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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ntal Clinic staffs are exposed to the risk of cross infection due to patient's 

blood, saliva and contaminated dental instrumen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OS Zero Germ (AOS Co. Ltd) effervescent labware wash tablet. A total of 

six types carbapenemase-producing Gram negative bacteria (KPC-2-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KPC-3-producing K. pneumoniae, NDM-1-producing K. pneumoniae, 

VIM-2-producing Enterobacter cloacae, VIM-2-producing Pseudomonas aeruginosa, 

OXA-23-producing Acinetobacter baumannii),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were prepared in this study. All the isolates were 

exposed to the distilled water prepared with AOS Zero Germ. After the exposure the mixture 

of bacteria and AOS Zero Germ was inoculated onto MacConkey agar plate or blood agar plate 

and cultured at 37℃. All isolates were killed immediately of an exposure to AOS Zero Germ. 

It may be recommended that AOS Zero Germ can be used as an effective labware washer for 

clinical laboratory and an intermediate-level disinfectant for hospital infection control.

Key words: Dental instrument, Disinfection, Effect of a sanitizer, Effervescent tablet, Super 

bacteria 

국내에서 개발된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살균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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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항균제와 소독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병원환경에서 이

들 약제에 대해 내성을 획득한 슈퍼박테리아가 확산되고 있

다. 또한 치과병원은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 노출

되어 있는 곳으로 혈액 및 타액에 오염된 기구와 장비 등으로 

인해 교차 감염의 위협에 놓여 있다[1]. 슈퍼박테리아 중에서

도 가장 잘 알려진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는 치과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로 인해 치과진료기구

나 유니트 체어 등에 내려앉아 접촉됨으로써 치과 감염과 관

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S. aureus는 피부와 점막, 비강 등에 주로 상재하며 가장 흔

한 병원성 세균으로 다양한 감염경로를 통하여 감염증을 일

으키는 세균이다[3]. 1940년대부터 S. aureus 감염 치료에 사용

되던 페니실린의 내성균이 출현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methicillin이 도입되었으나 곧이어 MRSA가 출현하였다[4].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MRSA가 주요 병원감염의 원인균으

로 주목받게 되었고 1990년대 초부터는 국내 임상에서 

60~70%가 분리되었다[5]. 미국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2008년 

MRSA에 의한 사망자는 19,000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에이

즈나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많은 편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경

우 MRSA 분리율이 70% 수준이다[6].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Carbapenem 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

내는 장내세균 속 균종을 말하며, 대표적인 균종으로는 

Klebsiella pneumoniae, Escherichia coli, Enterobacter cloaca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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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7]. CRE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일으키는 기전은 다양

하지만 특히 카바페넴 분해 효소 생성 장내세균

(Carbapenemase Producing Enterobacteriaceae, CPE)은 플라스미

드의 전달 등을 통해 다른 균주에게 까지 내성을 전달할 수 

있어 임상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8]. 대표적인 CPE로는 

KPC형(K. pneumoniae carbapenemase), NDM-1형(New Delhi 
metallo-β-lactamase), VIM형(Verona integron-encoded metallo-
β-lactamase-2), IMP형(Imipenemase) 등이 존재한다[9]. KPC 생
성균주는 2001년 미국 North Carolina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고 2010년 우리나라에서 KPC-2를 

생성하는 K. pneumoniae가 1개의 요양병원과 2개 종합병원에

서 분리된 사례가 있다[10][11]. 
K. pneumoniae는 그람 음성균으로 1882년 Carl Friedland에 

의해 폐렴환자에서 최초로 분리되어 사람의 장관과 기도 및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패혈증 및 요로감염증 등을 유

발하는 세균이다[12][13]. 2009년에는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스웨덴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인도, 파키스

탄 등에서 주로 발견되었고 2010년 12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에서는 NDM-1을 생성하는 K. pneumoniae 4주가 분리되었다

[14][15]. 
Pseudomonas aeruginosa는 호기성의 포도당 비발효 그람음

성간균으로 눈의 감염, 외이도염, 골수염, 심내막염, 폐렴, 요
로감염 등 다양한 유형의 감염증을 유발하는 기회감염균이다

[16]. 1999년 이탈리아에서 P. aeruginosa의 VIM형이 처음 검

출되어 현재까지 30가지 이상의 변종이 보고되었고 국내에서

는 1995년 VIM-2를 생성하는 P. aeruginosa가 보고 된 바 있다

[17].
의료 환경에서 중요시 되는 또 다른 그람 음성균인 

Acinetobacter baumannii는 병원 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호흡기감염, 요로감염, 창상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하고 P. aeruginosa와 더불어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

