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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바닥분수의 수질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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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ater quality through a field survey at six floor fountain sites. The

floor fountain facilities were designed and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ap water was stored in a water tank and

recycled repeatedly. The water tank was cleaned once or twice per week in the summer. The number of facility

users was low during the day due to sweltering heat, but up to 40 people, mainly children, were using them

around 8 pm. Since the operation time was as short as 30 minute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xtend it for at

least one hour for the number of users. As a result of the water quality test of the reservoir tank prior to operation

after cleaning, it was measured to be within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s at the six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water quality test after use, ammonia nitrogen was measured to be 1.45 mg/L at Site IV. This exceeded the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of 0.5 mg/L. In the case of turbidity, two cases exceed at 7.38 and 4.52 NTU

when applying 4 NTU as the water quality standard for waterscape facilities. Twenty-eight cases exceed the

standard of drinking water quality. The result of microbiological tests, at five sites excepting Site I, where

disinfectant was injected, was that the maximum total colony count was 180,000 CFU/mL, total coliforms was

2,100,000 CFU/100 mL, fecal coliforms was 4,600 CFU/100 mL, Escherichia coli was 170 MPN/100 mL and

Enterococcus was 100 CFU/100 mL. This exceeded the water quality standards of drinking water. Children are

very likely to inhale because the water spews from below and falls from above, so it is necessary to apply water

quality standards for ammonia nitrogen, turbidity and microbes. Current floor fountain facilities are highly

susceptible to disease caused by microbial contamination because of water cycling and reuse, 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ter every day, clean the water tank, and perform chlor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ject

calcium hypochlorite according to the free chlorine water quality standard of swimming pools with a different

water tank capacity. In addition,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reuse of water by installing the water

tank at a separat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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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휴식공간의 중요성은 갈

수록 강조되고 휴식공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지면서, 도시공간의 수(水)공간은 시각

적, 청각적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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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은 공간에서 동적인 분위기와 정적인 분위기

를 모두 연출할 수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

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이처럼 수경시설은 인공적인 도시환경에서 도시휴

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경관 미와 삶의 질을 향상시

키며 시민들에게 물을 접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다

양한 공간에 여러 유형의 분수가 도입되고 있다.2)

과거에 이들 수경시설은 경관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왔으며, 수경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이 관람객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 정도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닥분수 등 접근이 쉬운 수경시

설이 많이 설치되면서 유아, 어린이들이 수경시설 안

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게 됨에 따라 수경용수를

신체에 직접 접촉 및 음용하거나, 비산되는 에어로

졸(aerosol)의 흡입 가능성도 대두되고,3) 여름철마다

위생상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어 수질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광주지역의 공공 물놀이

형 바닥분수시설에 대한 수질실태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

을 제시하고자한다. 또한 바닥분수시설 공정 등을

조사하여 시설운영관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바닥분

수시설 조성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010년 이전까지 법적으로 분수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형 수

경시설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2010년

8월「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을 마련

하였고, Table 1과 같이 수질기준을 설정하였다. 대

장균, pH, 탁도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기준이 설정되

어 있으며, 레지오넬라균은 대장균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상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해서도 모니

터링 하도록 설정되어있다.1)

환경부에서 Table 2와 같이 조사한 결과, 지자체

가 운영 중인 유형별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경시설이 2011년 606개소

에서 2014년 86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

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바닥분

Table 1. Guideline of items in waterscape facilities

Item Permitted limit Notes

pH 5.8~8.6

Turbidity 4 NTU below

E.coli 
200(number/

100 mL) below

Legionella 

spp.
-

Measurements were made 

from only the facilities 

that exceeded standard for 

E.coli

NO3-N -

Measurements were made 

from only the facilities 

that do not use tap water

Consumption 

of KMnO4

-

Measurements were made 

from only the facilities 

that do not use tap water

Table 2. Waterscape facilities by type(2011~2014) (Unit : ea)

Year Sum Floor Fountain General Fountain Artificial Stream Wall Fountain Other

2014
868

(100%)

621

(71.5%)

91

(10.5%)

44

(5.1%)

37

(4.3%)

75

(8.6%)

2013
802

(100%)

570 

(71.1%)

98

(12.2%)

48

(6.0%)

43

(5.4%)

43

(5.4%)

