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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hand drying methods after hand-washing. Hand drying methods consisted of spontaneous evaporation, paper towel, hand dryer with rubbing, and hand dryer without rubbing.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crossover design. The subjects were eighteen university students and randomly assigned in four group. Each group had
the schedule of treatment. The schedule tested one drying method per a day and proceeded for 4 days.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July 27 to July 30, 2010. Data were analyzed by Kruskal-Wallis, Mann-Whitney and Wilcoxon test.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fter CFU between natural dry, paper towel, air dryer with hand rubbing, and air dryer without hand
rubbing(p= .006). The after CFUs of paper towel, natural dry and air dryer without hand rubbing groups were statistically less than air
dryer with hand rubbing group.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the paper towel, spontaneous evaporation and without rubbing
hand dryer are effective hand drying interventions on reducing CFU on hand. However additional researches with large sample and
strict methodolog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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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Center of Hand Washing Campaign, 2010).

서 론

손은 신체부위 중 유해세균과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로 손 씻기를 통해 감염성질환의 70%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일이 잦아진 이래로 각종

알려져 있다. 대소변을 본 후,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 재채기를 할 때

세균 감염자나 보균자로부터 식중독, 유행성 각결막염, 감기, SARS,

손으로 입을 가린 경우, 애완동물을 만진 후, 음식물을 먹거나 요리

독감, 콜레라, 이질, 무균성 수막염, 결핵 등의 많은 감염성질환이 주

하기 전, 상처를 만진 후, 특히 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변에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래 신종플루(H1N1)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물을 조리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는 안 되고, 기저귀를 간 후, 콘택트렌즈를 끼거나 빼기 전, 책이나

바 있다. 대부분의 감염성질환은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병균이

컴퓨터를 만진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직접 침입하기보다는 균이 묻은 손을 눈, 코, 입에 갖다 댐으로써 감

and Prevention [CDCP], 2010).

염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성질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를 설치하

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여 “1830 손 씻기” 캠페인으로 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을 벌여오다
가(Kim, Park, & Kim, 2009), 2008년 8월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손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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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손 씻기 6단계를 의미하며, 5는 오늘부터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가지 약속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이고, 6은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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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각종 질병 예방을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Yamamoto, Kazuhiro와 Taka-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의료분야와 식품위생분야 종사

hashi (2005)는 종이타월, 손을 비비면서 핸드 드라이어, 손을 가만

자들은 손을 통해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크므로 특히 손

히 두고 핸드 드라이어 등 세 가지 방법의 균 제거 효과를 비교한 결

씻기를 주의해야 한다.

과 손바닥과 손가락은 손을 가만히 두고 핸드 드라이어로 건조한

이와 같이 광범위한 손 씻기 홍보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등으

경우에 균이 많이 감소하였고, 손가락 끝은 종이타월 사용 시에 균

로 인해 손 씻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손을 비비면서 핸드 드라이

볼 수 있다. 화장실에서의 손 씻기를 관찰한 조사결과를 보면,

어로 건조한 경우에는 오히려 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CDCP (2010)에서 2,800명을 관찰한 결과 63.4%가 손을 씻는 것으로

같이 손 건조방법에 따른 균 제거효과에 대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

나타났으며, Jeong 등(2007)은 여성 700명을 관찰한 결과 72.1%가 손

였으며, 연구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씻기를 실천하였고, Kim과 Kim (2009)이 여자대학생 113명을 대상

필요하다고 본다.

으로 관찰한 결과 98.2%가 손 씻기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본 연구는 손 씻기 후 건조 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의 차이

Kim, Park과 Kim (2009)이 남자대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손 건조방법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서는 16.9%만이 손 씻기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상자에 따라

시도하게 되었다. 나아가 향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등 각급

손 씻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나 공공기관의 화장실에서 손 씻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균

손 씻기 실천을 위하여 WHO (2009)나 The National Center of Hand
Washing Campaign (2010)에서 표준화된 손 씻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

집락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손 건조방법을 실현할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함이다.