으로 최근 병원감염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8][19]. 이 

세균은 주로 OXA-23을 생성하여 슈퍼박테리아가 되는데 

2005년 국내에서 69.2%의 OXA-23생성 균주를 보고한 바 있

다[20].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보고

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병원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세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 하거나 감염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사용한 기구들의 철저한 소독과 멸균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
과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재는 감염균을 전달할 수 있

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멸균이 필수지만 현실적으

로 이들을 사용한 후, 즉시 세척이나 멸균할 수 없는 게 현실

이다. 더욱이 사용한 기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구 표면에 

묻어 있는 혈액, 체액 등 유기물에 존재하는 각종 세균과 바

이러스가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 진료실에서 사용되었던 기구 

등을 특별한 장치가 없이 쉽게 소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산 

기구소독용 발포정(아오스제로점, ㈜ 아오스)의 성능을 확인

하여 병원내에서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재료 및 방법

1. 시험균주

본 연구를 위한 시험균주는 KPC-2 생성 K. pneumoniae, 
KPC-3 생성 K. pneumoniae, NDM-1 생성 K. pneumoniae, 
VIM-2 생성 E. cloacae, VIM-2 생성 P. aeruginosa, MRSA, 
OXA-23생성 A. baumannii,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VRE)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사용배지 

세균배양에 사용된 배지는 혈액한천배지(Micromedia, 
Busan, Korea), MacConkey 한천배지(BBL, Maryland, USA), 
Luria-Bertani (Difco, M.D., USA) 액체배지를 사용하였다.

 
3.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성분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국내에서 개발된 아오스제로점 

(주)AOS사의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성분은 구연산(citric acid), 
비타민C, 비타민B2, 아디핀산(adipic acid), 이염화이소시아뉼

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수소칼슘(calcium hydrogen),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 glycol), 스테아린산 마그네슘(magnecium 
stearate), 레몬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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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균력 측정

순수 배양된 세균을 Luria-Bertani 액체배지에서 증균 시킨 

후, nephelometer 0.5로 현탁 고정한 1 mL의 배양액을 3 L 수
조에 넣고 기구소독용 발포정(1g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

다렸다. 측정은 총 3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순수한 물(Distilled 
water), 두 번째 단계는 세균 배양액 투입 후, 세 번째 단계는 

발포정의 완전용해 후로 구분하였고 샘플의 양은 1 mL이었으

며 이를 5배 희석한 200 mL의 배양액을 그람양성균은 혈액한

천배지, 그람음성균은 MacConkey 한천배지에 평판도말하였

다. 도말된 배지를 37℃ 항온기에서 18시간 배양 후, 집락의 

수를 계수하여 살균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3회 반복 시험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KPC-2 생성 Klebsiella pneumoniae

에 대한 살균력 효과

KPC-2을 생성하는 K. pneumoniae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

았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350개, 2차 colony 392
개, 3차 colony 381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2.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KPC-3 생성 Klebsiella pneumoniae

에 대한 살균력 효과

 KPC-3을 생성하는 K. pneumoniae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

았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475개, 2차 colony 124
개, 3차 colony 100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3.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NDM-1 생성 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한 살균력 효과

NDM-1을 생성하는 K. pneumoniae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

았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402개, 2차 colony 225
개, 3차 colony 402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4.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VIM-2 생성 Enterobacter cloacae

에 대한 살균력 효과

VIM-2를 생성하는 E. cloacae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

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았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374개, 2차 colony 289개, 3차 

colony 434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5.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VIM-2 생성 Pseudomonas 

aeruginosa에 대한 살균력 효과

VIM-2를 생성하는 P. aeruginosa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

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았

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183개, 2차 colony 161개, 
3차 colony 248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

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6.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살균력 효과

VIM-2를 생성하는 MRSA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

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았다. 세
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472개, 2차 colony 435개, 3차 

colony 451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7.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OXA-23 생성 Acinetobacter 

baumannii에 대한 살균력 효과

OXA-23을 생성하는 A. baumannii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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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dental instruments disinfection’s effervescent tablet on super bacteria

Strains Tests Distilled water
D.W. 