2012
720

(100%)

506

(70.3%)

81

(11.3 %)

51

(7.1 %)

44

(6.1%)

38

(5.3%)

2011
606

(100%)

325

(53.6%)

175 

(28.9%)

35

(5.8%)

42

(6.9%)

2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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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경우 2011년 325개소에서 2014년 621개소로

대폭 증가되었고, 전체수경시설 중 71.5 %로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Table 3과 같이 2014년 환경부의 전국에 가동 중

인 공공 물놀이형 수경시설관리 실태조사에서 가동

시설 804개소 중 622개소(77.4%)는 적정하게 관리

되고 있었으나, 나머지 182개소는 수질관리 미흡 등

으로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그 중 수질기준

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41개로 나타났다.4)

2010년부터 공공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간 법적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바닥분수의 수

질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에 개정되었

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며, 개정안은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

를 부여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고, 수

질검사주기도 가동 시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되

었다.4)

그러나, 여름철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

분수시설은 Fig. 1과 같이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끌

어올려져 이용되고 이용된 물은 다시 별도의 처리

없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을 반복하는 형태

로 설계되어있어, 수질관리 및 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바닥분수는 구조적으로 수질오염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데다 외부 불순

물 유입이 쉽고, 자칫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

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

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I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 시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대상 시설은 광주지역에 설

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바닥

분수시설 7개소 중에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

하는 5개소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1개소로 총 6개

소를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바닥분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모

색하기 위하여 가동시기인 2016년 7월 20일부터 8

월 16일까지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물이

뿜어 나오는 가동시간에 맞춰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시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Table 3. Management state of waterscape facilities in operation(2014) (Unit : ea)

Year

Facilities in Operation

Sum 
Proper 

Management

Improper Management

Sum
Exceeding Water

Quality Standard

Lacking Number of

Water Quality Checks

No Water

Quality Check

2014
804

(100%)

622

(77.4%)

182

(22.6%)

41

(5..1%)

116

(14.4%)

25

(3.1%)

Fig. 1. Structure and hydrological cycle of a floor 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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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바닥분수 시료채취지점은 Fig. 2와 같고, 대상시설

현황은 Table 4에 나타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바닥분수의 수질검사는 Table 5

와 같이 총 11항목을 분석하였다. 미생물학적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

균 및 장구균으로 5항목이며, 이화학적 검사항목은

pH, 탁도,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6항목이었다. 그 중 이화학

적 검사항목 6항목과 미생물학적 검사항목인 일반세

균, 대장균 2항목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5)에 준

하여 분석하였고, 미생물학적 검사항목인 총대장균

군, 분원성대장균군 2항목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6)

막여과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대장균 분리 및 분석 방법은 효소발색법에 기초한

Colilert® kit(IDEXX, USA)로 실험하였으나, 정량검

사를 위해 별도로 Quanti-Tray® 2000을 이용하여

35oC에서 24시간 배양 한 후 효소발색을 나타내는

수를 산출하여 최확수법(moar probable number,

MPN)을 통해 정량적인 수치(MPN/100mL)를 나타

Fig. 2. Sampling sites of floor fountain in Gwangju city.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sampling sites

Sampling

site

Raw 

water

Construction

 year
Operation period Characteristics

I Tap water 2005 Jul~Aug(P.M.), 12:00~13:00, 14:00~15:00, 16:00~17:00 Chlorination

II 〃 2010 Jul~Aug(P.M.), 12:00~18:00, 50 min operating, 10 min stop 1~2 times weekly cleaning

III 〃 2008 Jul~Aug(P.M.), 12:00~12:30, 15:00~15:30, 20:00~20:30 〃

IV 〃 2011 〃 〃

V 〃 2011 〃 〃

VI 〃 2012 Jul~Aug(P.M.), 15:00~15:30, 18:00~18:30, 20:0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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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장구균 분리 및 분석 방법은 장구균 분리 실험은

미국 EPA에서 제시한 장구균 검출실험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7) 채취 샘플을 막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여

과지 47 mm, 여과경 0.45 um 크기의 멸균된 멤브레

인 필터에 시료 100 mL을 여과하였다. 여과된 필터

는 장구균 선택배지인 mEI(membrane-Enterococcus

Indoxyl-β-D-Glucoside, Difco)agar 배지에 올려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41±0.5oC, 24±2시간 배양하였다.