지만, 손 씻기 방법만으로 손의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Larson 등의 연구(Ahn, 2002에 인용됨)에 의하면 효과적
으로 손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방법 이외에도 사용
한 비누의 양, 마찰의 양, 손 씻기 빈도, 소요시간과 손 씻은 후 건조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 씻기 후 건조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중 손 씻기 후 손 건조 방법은 크게 두

1) 손 씻기 후 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

가지로 열풍이나 제트 에어에 의한 비접촉 건조와 종이타월, 면타

이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방법을 시행한

월 등 수분 흡수매체에 수분을 전이하는 방법이 있다(Patrick, Find-

후 균 집락 수 차이를 비교한다.

on, & Miller, 1997). WHO (2009)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범
국민손씻기운동본부(2010)의 올바른 손 씻기 유인물에 따르면 손

3. 연구 가설

씻기 후 이상적인 건조방법으로 종이타월을 한 장을 사용하여 손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의 물기를 제거하고 그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잠그도록

가설 1: 손 씻기 후 손 건조방법에 따라 손의 균 집락 수의 유의한

권장하고 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손 씻기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타월을 이용한 손 건조를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화장실에 종이타월이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4. 용어 정의

많다. 현실적으로는 종이타월 이외에 핸드 드라이어, 손수건, 털어

1) 손 씻기(hand washing)

서 물기 제거, 옷에 닦기 등 다양한 손 건조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
로(CDCP, 2010; Kim & Kim, 2009; Park, 2010; Park et al., 2008), 다양

2009년 WHO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손 씻기 방법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 손 건조방법에 따라 손의 세균 감소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1) 손을 물에 적신다.

해볼 필요가 있다. Kim 등(1998)은 중환자실에서 손 씻기 후에 종이

(2) 충분한 양의 비누(알뜨랑, LG, 울산, 대한민국)를 도포한다.

타월과 면타월로 건조했을 때, 종이타월과 면타월에 상관없이 손

(3) 양 손바닥을 서로 문지른다.

세척 후에 손 세척 전보다 균 집락 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4) 왼쪽 손등에 오른쪽 손바닥을 놓고 깍지를 끼고 비비며 반대

타나 손 세척방법이나 건조방법 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재고해야

쪽 부위도 동일하게 한다.

한다고 하였다. Gustafson 등(2000)은 자연건조, 종이타월, 면타월,

(5) 손바닥을 대고 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핸드 드라이어의 균 제거 효과를 비교한 결과 4가지 건조방법 간에

(6) 손가락을 맞물리게 하여 손가락등을 반대쪽 손바닥에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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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른다.
(7)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엄지를 감싸지고 문지르고 반대쪽

① 손 씻기 후 과도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손을 10회 턴다.

부위도 동일하게 한다.

② 핸드 드라이어의 건조 공간 내에서 양손을 가볍게 비비면서

(8) 오른손가락을 모아 쥐고 손끝의 뒷면과 앞면을 왼쪽 손바닥

육안으로 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린다(약 30초 소요). 이때 손

에 문지르고 반대쪽 부위도 동일하게 한다.

이 기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손을 물에 헹군다.
(2)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① 손 씻기 후 과도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손을 10회 턴다.

2) 자연건조

손 씻기 후 수분을 흡수하는 물질이나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하

② 핸드 드라이어의 건조 공간 내에서 손을 가만히 두고 육안으

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구

로 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린다(약 1분 소요). 이때 손이 기계

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손 씻기 후 과도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손을 10회 턴다(양

연구 방법

손을 가볍게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건조로 손
을 말리는데 7-8분이 소요됨).
(2)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곳에 접촉되지 않도록 양손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손 씻기 후 4가지 건조방법(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을 들고 가볍게 흔들어서 육안으로 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린
다(약 2분 소요).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
이어 건조)에 따라 손의 균 집락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4 ×4 교차설계(crossover design)를 이용하였다(Figure 1). 우선 대

3) 종이타월 건조

손 씻기 후 종이타월(뽀삐 종이타올, 유한킴벌리)을 사용하여 손

상자를 무작위로 1, 2, 3, 4집단에 배정한 후, 집단 1은 자연건조, 종이

의 물기를 말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는

타월 건조,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다음과 같다.

