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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microbiological hazard on water purifiers at welfare facilities, 

hospital, school was investigated. A total of 427 cases purified cold water in 43 water purifiers were 

sampled to test about the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 bacteria,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and Salmonella spp. Total coliforms, Fecal coliforms and food poisoning bacteria was not detected 

anywhere. Water purifiers by Sampling is grouped into three phases of the experiment. The samples 

are suitable for water quality standard 19.0% in the first 50ml, 53.2% in the intermediate 2L and  

78.9% in the last 50ml.  The rates bellowing the drinking water quality at welfare facilities, hospital, 

school are 53.1%, 54.1%, 52.9% respectively. 

Species of heterotrophic bacteria isolated from public office water purifiers was Variovorax paradoxus, 

Micrococcus luteus, Microbacterium  hominis , Pseudomonas fluorescens etc. Most of bacteria found during 

the testing are common bacteria that exist in typical living environment.

Key words : water purifier, heterotrophic bacteria, total coliform, drinking water quality

요약문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에 설치된 43 의 정수기에서 총 427건의 정

수기 물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미생물학적 수질에 하여 조사하 다. 공공기관 

정수기 43 를 여과방식별로 조사한 결과 역삼투압방식 25 (58.1%), 필터여과방식이 18 (41.9%)

로 조사되었고, 역삼투압방식의 부적합률이 48.4%로 필터여과방식의 44.6%보다 많았다. 

정수기통과수 미생물학적 시료채취는 3단계로 구별하여 채수하 으며 조사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시료는 처음 50ml에서는 19.0%, 중간 2L에서는 53.2%, 마지막 50ml에서는 78.9%

로 조사되어 처음 50ml의 물에 비해 물을 2L 정도 흘려보낸 물에서 일반세균이 유의성 있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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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세균이 1,001/ml 을 넘은 시료는 처음 50ml에서는 19.2% 지만 

중간 2L에서는 3.5%, 마지막 50ml에서는 1.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중 오염원의 지표가 되는 총 장균군 및 분원성 장균군은 이번 조사결과 모두 불검출이

었고, 식중독균 또한 불검출이었다. 정수기에서 확인동정된 일반세균을 상으로 4 ℃에서 35 ℃

까지 온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미생물의 증식변화를 관찰한 결과 4 ℃, 10 ℃, 16 ℃, 35 ℃, 22 

℃순으로 증식이 되어 4 ℃에서는 거의 증식의 변화가 없었고 22 ℃에서 가장 활발한 증식변화를 

보 다. 냉수와 온수를 섞어서 혼합하여 마시는 경우 혼합 순서에 따른 미생물 변화를 측정한 결

과 온수 반컵에 냉수 반컵을 섞는 경우가 냉수 반컵에 온수 반컵을 섞는 경우보다 약 20-30%의 

일반세균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월별 검사결과  미생물의 변화는 봄, 여름 , 가을, 겨울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른 온도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통

과수 채수시 물의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를 조사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물에서 분리한 일반세균을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동정한 결과 그람음성균은 

Variovorax paradoxus 균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Pseudomonas 속이 7개, Moraxella  osloensis 균 5

개, Brevundimonas  vesicularis 균이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람양성균으로 Mycobacterium 속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Micrococcus luteus 균 8개, Microbacterium hominis 균 6개, Aeromicrobium  

kwangyangensis 균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검출된 세균의 부분은 일반환경에서 다량 존재하는 세균으로 병원성은 없으나 

Pseudomonas fluorescens, Staphylococcus epidermidis 등은 면역력이 낮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의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정수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반세균 오염은 수도꼭지, 정수

라인, 저수탱크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수기 청소시 저수조 및 연결호스를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하고 사용자는 매일 아침 정수기 물을 처음 음용시에는 약100ml 정도 버리고 음용할 

것을 권장하며 또한 따뜻한 물을 섭취시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 마실 경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제어: 정수기통과수, 종속 양세균, 총 장균, 분원성 장균, 식중독균

1. 서 론

물은 인체의 약 60-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 생명의 유지에 절 적으로 필요한 구성 