여과지 위에 형성된 전형적인 blue halo 콜로니를 계

수하여 100 mL당 장구균 수치로 환산하였다. 선택

배지로 확인한 실험을 통하여 최종확정하기 위해서

추정 콜로니를 BHI(brain heart infusion, Difco) 사

면고체배지에 이식하여 35oC에서 48시간 배양하고

이를 BEA(Bile Esculin Agar)배지에 획선접종하고

6.5% NaCl이 첨가된 BHI 액체배지에 이식한 후

35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BEA 배지에

서 검은색 반응과 BHI 액체배지에서 성장여부를 관

찰하였고, BHI 액체배지를 45oC에서 48시간 배양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장구균을 확정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바닥분수시설의 저수조 용량 및 이용자 현황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조 용량을 비

교해보면, 김대중컨벤션센터(300 m3)가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우산근린공원(100 m3), 첨단근린공

원(44.5 m3), 일곡근린공원(35 m3), 운천호수(30 m3),

광산구 장덕동(20 m3) 순으로 나타났다(Fig. 3).

여름철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시설

은 저수조에 저장된 수돗물이 재이용을 반복하는 형

태로 설계되어 가동하고 있었고, 하절기 바닥분수시

설에서의 저수조 청소는 일주일에 1회~2회 청소하

고 있었으며, 강우 시에는 가동을 정지하고 비가 멈

춘 후에 주변 토사, 빗물 등 유입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별도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었

다. 그리고 미생물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염소소독은

바닥분수시설 중 민간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 실시하고 있었고, 소독제는 차아염소산칼슘을 사

용하고 있었다.

Fig. 4와 같이 주택지역에 위치해있는 바닥분수시

설 2개소, 우산근린공원 및 일곡근린공원을 대상으

로 매일 3회 가동 시 이용자수를 조사한 결과, 낮에

Table 5. Analysis method of water quality items

Items Analysis Methods Analysis Instruments

Total colony counts 35oC-Pour Plate Method -

Total coliforms Membrane Filtration Method -

Escherichia coli Enzyme Substrate Method -

Fecal coliforms Membrane Filtration Method -

Enterococcus
EPA Method 1600

(Membrane Filtration Method)
-

Turbidity Turbidimeter  JP/WA-3000K, 

pH Electrometric Method

NH3-N Continuous Flow Analysis

NO3-N Ion Chromatography

Consumption of KMnO4 Acid Method

Residual chlorine DPD Colorimetry US/4670000

※NH3-N(Ammonium nitrogen), NO3-N(Nitrate nitrogen), pH(hydrogen ion concentration)

Fig. 3. Facility capacity of water tanks in floor f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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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위 때문에 이용자수가 적고 저녁 8시경에는 최

대 40명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저녁 8시 가동시간은 30분으로 너무 짧아, 앞

으로 저녁가동시간을 최소 1시간이상 늘려 어린이들

에게 더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바닥분수시설의 수질특성

1) 바닥분수시설의 가동 전 수질검사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바닥분수시설 6개소는 Fig. 5와

같이 광장의 기능과 이용자들의 동선을 저해하지 않

고 어린이들이 들어가 뛰어놀 수 있는 바닥분수로8)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어른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바닥분수시설 6개소의 원수는 수돗물을 사

용하고 있었으며, 여름철 바닥분수시설 청소 후에 가

동 전의 저수조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Table 6과 같

이 탁도는 0.13~0.43 NTU, 질산성질소는 0.6~0.8

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0.8~1.5 mg/L, 잔류염

소는 0.13~0.34 mg/L, pH는 7.3~7.6 이였고, 암모니

아성질소와 미생물항목인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

장균, 장구균, 분원성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여

름철의 바닥분수시설 가동 전의 저수조 청소 후에

유입된 수돗물 수질상태는 모든 시설에서 먹는물 수

Fig. 4. Number of users by time and date in two of floor

fountain.

Fig. 5. A view of floor fountain in Gwang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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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기준 이내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바

닥분수시설이 가동을 시작하면 원수가 재순환하는

방법으로 재이용되어 수질오염 등이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

 

2) 바닥분수시설의 가동 후 이화학적 수질검사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서 검사항목 중

탁도, pH를 제외한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은 모니터링 항목으로 원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을 원

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암모니아성질소, 잔류염소도 분석하였다.