핸드 드라이어 건조의 순으로, 집단 2는 종이타월 건조, 손을 마찰

(1) 손 씻기 후 과도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손을 10회 턴다.

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2) 남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종이타월 1장을 이용하여 손바닥,

자연건조의 순으로, 집단 3은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등, 손가락 사이, 손끝 순으로 육안으로 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지 닦는다(약 20초 소요). 이때 손목 아래로 종이타월이 닿지 않도

의 순으로, 집단 4는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자연

록 한다.

건조, 종이타월 건조,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의 순으로
실험처치를 실시하였다. 손이 재오염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4시간
간격으로 4일에 걸쳐 4가지 건조방법을 적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4)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 씻기 후 더운 공기로 습기를 말리는 핸드 드라이어(RA270, 로

교차설계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4가지 실험처치를 다 실시하기

얄 TOTO)를 사용하여 손을 건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 대상자의 다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불

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처치 순서에 따른 이월효과(carry-

1 day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2 day

3 day

4 day

Pre

Tx

Post

Pre

Tx

Post

Pre

Tx

Post

Pre

Tx

Post

Y11
Y21
Y31
Y41

X1
X2
X3
X4

Y12
Y22
Y32
Y42

Y11
Y21
Y31
Y41

X2
X3
X4
X1

Y12
Y22
Y32
Y42

Y11
Y21
Y31
Y41

X3
X4
X1
X2

Y12
Y22
Y32
Y42

Y11
Y21
Y31
Y41

X4
X1
X2
X3

Y12
Y22
Y32
Y42

X1 = natural dry; X2 = paper towel; X3 = air dryer with hand rubbing; X4 = air dryer without hand rubbing.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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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effect)는 대상자를 실험처치의 순서에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1) 비누 배양

손 씻기를 실시하는 세면대의 흐르는 수돗물에 멸균된 면봉을
적신 후 연구에 사용한 비누의 표면을 긁어 배지에 획선평판법으

2. 연구 대상

로 도말하여 균주를 채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으로서, 손에 상처가 없고 연구 참여동의서
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2010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구광역시

(2) 공기 배양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0명, 여자 대학생 10명 총 20명을

자연건조를 실시하는 화장실 내 세면대 위에 배지를 두고 사람

임의표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

들의 통행을 차단한 상태에서 2분간 가만히 공기에 노출시켜 균주

았다.

를 채취하였다.

대상자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원부에서 무작위 계통적
표출법(systemic sampling)으로 5명씩 표출하여 집단 1, 2, 3, 4에 무작

(3) 종이타월 배양

위로 할당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1명이 실험 3일째에 손의 상처가

멸균장갑을 착용하고 멸균가위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할 종이

생겨 탈락하였고 다른 1명은 실험 4일째에 감기에 걸려서 손의 균집

타월을 5× 5 cm 크기로 잘라 배지에 20초간 접촉시킨 후 종이타월

락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아웃라이어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

을 제거하여 균주를 채취하였다.

라서 최종 연구 대상자는 18명으로 실험처치당 18명의 연구 대상자
가 참여하였으며 4가지 실험처치에 참여한 연인원은 72명이었다.

(4)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 배양

실험에 사용할 핸드 드라이어의 송풍구 20 cm 아래 배지를 놓아
3. 자료 수집 방법

두고 1분간 지속적으로 핸드 드라이어 바람에 노출되게 하여 균주

1) 손 씻기 및 손 건조방법 교육

를 채취하였다.