성분이며 체내에서 양분과 노폐물을 운반하고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등 생명유지에 있어서 기

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경제 성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위생적인 음용수에 한 관심이 많아졌다.(1,2) 그러나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사건, 폐광주변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수질오염이 증가하여 수돗물을 그 로 마시는 경우보다 

생수를 구입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정에서나 학교등 공공시설에서도 보편화 되었

다.(3,4)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정수장 개선 및 급배수관망 교체 등의 개선으로 수돗물의 위생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연구조사 발표에 의하면 염소소독 냄새가 나거나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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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그 로 음용하는 비율은 1.3～1.7%에 불과하 다.(5,6)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내

에도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음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7,8) 그

러나 정수기 사용의 증가와 함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미생물 오염 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빈도 및 사용량, 청소 및 필터교환 주기, 설치된 지점의 환경 등에 따라 미생물 증식으로 이어

져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9,12)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중 세균학적 수질과 관련한 표적인 검사항목으로 일반세균, 장균군, 

Escherichia coli 등이 있으며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세균으로 측정되는 세균의 

일부는 기회성 병원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균군과 Escherichia coli 는 수인성 질병의 주요 원인

이 되는 분변성 오염을 진단하는 표적인 지표 미생물이다.(13,14)

정수기물은 정수방식에 따라 크게 역삼투압방식과 중공사막 방식이 있다. 역삼투압 방식은  그

림2와 같이 공극이 촘촘한 인공 역삼투막 필터에 삼투압에 반 되는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여 

물을 통과 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을 깨끗하게 걸러 주게 되어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이 된다. 

한국환경수도연구소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역삼투압방식이 56.2%로 필터여과식인 43.8% 보다 

많았다. 중공사막방식은 그림1과 같이 원래 사람의 혈액을 걸러 주는 인공신장 투석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으로 된 필터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나노필터, 카본필터 등이 채택되어 유해성

분인 세균, 중금속을 잡아주고 좋은 성분인 미네랄은 통과되는 필터를 개선하여 설치하고 있다.(15)

Fig. 1.  The structure of the hollow fiber membrane filter system.

Fig. 2.  The structure of the reverse osmosis fil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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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과 유량, 제거성

능, 여과능력 등에 해 정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생물검사에 한 규

정은 없어 부분 정수기 관리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부분 정수기관리업체에서 필터

교체 및 저장탱크 청소 등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나 미생물 오염은 정수기 내부의 관리상

태뿐만 아니라 사용량, 사용빈도, 꼭지부분 오염 등 외부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면역성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아이

들이 관리상태가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인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4년 식중독발생 보고를 원인시설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점 70.1%, 학

교 16.8%, 집단급식소 4.9%, 가정집 2.3% 순으로 집단급식시설이 주요 식중독발생장소로 보고

되고 있다.(16)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 원인은 식재료 및 급식의 안전성 확보 미흡과 시설

ㆍ설비의 부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7) 조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집단급식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용수의 관리상태가 비위생적이면 질병을 

일으킨다는 보고(7)를 고려 할 때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정수기에 한 위생 관리가 미

흡할 경우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보면 공공장소 정수기 수질에 한 미생물학적 검토(8), 가정용 정수

기 정수효과 실태조사(4), 군산지역 초등학교 정수기 물의 미생물학적 수질(7), 교내 정수기 종류

별 수질비교(2), 가정용 정수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9) 및 경상북도지역 학교지하수 및 정

수기통과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19)가 있지만 부분 검체 채취시 약1분간 흘려보낸 후 

2L~4L 채수하거나 곧바로 채수하여 꼭지부분이나 연결호수의 미생물 오염파악이 들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수시 3 단계로 채취하여 채수 시기별 수질오염에 관해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 고, 또한 3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 채취하여 계절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 한 현

장조사와 더불어 일반세균, 총 장균군, 분원성 장균군 및 식중독균을 조사하여 수질상태를 파

악하고, 일반세균을 분리 및 동정하여 병원성유무를 파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정수기 관

리에 필요한 수질 및 위생 상태를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채수방법

공공시설에 이용하는 정수기에 한 수질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13 , 사

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9 , 병원에 설치된 정수기 21 , 총 43에 해 2015년 3월부터 12

월까지 총1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 다. 시료채취는 정수기 한 당 세단계로 구분하여 채취하

으며 처음 물 50ml을 멸균된 Conical tube에 받고 두번째로 2L 채수용기에 채수를 하 고 세번

째로 50ml를 받은 후에  4 ℃로 냉장보관한 상태로 실험실로 운반하여 곧바로 배양을 하 다.  