광주지역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동 시 이화학적 검사결과, 질산성질소는 0.6~2.6

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0.8~8.7 mg/L, pH는

7.2~8.2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다(Table 7). 

그 밖에 Fig. 6과 같이 여름철 가동 시 암모니아

성질소, 탁도, 잔류염소 3항목을 분석하였다. 유기물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암모니아성질소 검사결과, 전

체적으로 0.00~1.45 mg/L이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

0.5 mg/L를 초과한 곳은 일곡근린공원에서 1건으로

1.45 mg/L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바닥분수시설은

공원의 도로인근이나 진입로 입구에 설치되어있어

사람, 동물, 자전거 등의 이동통로로 오염물질에 쉽

게 노출되어있다. 암모니아성질소가 수경시설 기준

에는 없으나, 주로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병원성미생물을 수반할 염려가 있고, 암모니

아성질소를 함유한 물은 비교적 단시간에 동물의 배

설물, 하수 등이 혼입한 것으로 물의 오염을 추정하

는 지표가 되므로 추후 항목 추가 시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탁도는 점토, 콜로이드물질 등의 미세입자들로 인

해 발생하며 빛의 흡수와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9) 탁도 검사결과, 전체적으로

0.10~7.38 NTU이었으며 수경시설의 탁도 수질기준

4 NTU를 초과한 건수는 일곡근린공원에서 2건으로

7.38 NTU, 4.52 NTU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또

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탁도가 1 NTU를

초과한 곳은 28건으로 주변 오염물질, 먼지, 토사 등

이 원수의 재이용과 함께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곡근린공원에서 오염물질농도가 높

게 검출된 것은 저수조용량이 적고 이용자수가 많은

Table 6.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tap water in pre-operated floor fountain(Jul. 2016)

Sampling

site

Turbidity

(NTU)

NH3-N

(mg/L)

NO3-N

(mg/L)

Consumption

of KMnO4 (mg/L)

Residual chlorine

(mg/L)
pH

I 0.43 0.00 0.8 0.9 0.34 7.6

II 0.13 0.00 0.6 1.5 0.21 7.4

III 0.21 0.00 0.7 1.0 0.21 7.3

IV 0.21 0.00 0.7 0.8 0.23 7.3

V 0.34 0.00 0.8 0.8 0.13 7.5

VI 0.31 0.00 0.8 0.9 0.18 7.5

Drinking Water Standard < 1 < 0.5 < 10 < 10 < 4 5.8?8.5

Table 7. Physiochemical water quality in operating floor fountain(Jul.~Aug. 2016)

Sampling site
NO3-N

(mg/L)

NH4-N

(mg/L)

Turbidity

(NTU)

Residual chlorine

(mg/L)

Consumption

of KMnO4 (mg/L)
pH

I 0.8~1.0 0~0.00 0.39~1.47 0.09~1.79 0.9~5.0 7.5~8.2

II 0.6~0.9 0~0.04 0.10~2.29 0.00~0.21 1.5~4.8 7.4~7.7

III 0.6~0.7 0~0.05 0.21~2.52 0.04~0.21 1.0~4.4 7.3~8.1

IV 0.6~0.7 0~1.45 0.21~7.38 0.04~0.23 0.8~6.5 7.3~7.6

V 0.8~2.3 0~0.00 0.34~2.10 0.00~0.13 0.8~8.7 7.2~7.6

VI 1.2~2.6 0~0.00 1.17~1.36 0.04~0.06 2.1~4.4 7.8~8.2

Drinking Water Standard < 10 < 0.5 < 1 < 4 < 10 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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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ysiochemical water quality of floor fountain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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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재이용을 반복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암모니아성질소 및 탁도 검사항목의 먹는물 수질기

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염소는 저수조 청소 후 최초 수돗물에서는

0.13~0.23 mg/L로 나타났으나, 재이용을 거치면서

휘발되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시설은 미생물오염을 방

지하고자 소독제인 차아염소산칼슘을 투입하고 있었

고, 잔류염소는 0.09~1.79 mg/L로 나타나 미생물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바닥분수의 특성상 소독된 수

돗물을 사용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어

미생물의 활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독

을 통해서 미생물 발생을 차단해야하며, 유리잔류염

소가 0.1 mg/L이하로 떨어지면 미생물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8) 수돗물을 재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독처

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화학적 수질특성을 살펴본 결과, 바

닥분수시설에서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고, 바닥분수는 아래에서 위

로 뿜어져 나오는 특성상 어린이들의 흡입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린이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하다.