우선 손 씻기와 손 건조방법의 교육내용을 작성하였다. 손 씻기
는 WHO 손위생 지침(2009)에서 손 건조방법을 제외한 내용을 근

3) 연구 진행 절차

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손 건조방법은 Gustafson 등(2000), Yama-

실험처치 및 자료 수집은 2010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moto, Ugai와 Takahashi (2005), Kim 등(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

진행되었으며 장소는 K대학교 간호대학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을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방법을 구성하였다. 간호대학 교
수 1인과 대학병원 감염관리팀장 1인, 감염관리간호사 1인 총 3인으
로부터 손 씻기와 손 건조방법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으며, 프레
젠테이션 자료와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에 사용하였다.

(1) 사전조사

손 씻기 전에 대상자의 손과 팔에 있는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도
록 하였다. 이는 반지, 시계와 팔찌 등은 손을 씻는 동안 피부에서 미

연구자 1인이 실험처치 당일 간호대학 일 강의실에서 프레젠테이

생물이 제거되는 것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미생물이 반지, 시계와

션 자료를 사용하여 손 씻기와 손 건조방법에 대한 교육을 20분간

팔찌 밑의 피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Jeong et al., 2007;

실시하였으며, 매 실험처치 시에 손 씻기와 해당 손 건조방법에 대

Beam, 1989).

해 간단하게 재설명하였다.

사전조사로 대상자의 왼손을 펴서 핸드 플레이트 agar 배지 EASY
CHECKER (TPC, KOMED, 한국)에 초시계를 이용하여 10초간 접

2) 예비조사

촉시키도록 하였다. 접촉을 마친 배지를 36°C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자료 수집을 위한 손 씻기에 사용되는 비누, 자연건조가 이루어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배지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지는 화장실의 공기, 종이타월,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

Colony counter를 이용하여 유성펜으로 표시하면서 균 집락 수를

기에 포함되어 있는 균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각각 5개의 tryptic soy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하였다.

agar 배지에 채취하여 36°C 인큐베이터(인큐베이터, 한백과학)에서

(2) 실험처치

24시간 배양한 후 Colony counter (BZG 28, WTW, 독일)와 유성펜을
이용하여 균 집락 수를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하였다.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세면대에서 손 씻기
를 실시하였다. 손 씻기 방법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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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 씻기 교육자료를 세면대 앞에 붙이고 대상자와 실험자가 동시
에 확인하면서 실험처치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비누는 총 20

(5) 비누, 공기, 종이타월,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의
균 집락 수 평균을 구하였다.

개를 마련하여 실험 첫째 날 대상자 1인당 1개씩 선택하여 사용하

연구 결과

도록 하였고, 사용 후에는 비누를 헹구어서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
킨 후 다음 실험일에 다시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 첫째 날에는 손 씻기 후 Group 1의 대상자 5명은 자연건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전 균 집락 수 동질성 검증

Group 2의 대상자 5명은 종이타월 건조, Group 3의 대상자 5명은 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대학생 9명(50.0%), 여자대학생 9명

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 Group 4의 대상자 5명은 손을 마

(50.0%)이었으며, 나이는 23세 이상 7명(38.9%), 23세 미만 11명(61.1%)

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험 2, 3, 4

으로 평균 22.67세였다. 1학년 3명(16.7%), 2학년 4명(22.2%), 3학년 6명

일에 각 Group별로 해당 손 건조방법을 바꾸어서 실시하였다. 손 건

(33.3%), 4학년 5명(27.8%)이었다.

조방법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서 교육한 손 건조 교육자료를

사후 균 집락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사전 균 집락 수에

손을 건조시키는 화장실 거울에 부착하여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

대해 건조방법별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연건조군의 사전

도록 하였다.

균 집락 수 223.17, 종이타월 건조군 290.11,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
라이어 건조군 282.94,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
219.89로서 Kruskal-Wallis 검사 결과 4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3) 사후조사

Group별로 4일에 걸쳐 4가지 건조방법에 따라 손을 건조시킨 후,

었다(p = .978) (Table 1).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배지에 손을 10초간 접촉시키고, 배지를
24시간 배양한 후 균 집락 수를 전수조사하였다.