  2.2. 미생물 수질검사

일반세균수는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에(Ministry of Environment 2011) 따라 측정하 으

며 10 단계 희석법에 따라 희석한 각각의 희석액과 시험용액을 멸균 Petri dish 2장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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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l씩 분주한 후 Standard Plate Count agar(Oxoid, England)를 무균적으로 분주하여 냉각 응

고시킨 후 35 ℃에서 48시간 배양하 다.  총 장균군 및 분원성 장균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준 중 효소이용정량법을 준용하여 분석하 다. 배지는 Coliert kit(IDEXX, USA)를 사용하여 제

조사의 지시에 따라 혼합된 시료 100ml과 colilert 시약을 시료에 넣고 완전히 녹인 후 각각 35 

℃ 및 44 ℃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24시간 배양 후 노란색이 나타나면 양성으로 판정하고, 

형광이 관찰되면 장균 양성으로 판정하 다.

식중독 미생물의 분리 동정은 식품공전방법 로 실험하 으며 B. cereus는 시험용액 100 µL를 

MYP agar(BACARA; AES Chemunex, France)에 도말하여 35 ℃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분홍색

의 혼탁한 환을 갖는 집락을 선별하여 혈액한천배지(Komed, Korea)에 도말하 으다. Salmonella 

spp.는 Peptone water(Oxoid, England) 45ml에 시험용액 5ml를 가하여 35 ℃에서 24시간 1차 증

균 배양한 후 배양액 0.1ml를 10ml의 Rappaport-Vassiliadis broth(Oxoid, England)에 접종하여 

42 ℃에서 24시간 2차 증균 배양하여 MacConkey agar(Oxoid, England)에 획선 도말하 다. 

Staphylococcus aureus는 10% NaCl을 첨가한 45ml Tryptic Soy broth(TSB; Oxoid, England)에 시

험용액 5ml를 가하여 35 ℃에서 24시간 증균한 후, 난황이 첨가된 Baird-Parker agar(Oxoid, 

England)에 도말하 다.

  2.3. 일반세균의 분리 및 확인동정

공공시설에 설치된 43  정수기를 상으로 정수기에 서식하는 균종을 확인하기위해 일반세

균수 측정시 사용한 plate count agar에생겨난 집락을 상으로 일반세균의 분리와 동정실험을 

행하 다. 임의의 1개 plate count agar에 생겨난 집락 중 최  5개의 집락을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 배지에 연속으로 계  배양하 으며, 최종적으로 100개 집락의 순수배양을 얻었다. 

  2.3.1 유전자 추출

유전자 추출은 Boiling lysis 방법으로 진행하 으며 균현탁액을 100 ℃에 10분간 끓여 DNA

를 추출한후 15,000g에 10분간 원심분리하여 pellet을 제거하여 상등액을 PCR을 위한 DNA 주

형으로 사용하 다. 

  

  2.3.2 16S rDNA의 증폭

세균의 16S rDNA를 증폭하기 위하여 universal primer인 27F와 1492R을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 다. PCR 조건은 2X PCR Premix (Genetbio, Korea)에 20 ng의 template DNA를 첨가

하고 ddH2O로 최종 반응량을 20 μl로 맞추었다. PCR 증폭은 thermal cycler GenAmp PCR 

system 9700 (Applied Biosystems,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PCR 증폭 과정은 

predenaturation 과정으로 94 ℃에서 10분간 수행하 고, 94 ℃에서 30초간 denaturation, 55 

℃에서 30초간 primer annealing, 72 ℃에서 75초 extension을 총 30회 반복하고, 72 ℃에서 7

분간 최종 반응시켰다. 증폭된 PCR 산물은 SYBR green 이 첨가된 1.0% agarose gel 

(SeaKem®LE, TaKaRa)에서 전기 동 한 후 UV 분광광도계 Gel Doc XR system (Bio-Rad, 

USA)을 이용하여 260 nm 파장에서 약 1.5 kb에 해당하는 DNA 밴드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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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16S rDNA 염기서열분석 및 확인

