양한 치과 질환의

공기중 박테리아는 공기중에서 직접 침전하여 창상

원인균인 Staphyococcus를 분리 검출하였다. 배지의

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구등의 노출면에 떨어져서도

노출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루 동안의 공중낙하균과

창상에 도달할 수 있고9), 정형외과 수술인 고관절대

표면오염균을 측정하였으며 공기 분사 12시간 후의

치술시 통상환기하에서 수술한 환자보다 청정공기 하

소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에서 수술한 환자가 1~4년 후의 재수술 가능성이 약

실험 2일째, NOCOLYSE � 의 분사를 시작한 날은 실

10)

50%라는 연구가 있다.

험 기간중 가장 수술이 많았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

이러한 수술실내의 공기 중 박테리아의 가장 큰 원인

중낙하균 TSA 배지에서는 77.6%, MSA는 69.7%,

요소는 사람들의 왕래에 의한 것이며,11) 중앙 수술실

표면오염균 TSA는 86.3%, 58.8%로 큰 폭의 감소를

에서는 수술실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다. 실험 3일(분사2일)째는 시료 채취 시간인 오

1930년대 이후로 단파자외선(shortwave ultraviolet

후 5시 까지 수술이 진행되어, 수술 직후 시료를 채취

radiation)을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아왔으며12),13)

하였다. 그 결과 표면오염균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

현재는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로 사료된다. 하지만 Mayo stand 에서는 오히려 감소

를 이용하여 공기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술중 계속해서 방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및 설비는 병원급의 중앙수술실

포(drape)되어있으므로 공기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

에 한정되어있고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이에

문으로 생각된다. 4일, 5일째는 휴진날로 colony 수가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실제로 실내공기의 오염이 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었으나, 6일째는 약간의 증가

기의 오염보다 사람들에게 더 해가 된다14)고 하였으

양상을 보였다. 이 날은 두건의 수술이 있던 날로 앞

며, 병원내 감염의 가장 큰 원인 세균인 황색포도상구

의 3일째의 결과와 6일째의 이러한 결과들은 Ann

균 및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치과

Tammelin11)의 연구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수술실내에

5)

종사자 모두에서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더 큰

서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박테리아의 매개체가 된다는

문제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4~8㎛의 미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치

립자로 공기전파를 통해 환자와 의료종사자간에 서로

과진료실내의 수술실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의 구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6)

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 오염효과는 매우 크다. 이후 3

본 연구는 치과병원의 반 개방형 진료실내에서 실제

주째 까지는 바닥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낮은수준

진료 행위와 병행하여 공기로부터의 낙하세균 및 표

의 colony 형성이 이루어졌다.

면 오염균에 대한 평가 및 과산화수소와 질산은 살균

실험을 진행한 소수술실은 가로 5.8m, 세로 3.7m, 높

소독액의 분사로 인한 그 소독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 2.7m로(전체 용적 57.94m3) 직사각형의 구조이

14

다. 본 실험에서는 분사액의 확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

Ⅴ. 결 론

하여 짧은 방향으로 분사방향을 설정하였다. 공중 낙
하균의 대조군에서는 출입구 쪽이 창 쪽보다 더 많은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

colony가 형성되었다. 이는 출입구 쪽이 사람들의 왕

악안면외과 진료실내의 소수술실에서 3주간 시행하

래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였으며, 질산은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인 NOCO-

�

NOCOLYSE 분사 이후에는 MSA배지에서 드러나

LYSE � 와 소독액 분사기인 NOCOSPRAY � 를 이용

듯이 출입구 쪽은 지속적으로 colony가 형성되지 않

하여 진행하였다. 공중낙하균과 표면오염균을 TSA

았으나 창쪽은 소량이나마 colony가 형성되었으며,

와 MSA 배지를 이용하여 총 세균수 및 Staphoco-

TSA 배지에서도 출입구쪽에서는 95%이상의 감소

ccus를 분리 검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율로 창쪽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

1. 공중 낙하균 측정에서 NOCOSPRAY � 가 직접 분

입구쪽에서 감소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나,

사되는 방향에서는 세균의 감소율이 95% 정도로, 매

창쪽은 출입구쪽에 비해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는 분

우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나 측면 방향으로는 감소율

사의 방향의 문제로 생각된다. 출입구쪽은 분사의 정

이 다소 떨어졌다.

면인데 반하여 창쪽은 측면 방향으로 인하여 그 효과

2. 표면 오염균 측정에서는 수술 중 항상 방포(drape)

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사의 결정시 그 방향설정이 소

되어있는 Mayo stand에서 세균수가 가장 적게 나타

독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났다. 즉 수술시 적절한 방포는 무균적 시술에 도움

수술용 유니트나 Mayo stand와는 달리 바닥면의 표

이 된다.

�

면오염균 결과는 NOCOLYSE 의 분사에 관련없이

3. 수술실 이용 빈도가 많으면 그와 비례하여 전체 세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바닥이라는 특수

균수가 증가하였다.

한 장소와 표면오염균 채취방법의 오차에 기인하는
것 같다. 표면오염균은 stamping 방법으로 채취하게

결론적으로 NOCOLYSE � 사용으로 공중 낙하균에

되고 이때 채취장소에서 세균이 맣은 곳과 적은 곳 어

서는 80% 이상, 표면 부착균에서는 50% 이상의 세

느 곳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

균수 감소를 보여 진료실의 오염원 제거에 우수한 효

다. 또 바닥은 수술용 유니트나 Mayo stand와 같이

과를 나타내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수술실내 공기의

다른 장소에 비해 사람들의 통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수술실내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

받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화하여야 한다.

�

본 연구에서 NOCOLYSE 사용군에서는 매우 우수
한 연구 성적을 얻어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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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isinfection effect after hydrogen peroxide and silver
nitrate complex air spray
Baek-Soo Lee, Ju-Dong Kim
Departmen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School of Dentistry, Kyung-Hee University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disinfection effect after hydrogen peroxide and silver nitrate complex
( NOCOLYSE � ) air spray in minor operating room for out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 For this study, two kinds of culture medium were used : Trypticase Soy Agar(TSA) for total
bacterial colony forming unit and Mannitol Salt Agar(MSA) for staphylococcus conony forming unit. Droplet airborne
bacteria were inoculated on Petri dish, and surface contamination bacteria on Rodac plate by stamp method.

Results : In the evaluation of droplet airborne bacterial colony forming unit , the decreasing rate of front side of
NOCOSPRAY � was 95% with excellent results, but lateral side does not come up to the front side. In the evalua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bacterial colony forming unit, Mayo stand which was always draped during surgery showed the
lowest colony forming unit. Then at the time of surgery, proper drape of surgical instrument helped the aseptic
environment. The first measure to keep air contamination at a low level is to minimize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perating room.

Key word : Silver nitrate complex, Droplet airborne bacteria, Surface contamination bacte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