2. 가설 검증

“손 씻기 후 건조방법(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손을 마찰하는
4. 자료 분석 방법

핸드 드라이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에 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자료의

라 손의 균 집락 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 분석을 하였다.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사전 균 집락 수 동질성 검
증은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연건조군의 사후 손의 균 집락 수는 96.39개, 종이타월군 67.56
개,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 447.56개, 손을 마찰하지

(2) 4가지 손 건조방법에 따른 손의 균 집락 수 비교는 Kruskal-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 105.61개로 나타났으며, Kruskal-Wallis

Wallis test, 사후검증은 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적용한

test에서 건조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p =

Mann-Whitney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006), 손 건조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 4집단의 손 씻기 전후 균 집락 수의 비교는 Wilcoxon test를 이

ney test 사후검정 결과, 자연건조군, 종이타월 건조군과 손을 마찰

용하여 분석하였다.
(4) 4집단의 사후 균 집락 수 증가사례와 감소사례를 빈도분석을

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의 균 집락 수가 손을 마찰하는 핸
드 드라이어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였다.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Number of Bacteria before Hand Washing among Four Drying Methods Group by Kruskal-Wallis test
Pre CFU

χ2

Drying Method

Max

Min

Natural dry (n = 18)
Paper towel (n = 18)
Air dryer with hand
rubbing (n = 18)
Air dryer without hand
rubbing (n = 18)

964
1,207
1,321

10
7
15

223.17 ± 241.003 0.195 .978
290.11 ± 359.619
282.94 ± 350.031

765

19

219.89 ± 226.934

CFU = colony forming unit.

은 지지되었다. Bonferroni Correction Method을 적용한 Mann-Whit-

Mean ± SD

p

Table 2. Number of Residual Bacteria after Hand Washing and Drying
according to 4 Drying Methods by Kruskal-Wallis Test and Post hoc
Mann-Whitney Test
Drying Method
Spontaneous evaporation
Paper towel
Hand dryer with rubbing
Hand dryer without rubbing
CFU = colony forming unit.

Post CFU
Mean ± SD

χ2

p

96.39 ± 138.726 12.444 .006
67.56 ± 75.603
447.56 ± 696.686
105.61 ± 134.514

Post hoc
Mann-Whitney test
a, b, d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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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 & Post Number of Bacteria according to 4 Drying Methods
by Wilcoxon Test
Pre CFU

Drying Method
Spontaneous
evaporation (n = 18)
Paper towel (n = 18)
Hand dryer with rubbing
(n=18)
Hand dryer without
rubbing (n = 18)

Post CFU

Mean ± SD
223.17 ± 241.003

Mean ± SD

z

p

96.39 ± 138.726 -2.265 .024

290.11 ± 359.619 67.56 ± 75.603 -2.959 .003
282.94 ± 350.031 447.56 ± 696.686 -0.414 .679
219.89 ± 226.934 105.61 ± 134.514 -2.286 .022

Table 4. Number of Bacteria after Hand Washing and Drying according
to 4 Drying Method
Drying Method
Spontaneous evaporation
Paper towel

5 (27.8%)
2 (11.1%)

Hand dryer with rubbing
Hand dryer without
rubbing

13 (72.2%)
15 (83.3%)

0 (0.0%)
1 (5.6%)

10 (55.6%)

8 (44.4%)

0 (0.0%)

4 (22.2%)

14 (77.8%)

0 (0.0%)

논 의

CFU = colony forming unit.

3. 4집단의 손 씻기 전후 균 집락 수 비교

Increased case Decreased case Unchanged case
n (%)
n (%)
n (%)

병원 종사자의 손을 통하여 병원감염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 씻기 전과 후의 균 집락 수를 Wilcoxon test로 검증한 결과를

의료인의 손 위생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식중독의 발생원인 중 상

보면, 자연건조군은 사전 균 집락 수가 223.17개에서 사후 96.39개로

당부분이 부적절한 손 씻기에서 비롯되므로 식품 취급 종사자의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 = .024), 종이타월군은 사전 290.11개에서 사

손 씻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가정, 직장 및 공

후 67.56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3). 그러나 손을 마찰하는

공시설에서 개인위생의 기본 실천사항 중 하나로서 손 씻기와 손 건

핸드 드라이어군은 사전 282.94개에서 사후에 447.56개로 오히려 증

조를 포함하는 손 위생을 잘 실천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여야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 .679). 마지막

한다.