16S r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증폭된 PCR 산물을 전기 동한 후, PCR　purification 

kit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하 고, ABI PRISM Dye terminator (Perkin-Elmer 

Applied Biosystem, USA)를 사용하여 96  ℃에서 10초, 50  ℃에 서 5초, 60  ℃에서 4분간 25

회 반복하여 염기서열 결정반응을 하 다. 반응 후 반응산물을 3 M sodium acetate (pH 5.8)

와 ethanol로 침전시킨 후 ABI 3100 Genetic Analyser(Applied Biosystem, USA)을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 다.  세균들의 16S rDNA의 부분 염기서열을 Blast network service를 이

용하여 EMBL/GenBank database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종명을 확정하 다. 

  2.4. 물 온도, 물 pH 및 주변온도 측정

정수기 수질에 한 미생물학적 검토를 위해 물 온도, 물 pH 및 주변온도의 환경조사를 실

시하 다. 물의 온도는 2L 용기에 받은 즉시 적외선 온도계(Raytek, US)로 측정하 으며, 물 

pH는 냉장상태로 사무실로 이송한 후 실험이 끝난 후에 pH측정기(Martini, U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정수기가 설치된 주변의 온도는 표준온도계(Dongmyung, korea)를 사용하여 즉시 

측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온도별 미생물 증식변화

정수기에서 확인동정된 일반세균을 상으로 4 ℃에서 35 ℃까지 온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미생물의 증식변화를 관찰한 결과 그림 3 에서와 같이 4 ℃에서는 거의 증식의 변화가 없었으

며, 10 ℃에서는 6일째 되는날 5배정도 미미한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16 ℃에서는 3일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일째 약30배 증가되었고, 22 ℃-35 ℃에서 가장 많은 증식이 관찰되었다. 

특히 22 ℃에서가 35 ℃도 보다 약간 더 많은 증식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세균은 22 ℃ 전후에

서 가장 활발한 증식의 변화가 있으므로 부분의 설치된 정수기의 주변 환경 온도가 22 ℃ 

전후이므로 더욱더 철저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예방에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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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growth change of bacteria in accordance with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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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냉수 및 온수의 순서변화에 따른 미생물 분포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해 냉수와 온수를 섞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냉

수와 온수의 혼합 순서에 따른 미생물 변화를 측정하 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온수 온도와 냉

수온도를 수은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각각 84.5 ℃, 7.8 ℃ 으며 냉온수를 1:1로 혼합하 을 

경우 42.8 ℃ 다. 250ml의 멸균병에 각각 100ml씩의 온수와 냉수를 혼합하는 순서를 바꾸면서 

세균수를 측정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온수에 냉수를 섞는 경우가 냉수에 온수를 섞는 경우보

다 약 20-30%의 세균이 감소하 다. 그 이유는 약85 ℃의 온수에 냉수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

올 때 처음 들어오는 세균들이 미생물의 성장이나 증식에 필수적인 세포벽이나 세포막에 손상

을 주어 사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열처리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방법은 초고온살균법(130～

150 ℃, 1～3초), 고온살균법(71 ℃,15～40초), 저온살균법(62～65 ℃,15～40초)이 있으며, 우유 

살균시에는 63 ℃～65 ℃에서 30분간 살균하는 저온장시간살균(LTST Pasteurization), 72 ℃～

75 ℃에서 15～20초간 살균하는 고온단시간살균(HTST Pasteurization), 88 ℃에서 1초간 살균

하는 순간살균(Flash Pasteurization)의 종류가 있다.  주요 식중독 미생물의 열 저항성을 보면 

90%의 세균이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온도가 살모넬라(D55=0.58～0.98분), 황색포도상균

(D71.7=4.1초), 비브리오(D60=5분), 리스테리아(D71.7=0.3～3.3초), 장균(D71.7=1초)으로 식중독균별

로 사멸하는 온도와 시간이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온수에 냉수를 섞은후 5:5 ∼ 6:4의 

비율로 섞어서 천천히 마실 경우 공중보건학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섭취하여 효과적으로 

식중독균 예방 및 일반세균의 저감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Cold water/Hot water            Cold water/Hot water

Fig. 4. Microbial observation of the cold and hot water mixed order changes.