3) 바닥분수시설의 가동 후 미생물학적 수질검사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관리지침에 의해 수질기

준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별도의 소독을 거치지 않

고 주기적인 원수교체 등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미생물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2)

주요 지표세균인 일반세균은 먹는물에서 발견되어

도 인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2) 하지만 먹는물 수질기준

100 CFU/mL를 초과할 경우 병원성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닥분수시설 이용자가 주로 면

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임을 감안하면 흡입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역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후 최초 수돗물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

으나, Fig. 7과 같이 여름철 가동 후 미생물학적 검

사에서 일반세균 검사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

분수를 제외한 5개소에서 수돗물이 재이용되면서 최

대 180,000 CFU/lmL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바닥

분수가 수돗물의 소독이 유지될 시간도 없이 바로

뿜어 올린 후 바닥 및 저수조로 떨어져 다시 재순

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4) 여름철 어린이들이 신

발을 신은채로 옷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얼굴, 손발

을 씻는 등의 이유로 세균증식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는 미

생물제거를 위하여 소독제인 차아염소산칼슘을 상시

투입하고 있어 일반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총대장균군은 자체는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인간 또는 온혈동물 등 분변오염의 지표로서 소화기

계 병원균에 의한 오염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분

원성대장균군은 44oC~45oC에서 유당을 발효할 수

있는 세균으로 이 중 대장균(E.coli)만이 분원성이며

인간, 포유동물, 조류의 분변에 많은 수가 존재하며

분변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이나 토양에서는 거의 발

견되지 않는다.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은 먹

는물 수질기준이 모두 불검출/100 mL이어야 하지만

검사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를 제외한 5개

소에서는 바닥분수가 재이용되면서 총대장균군은 최

대 2,100,000 CFU/100 mL까지 높게 검출되었고, 분

원성대장균군도 4,600 CFU/100 mL까지 높게 검출되

었다. 그 이유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옷을 입은 채로

Table 8. Microbiological water quality in operating floor fountain(Jul.~Aug. 2016)

Sampling site
Total colony counts

(CFU/l mL)

Total coliforms

(CFU/l00 mL)

Fecal coliforms

(CFU/l00 mL)

Escherichia coli

(MPN/l00 mL)

Enterococcus

(CFU/l00 mL)

I 0 0 0 0 0

II 0~25,000 0~6,300 0~15 0~17 0~39

III 0~160,000 0~65,000 0~4,600 0~120 0~93

IV 0~180,000 0~2,100,000 0~140 0~17 0~33

V 0~74,000 0~5,900 0~3,300 0~9 0~100

VI 0~23,000 0~6,900 0~120 0~170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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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biological water quality of floor fountain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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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를 하므로 항문 주위에서 기인되어 분원성대

장균군들이 소독 없이 물을 재순환함으로서 사멸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소독제인 차아염소산칼슘

을 상시 투입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

는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 속에 사는 세균이고

그램 음성인 구균이다. 특히 대장에 많이 존재하여

대장균이라 한다. 장 이외의 부위에서는 병을 일으

키고 성인까지 설사를 유발한다. 대장균(E.coli) 검사

결과, 최대 170 MPN/100 mL까지 나타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200 MPN/100 mL)에는 적합하

였으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면 소독제를 사용

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적합하였다. 대장균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에는 수계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공중위생상 문제가 되므로 특

히 주의가 필요하다.

장구균은 짧은 연쇄, 때로는 쌍구균 형상을 드러

내며 그램 염색에서 양성인 구균이다. 장구균

(Enterococcus)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재하는

인수공통 감염균으로 비교적 독성이 약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만성질환

자 또는 병원의 장기간 입원환자에게서 요로감염, 창

상감염 및 균혈증을 유발시킨다. 이 균에 의한 증상

은 욕지기, 설사, 복통을 주로 하는 위장염이다. 세

계보건기구(WHO)에서 분변오염 지표항목으로 설정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위락용수 내 미생물, 특히 대

장균 및 장구균 억제에 집중하여 수질을 관리한다.