으로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군은 사전 219.89개에서 사
후 105.61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22) (Table 3).

손 씻기 방법은 WHO (2009)와 우리나라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2010)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있는데 비해, 손 건조방법으
로는 자연건조, 헝겊타월, 종이타월, 핸드 드라이어 등이 다양하게

4. 사후 균 집락 수 증가사례와 감소사례 빈도분석

사용되고 있다. Kim 등(1998)의 연구에서는 손 씻기 후 헝겊타월과

손 건조방법에 따라 사전에 비해 사후에 균 집락 수가 감소한 사

종이타월로 건조한 결과 손 씻기 전보다 균 집락 수가 증가한 것으

례 수와 증가한 사례 수를 비교해보면, 자연건조군의 경우 사후에

로 나타나서 손 건조방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더불어 손 씻기

균 집락 수가 감소한 사례가 72.2%이고 균 집락 수가 증가한 사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비누, 공기, 물 등에 대한 관

27.8%로 나타났고, 종이타월군의 경우 균 집락 수 감소 사례가

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손 씻기 방법으

83.3%, 증가 사례가 11.1%로 나타났으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로 손 씻기를 잘 수행하였다하더라도 씻은 손을 건조하는 동안 손

드라이어군은 사후에 균 집락 수가 감소한 경우 77.8%, 증가한 경우

이 다시 오염되어 손 씻기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손 건조

22.2%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군은 사후

방법에 따른 손의 세균 수를 확인하고 적절한 손 건조방법을 선택

에 균 집락 수가 증가한 사례가 55.6%로서 감소한 경우 44.4%보다 오

할 필요가 있다.

히려 높게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 후 손 건조방법으로서 공공시설에서 많
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건조, 종이타월,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

5. 비누, 공기, 종이타월,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 배양

어 건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를 실시한 후 손의

결과

균 집락 수를 산출한 결과, 자연건조군, 종이타월군 및 손을 마찰하

손 씻기와 건조에 사용되는 물품과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균을

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군이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

각 5개의 배지에 채취하여 집락 수를 집계한 결과, 비누에는 0.80개,

보다 유의하게 균 집락 수가 적게 나왔으며, 또한 자연건조군, 종이

자연건조가 이루어지는 화장실의 공기에는 1.20개, 종이타월에는

타월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군이 손 씻기 전에 비해

0.80개로 극히 적은 균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

손 건조 후에 균 집락 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오는 더운 공기에는 58.40개의 많은 균이 검출되었다.

손 건조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를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Blackmore (1989)는 종이타월이 핸드 드라이어에 비해 더 효과적이
라고 보고하였으나 핸드 드라이어 사용 시 손을 마찰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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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급이 없어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Ansari

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

등(1991)은 핸드 드라이어가 종이타월이나 헝겊타월보다 더 효과적

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핸드 드라이어기는 설치한 지 7개

이라고 하였으며, Davis 등(1969)의 연구에서는 헝겊타월, 종이타월,

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검출되었으므로 관리부서

핸드 드라이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Gustafson 등(2000)의 연구

에서는 핸드 드라이어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 청

에서는 헝겊타월, 종이타월, 핸드 드라이어, 자연건조 간에 차이가

소방법과 시기를 준수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손 건조방법에 따른 균 집락 수에 대한 연구

의 핸드 드라이어기는 기존의 필터를 세척하여 재활용하는데 잔여

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는 손을

균이 존재한다거나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씻고 나서 물기를 털고 가볍게 흔들면서 말리는 자연건조법, 일회용

일회용 필터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종이타월 건조법과 손을 마

본 연구에서 종이타월, 자연건조 및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

찰하지 않는 가만히 핸드 드라이어 아래 두고 있는 건조법을 추천

라이어가 손 씻기 후 균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으나, 범

할 수 있지만, 향후 큰 효과크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표본수를 증가

국민손씻기운동본부(2010)에서 손 건조방법으로 종이타월을 권장

시키고 엄격한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재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

하고 있고 자연건조는 종이타월 건조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

로 사료된다.