3.3. 공공시설 정수기 통과수 미생물 분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통과수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학교 13개, 사회복

지시설 9개, 병원 21개 총 43개의 정수기를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측정하 으며  

또한 물온도, 물 pH, 주변 온도, 청소주기, 필터주기 등을 조사하 다.  

먹는물 수질기준 중 일반세균은 100CFU/ml 이하이며, 총 장균군과 분원성 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세균은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임상적, 역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반세균의 수가 많은 물일수록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보건학적 위생상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부분의 정수기통과수 미생물학적 시료채취는 약1-2분 물을 흘려 보낸 후 채취를 하지만 이번 

연구조사는 3단계로 구별하여 조사하 다. 조사 상 정수기 43개 중 427회 검사한 결과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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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료는 처음 50ml에서는 19.0%, 중간 2L에서는 53.2%, 마지막 

50ml에서는 78.9%로 조사되어 처음 50ml의 물에 비해 물을 2L 정도 흘려보낸 물에서 일반세

균이 유의성 있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처음 나오는 50ml에서는 81%가 수질기

준을 초과하여 정수기 이용자는 매일 아침 처음 물을 섭취할 때 한 컵 정도 버리고 섭취할 것

을 권장한다. 

일반세균이 100/ml 을 넘은 시료는 처음 50ml에서는 19.2% 지만 중간 2L에서는 3.5%, 마

지막 50ml에서는 1.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L 물을 흘려보낸 후에도 1.2%의 정수

기에서 100/ml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원인은 취수부위 오염보다 저수탱크 및 필터의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수기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수기 필터와 내

부의 위생기준 등 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주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1. Results of general bacteria were collected by the water purifier to step 3 sections

Measurement stage First Second Third

Total 427 427 427

< 100 cfu/ml 81(19.0%) 227(53.2%) 337(78.9%)

100 ~ 500 cfu/ml 162(37.9%) 138(32.3%) 75(17.6%)

501 ~ 1,000 cfu/ml 102(23.9%) 47(11.0%) 10(2.3%)

> 1,000 cfu/ml 82(19.2%) 15(3.5%) 5(1.2%)

공공기관 정수기 43 를 여과방식별로 조사한 결과 역삼투압방식이 58.1%, 필터여과방식이 

41.9%로 조사되어 역삼투압방식이 다수를 차지 다. 이는 가정용정수기 실태조사의 결과 총270

중 필터여과식이 202 로 72.1%를 차지 으며, 경남지역 학교 정수기 실태조사결과에서 필터

여과방식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4)

정수기 정수방식에 따른 일반세균 조사 결과 표2와 같이 역삼투압방식의 부적합률이 48.4%

로 필터여과방식의 44.6%보다 많았다. 측정구간별로 보면 필터여과방식에서 < 100 cfu/ml 

55.4%, 100 ~ 500 cfu/ml 30.5%, 501 ~ 1,000 cfu/ml 10.7%, > 1,001 cfu/ml에서 3.4%로 나타

났으며, 필터여과방식은 < 100 cfu/ml 51.6%, 100 ~ 500 cfu/ml  33.6%, 501 ~ 1,000 cfu/ml 

11.2%, > 1,001 cfu/ml에서 3.6%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내 학교 급수시설 수질실태 및 관리방안 

자료에서도 역삼투압방식의 부적합률이 30.0%로 필터여과방식의 12.5%보다 높게 나타나 역삼

투압방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 으며 이는 역삼투압방식은 필터여과된 정수된 물이 