with bacteria

After dissolution of 

effervescent tablet

KPC-2 KPN

1 0 350 0

2 0 392 0

3 0 381 0

KPC-3 KPN

1 0 475 0

2 0 124 0

3 0 100 0

NDM-1 KPN

1 0 402 0

2 0 335 0

3 0 402 0

VIM-2 E. cloacae

1 0 374 0

2 0 289 0

3 0 434 0

VIM-2 P. aeruginosa

1 0 183 0

2 0 161 0

3 0 248 0

MRSA

1 0 472 0

2 0 435 0

3 0 451 0

OXA-23 A. baumannii

1 0 92 0

2 0 81 0

3 0 47 0

VRE

1 0 367 0

2 0 258 0

3 0 313 0

KPC-2 KPN, KPC-2-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KPC-3 KPN, KPC-3-producing K. pneumoniae; NDM-1 KPN, NDM-1-producing Klebsiella pneumoniae;
VIM-2 E. cloacae, VIM-2-producing Enterobacter cloacae; VIM-2 P. aeruginosa, VIM-2-producing Pseudomonas aeruginosa;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OXA-23 A. baumannii, OXA-23-producing Acinetobacter baumannii;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았다. 세균 배양액 투입 후, 1차 colony 92개, 2차 colony 81개, 
3차 colony 47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

후의 샘플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

8.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에 대한 살균력 효과

VRE에 대해 첫 번째 단계인 멸균증류수에서는 3회 시

험 모두 세균의 집락을 발견되지 않았다. 세균 배양액 투

입 후, 1차 colony 367개, 2차 colony 258개, 3차 colony 313
개가 형성되었으나 발포정이 완전히 용해된 직후의 샘플

에서는 세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1><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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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ed water (D.W.) D.W. with bacteria After dissolution of effervescent tablet

<Fig. 1> Growth colonies of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faecium from spreads plated by the plate 

spreading method on the blood agar plate.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치과진료실에서 사용한 오염된 기구를 쉽게 소

독할 수 있도록 개발된 ㈜AOS사의 아오스제로점에 대하여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8균주를 대상으로 살균력을 실험하였다.  
KPC-2 생성 K. pneumoniae, KPC-3 생성 K. pneumoniae, 
NDM-1 생성 K. pneumoniae, VIM-2 생성 E. cloacae, VIM-2 생
성 P. aeruginosa, MRSA, OXA-23생성 A. baumannii, VRE을 각 

1균주 씩 Luria-Bertani 액체배지에서 증균 시킨 후, 측정은 첫 

번째 단계는 순수한 물, 두 번째는 세균 배양액 투입 후, 세 

번째는 발포정의 완전용해 후로 구분하여 배양 후, 집락의 수

를 계수하여 살균능을 측정하였다. 이를 3회 반복 실험한 결

과 실험대상 세균 모두 발포정이 완전용해 후에서는 모두 사

멸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국내에

서 개발된 (주)AOS사 아오스제로점의 기구소독용 발포정은 8
종류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해 살균효과가 있어 액체 및 분말

로 된 제품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여 치과병원에서 오염된 기

구를 소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기구소독용 발포정의 성분은 식품첨가

물의 일종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구연산은 현재 미국 및 유럽

에서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Kim 등[21]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배합된 치약에서 항균력을 평가하고 치면세균막 억

제효과를 증명하였다. 또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은 차

아염소산나트륨과 비슷한 성분으로 Lee 등[22]은 발포정 형태

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용액의 염소이온 농도, 항균효

과 및 세포독성을 기존의 근관세척 용액으로 사용 중인 차아

염소산나트륨 용액과 비교하여 근관세척을 위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여 낮은 농도의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

트륨 용액이 제조 후 일주일 이내에 근관세척액으로 사용가

능하다고 하였다. 
 Choi[23]는 발포정 성분의 이염화이소시아눌산 나트륨 

50%, 아디프산 25%, 탄산수소나트륨 25%로 조성된 유기염소

계 살균소독제의 살균 소독력을 평가하기 위해 슈퍼박테리아

인 MRSA 1주, VRE 1주 외에 그람양성알균 총 4주, 그람음성

간균 총 12주, 진균 2주, Mycobacterium tuberculosis 2주, 표준

균주 4주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제 농도 100 ppm에 0.5, 1, 2, 5, 
10, 30, 60분간 노출시킨 후, 혼합액을 tryptic soy broth/agar 또
는 sabouraud dextrose agar에 접종하여 배양하고 균의 발육 유

무와 생균수를 관찰하였다. 슈퍼박테리아인 2균주 모두 100 
ppm의 염소 농도에서 노출시간 30초에 5 log10 이하로 감소하

는 결과를 보여 유기염소계 살균소독제에 대한 강한 살균력

을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아디핀산(adipic acid),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구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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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ic acid)등이 포함된 발포정 세정제의 슈퍼박테리아 대한 

살균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고, 치과 기구 소독

제와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 실험은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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