며, 핸드 드라이어에서는 균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종이타

본 연구에서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은 균 집락 수

월 건조가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손을 씻고

가 사전에 282.94개에서 사후에 447.56개로 4군 중에 유일하게 손 건

종이타월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종이타월을 사용하고, 종이

조 후에 균 집락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타월이 떨어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일회용 휴지를 휴대하여 사용

사후에 사전보다 균 집락 수가 감소한 사례가 자연건조군의 경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일회용 종이타월을 계속 사용하는

72.2%, 종이타월군의 경우 83.3%,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나 종이타월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훼손

어군의 경우 77.8%로 대부분 사후에 균 집락 수가 감소하였는데 비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와 Gustafson 등(2000)의 연구에서

해,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군에서는 사후에 균 집락 수가 증

종이타월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 자연건조법의 효율성에 대해 재

가한 사례가 55.6%로서 감소한 사례 44.4%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다. 이는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이 손을 마찰하지 않

결론적으로 보면, 손 씻기 후 건조방법으로는 종이타월, 자연건

는 핸드 드라이어 건조군보다 손바닥과 손가락의 균 집락 수가 유

조가 균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핸드 드라이어로 손

의하게 많았다는 Yamamoto, Ugai와 Takahashi (2005)의 연구결과와

을 건조시킬 때는 손을 비비지 말고 가만히 두어야 하며, 핸드 드라

일치하였다. Yamamoto, Ugai와 Takahashi (2005)는 손을 문지르게

이어를 설치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손

되면 모낭에서 피부표면으로 균을 이동시키게 되어 충분한 소독효

건조방법의 균 제거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

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면서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할 때는

로, 향후 연구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종이타올, 비누, 핸드 드

비비지 말고 정지한 상태로 말릴 것을 권장하였고, 본 연구도 그 연

라이어의 사전 오염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엄격한 무작위화 실험설

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핸드 드라이어로 손을 건조할 때 습관

계연구를 더 실시하여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으로 손을 비비거나 건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비비면서 말리

연구근거를 바탕으로 근거중심실무(evidence-based practice)를 개발

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건강

하여 손 건조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작하여 전 국민

교육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손 위생 교육을 시행하여 감염예

다음으로 손 씻기와 건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누, 공기,

방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이타월에 포함되어 있는 균을 집계한 결과, 비누에는 0.80개, 자연
건조가 이루어지는 화장실 내 공기에는 1.20개, 종이타월에는 0.80

결론 및 제언

개로 극히 적은 균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핸드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에는 58.40개의 많은 균이 검출되었다. 이는 공기 중의 미

사람 손의 세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 씻기 후 손 건

생물이 핸드 드라이어 내로 빨려 들어가고 내부 온도가 높아서 미

조방법이 무엇인지 규명해본 결과, 자연건조, 종이타월 건조 및 손

생물 증식이 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 차원에서는 계속

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군이 손을 마찰하는 핸드 드라이

적으로 종이타월을 공급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화장실에 핸드

어 건조군보다 손의 균 집락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

손 씻기 후 손 건조방법에 따른 세균 제거 효과 비교

건조군, 종이타월군, 손을 마찰하지 않는 핸드 드라이어군은 사후
균 집락 수가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비해, 손을 마찰
하는 핸드 드라이어군은 사전과 사후의 평균 균 집락 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후에 균 집락 수가 증가한 사례가 더 많았다. 결
론적으로 손 씻기 후 건조방법으로 자연건조와 종이타월을 사용할
수 있고, 핸드 드라이어 사용 시에는 손을 비비지 않아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연구대상자에게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대상
자 수를 확대하고 종이타월, 비누, 핸드 드라이어의 사전 오염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추후 연구결과
들을 반영하여 손 건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국민들
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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