저수조에 보관되어 이 물이 연결호수를 통하여 나오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오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 적으로 필터여과방식은 저수조 없이 연결호수로 바로 나와 

상 적으로 오염원이 없어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깨끗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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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general bacteria according to the filtration method

Measurement stage
Total

Reverse osmosis

filter

Membrane 

filter

Number    (%) Number    (%) Number    (%)

Water purifier(Number) 43 100% 18 41.9% 25 58.1%

Total 427 100% 177 100% 250 100%

< 100 cfu/ml 227 53.2% 98 55.4% 129 51.6%

100 ~ 500 cfu/ml 138 32.3% 54 30.5% 84 33.6%

501 ~ 1,000 cfu/ml 47 11.0% 19 10.7% 28 11.2%

> 1,000 cfu/ml 15 3.5% 6 3.4% 9 3.6%

총 장균군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항목이며, 인간 또는 온혈동물의 분변에 많이 

폭넓게 존재하는 균으로 세균분류상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며 35~37 ℃에서 유당을 분해하

고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그람 음성, 비아포성 간균인 세균을 총칭하며, 검출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20)  또한 분원성 장균군은 44~45 ℃에서 유당을 발효할 수 있는 세균으

로, 인간이나 동물, 조류의 분변에 많은 수가 존재하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

다.(21) 공공장소내 설치된 정수기 43 를 3월부터 12월까지 총 427건을 조사한 결과 총 장균군

과 분원성 장균군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정수기 설치 위치별로 사용량 및 사용빈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용빈도 및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병원 현관 입구 및 학교 복도 정수기에서는 2L의 물에서 적합률이 84%, 사용빈도가 

낮은  사무실이나 컴퓨터실에서는 적합율이 46%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는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등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염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사무실과 컴퓨터실에 설치된 정수기가 오히려 부적합한 경우가 높았다. 이는 정

수기가 설치되어진 장소보다는 사용빈도 및 사용량에 따른 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사

용빈도가 많을수록 일반세균의 평균 검출값이 낮았으며 먹는물 수질기준의 부적합률도 낮았다. 

박 등8의 연구에서도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가 사무실과 회의실에 설치된 정수기에 비하여 부적

합률이 낮아 이는 장소에 따른 환경적 향보다 사용빈도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서 등7)의 자료에서도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의 경우 겨울철에 학생들의 물 섭취량이 

적어져 정수기 탱크 내에 물이 저류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더 많은 미생물이 성장한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학교 정수기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도 등에 스팀살균정수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

으며 살균과정을 거쳐 공급되므로 2L의 물에서는 부적합율이 9.1%로 낮게 나타나 교무실과 행

정실의 51.3%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수기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스팀살균정수기 비치로 필터 통과후 살균과정을 거친 물을 공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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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내 설치 정수기 적합율은 각각 53.1%, 54.1%,

52.9%로 나타나 공공장소별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위

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업체에서도 주기적인 필터교환 및 저수탱크의 청소등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용자도 주의를 기울여 휴무일 후 월요일 아침 처음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약 500-1L 정도 물을 흘려 보낸 후 마셔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3.4. 공공기관 정수기의 월별 일반세균 현황

43대의 정수기 통과수를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월별 검사결과 학교에서는 평균 5월의 

327.4 CFU/ml에서 12월의 150.1 CFU/ml 범위로 일반세균 변화를 나타냈으며, 병원은 6월의 

318.5 CFU/ml에서 12월의 170.4 CFU/ml 범위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고, 사회복지설은 3월의 

175.3 CFU/ml에서 7월의 284.4 CFU/ml 범위로 일반세균을 나나냈다. 따라서 3월에서 12월 

까지 미생물의 변화는 봄, 여름 , 가을, 겨울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날씨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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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general bacteria Status of Water Purifier.

3.5. 물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 조사 결과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물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를 일반세균과 상관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냉수 물은 기능적으로 냉수기능과 정수기능이 

있어서 정수기능이 켜진 경우에는 상온의 물이 나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그림6과 같이 3.8

℃와 23.1도의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정수기 물의 pH 결과 그림 7과 같이 pH 5.8에서 pH 7.8로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치에 적합

하였으며 4월에  평균 pH 6.5로 다른 계절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정수기 주변 온도는 그림 8과 같이 12월의 평균 19.4 ℃에서 8월의 평균 26.8 ℃의 범위를 

보였고, 여름철인 7 ∼ 8월에 각각 평균 26.2 ℃, 26.8 ℃을 나타냈고 겨울인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0.2 ℃, 19.4 ℃로 나타나 여름철과 겨울철의 온도 차이는 평균 6.7 ℃를 보였다.

단위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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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Fig. 6. Table  Water temperature of water purifier.

Fig. 7.  Table  Water pH of water purifier.

단위(℃)

Fig. 8.  The temperature of the surrounding water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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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물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와 상관관계 

일반세균 결과를 물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와 상관관계를 엑셀 2010 프로그램으로 분석

한 결과 물의 온도는 12월의 8.7 ℃에서 5월의 10.4 ℃의 차이를 보 으며 통계분석 결과 상관

관계는 -0.03이었고, 물의 pH 와의 상관관계는  0.06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

수기 주변 온도는 12월의 19.4 ℃에서 8월의 26.8 ℃의 차이를 보 고 상관성 결과는 0.16으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3.7. 확인 동정된 일반세균의 분포현황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통과수 중 일반세균수 측정에서 사용한 집락을 상으로 순수 분

리배양하여 유전형에 따른 동정을 하 다. PLC(plate count agar)에서 모양과 형태가 서로 다

른 집락을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배지에 연속으로 계  배양하여 최종적으로 100개 집락을 

얻었다. 분리한 세균을 그람염색을 통해 확인한 후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16S rDNA 특이 유

전자를 분석하여 89개의 균이 확인되었다.(Table 3). 동정결과 그람음성 세균이 15개 종 41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하 으며, 그람양성세균은 24개 종 48개로 5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람음

성균은 Variovorax paradoxus 균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Pseudomonas 속이 7개, Moraxella  

osloensis 균 5개, Brevundimonas  vesicularis 균이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람양성균으로 

Mycobacterium 속이 13개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Micrococcus luteus 균 8개, Microbacterium 

hominis 균 6개, Aeromicrobium  kwangyangensis 균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김 및 이 등은 실내 공기 중 미생물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람양성은 Micrococcus 속, 

Staphylococcus 속 그리고 그람음성은 Pseudomonas 속, Aeromonas 속 등이 검출되었고,  

Micrococcus 속이 조사 상 집락의 60% 수준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 다.(24,2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정된 그람양성균인 Micrococcus 속, 그람음성균인 Pseudomonas 속 등

은 실내공기중에 분포되어 있는 균들이 정수기 꼭지 부분, 연결호스 및 저수조로 유입되어 생

물막(biofilm)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실내공기와 항상 접촉되어 있는 꼭지 부분 

오염이 가장 심하여 자주 이용하지 않은 정수기의 처음 물은 한잔 버리고 음용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확인 동정된 일반세균 중 병원성 

미생물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세균의 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에 다량 존재하는 미

생물로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분리 동정된 균인  Pseudomonas 

fluorescens 및 Staphylococcus epidemidis은 병원성은 낮으나 기회감염(opportunistic pathogens)으

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정수기에는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함으로 위생학적으로 정수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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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heterotrophic bacteria isolated from waterpurifiers at public office

Gram stain Identification (No. of colony)

Gram Negative (41)

Acidovorax  citrulli (1)
Acidovoraxdelafieldii  (2)
Acidovorax  temperan (1)
Brevundimonas  vesicularis (4)
Cupriavidus  pauculus (2)
Curvibacter  fontanus (1)
Herbaspirillum  putei (1)
Limnobacter  thiooxidans (1)
Moraxella  osloensis (5)
Nevskia  aquatilis (1)
Pseudomonas  fluorescens (6)
Pseudomonas  moraviensis (1)
Ralstonia  pickettii (2)
Sphingomonas  aquatilis (1)
Variovorax paradoxus (12)

Gram positive (48)

Actinomycetales  bacterium (1)
Aeromicrobium  kwangyangensis (4)
Arthrobacter  alpinus (1)
Arthrobacter  defluvii (1)
Deinococcus  grandis (1)
Dietzia cinnamea (2)
Gordonia  bronchialis (3)
Kytococcus  sedentarius (1)
Leifsonia aquatica (1)
Microbacterium  hominis (6)
Micrococcus luteus (8)
Mycobacterium  alvei (1)
Mycobacterium  anthracenicum (2)
Mycobacterium  mucogenicum (2)
Mycobacterium anthracenicum (1)
Mycobacterium phocaicum (3)
Mycobacterium peregrinum (3)
Mycobacterium aubagnense (1)
Nocardioides exalbidus (1)
Nocardia farcinica (1)
Nocardia  niigatensis (1)
Paenibacillus durus (1)
Staphylococcus epidemidis (1)
Williamsia serinede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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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15년부터 3월부터 12월 까지 43 의 정수기에서 월 1회씩 427건을 채수하여 미생물을 분

석하 으며 물의 온도, 물의 pH 및 주변온도 등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일반세균을 상으로 4 ℃에서 35 ℃까지 온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미생물의 증식변화를 

관찰한 결과 4 ℃, 10 ℃, 16 ℃, 35 ℃, 22 ℃순으로 증식이 활발하 으며,  22 ℃～35 ℃사이

에서 3일째 되는 날부터 증식하기 시작하 다. 4 ℃에서는 거의 증식의 변화가 없었으며, 10 

℃에서는 6일째 되는 날 5배정도 미미한 증식이 관찰되었다. 

2) 멸균된 250ml의 무균병에 각각 200ml씩의 온수와 냉수를 혼합하는 순서를 바꾸면서 세균

수를 측정한 결과 온수에 냉수를 섞는 경우가 냉수에 온수를 섞는 경우보다 약 20-30%의 세균

이 감소하 다.

3)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중 오염원의 지표가 되는 총 장균군 및 분원성 장균군은 이

번 조사결과 모두 불검출이었고, 식중독균 또한 불검출이었다. 

4) 정수기통과수 미생물학적 시료채취는 3단계로 구별하여 채수하 으며 조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료는 처음 50ml에서는 19.0%, 중간 2L에서는 53.2%, 마지막 50ml에서는 

78.9%로 조사되어 처음 50ml의 물에 비해 물을 2L 정도 흘려보낸 물에서 일반세균이 유의성 

있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5) 공공기관 정수기 43 를 여과방식별로 조사한 결과 역삼투압방식 25 (58.1%), 필터여과

방식이 18 (41.9%)로 조사되었고 정수방식에 따른 일반세균 조사 결과 역삼투압방식의 부적합

률이 48.4%로 필터여과방식의 44.6%보다 많았다. 

6) 공공시설 정수기의 관리형태는 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는 필터교체, 내부 

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하며 정수기 관리업체에서 월 1~2회 및 격월로 행하고 있었다. 

7)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검사결과  미생물의 변화는 봄, 여름 , 가을, 겨울 모두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났으며 계절에 따른 온도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정수기 통과수 채수시 물의 온도, 물 pH 및 주변 온도를 조사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일반세균수 측정에서 배양된 집락을 상으로 순수 분리배양하여 89개의 균을 분석한 결

과 그람음성 세균이 15개 종 41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하 으며, 그람양성세균은 24개 종 48

개로 5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람음성균은 Variovorax paradoxus 균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Pseudomonas 속이 7개, Moraxella  osloensis 균 5개, Brevundimonas  vesicularis 균이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람양성균은 Mycobacterium 속이 13개로 가장 많았고 Micrococcus luteus 균 8개, 

Microbacterium hominis 균 6개, Aeromicrobium  kwangyangensis 균 4개 순으로 확인되었다. 

10) 정수기의 일반세균 오염은 수도꼭지, 정수라인, 저수탱크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수기 청소시 저수조를 청소한 후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하며 매일 아침 정수기 물을 처음 

음용시에는 약100ml 정도 버리고 음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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