2012년 위락용수 수질 준거치(Recreational Water

Quality Criteria)를 발표하여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

고,10) 이 기준에 따라 위락용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

다. EU에서는 위락용수를 수영용수(bathing water)

라고 하며 1976년 제정된 수영용수 규정11)에 의해

대장균 및 장구균 2항목을 우수, 양호, 충분, 미흡 4

등급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장구균 검사결과, 김

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를 제외하고 5개소에서는

최대 100 CFU/l00mL까지 검출되었고, 소독제를 투

입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닥분수는 전혀 검

출되지 않았다. 

Fig.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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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람과 접촉하는 분수에

병원성세균이 유입되는 과정으로 오염된 원수, 사람

및 동물의 입욕행위 등이 자명하게 제시되고 있으

며, 원수오염에 의한 사례는 1997년 미네소타 동물

원의 분수에 여과 및 정수처리가 되지 않은 원수가

유입되어 기생성의 원생동물에 의한 감염으로 설사

와 구토를 일으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12)

광주지역 물놀이 수경시설 중 바닥분수시설은 전

체가 유입된 원수(수돗물)를 재순환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데, 밀봉된 생수병을 공기와 통하게 한

후 세균의 증가속도를 보았을 때 유기물농도가 극히

낮은 생수 임에도 불구하고 5일 이후부터 급격한 세

균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미생물의 증가는

바로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물(VOC)이 생수로 녹

아들면서 세균의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세균은

낮은 농도의 유기물을 체내로 흡수하면서 증식하여

궁극적으로 수체 내에 유기물농도를 높여준다. 즉 초

기에 유기물농도가 낮은 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

이 증식하게 된다.13) 이러한 이유로 원수의 재이용

을 차단하거나, 매일 청소 또는 소독 등 정수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닥분수

시설은 공원 등에 설치되어 사람, 동물 등의 이동통

로로 접근이 쉽고, 주변보다 낮아 오염물질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토사 및 주변 오염물질 등이 그대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실재로 미생물 조

사결과 바닥분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재이용하면서 미생물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앞으

로 바닥분수시설은 재이용을 완전 차단하는 방식으

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 시설에서 재이용을

차단하거나 설계변경이 불가능할 때는 최소한 매일

원수교체, 소독, 및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고2) 또한 용수교체 및 소독뿐 만아니라 분수

시설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거나 신발 등을 세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14) 이용자 준수사항 실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바닥분수는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고 위에서 떨어지는 특성상 어린이들의

흡입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린이들이 음용할 가능성

이 매우 크므로 암모니아성질소 검사항목과 장구균

등 미생물 검사항목 추가와 먹는물 수질기준을 적용

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

으로 바닥분수시설 밑에 설치되어있는 저수조를 별

도장소에 설치하여 재이용을 차단하는 구조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수질오염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3. 바닥분수시설의 소독제 약품투입량 제시

여과 및 소독이 수영장 수준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단지 조경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 여과 및 소독시스

템에 대한 설치규정이 없고, 이에 수중 병원성미생

물로 인한 질병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

다. 따라서 병원성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

도록 소독을 실시하여 인체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15) 

여름철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시설

은 구조적으로 수질오염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데다 외부 불순물 유입이 쉽고, 자칫

Table 9. Calcium hypochlorite dosage for disinfecting in floor fountain

Sampling site
Facility capacity of water 

tanks(ton)

Calcium Hypochlorite(Ca(ClO)2)

(available chlorine 70%)

Input concentration(mg/L) Input weight(g/day)

I 300 0.4~1.0 171~428

II 100 0.4~1.0 57~143

III 44.5 0.4~1.0 25~63

IV 35 0.4~1.0 20~50

V 30 0.4~1.0 17~43

VI 20 0.4~1.0 11~28

※Free residual chlorine water quality standard of on the swimming pool : 0.4~1.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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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

발할 수 있어 보다 철저히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바닥분수 재이용 시에는 매일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상시 현장에서는 잔류염소측정기를 사용

하여 소독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유리잔류염소가 0.1

mg/L 이하로 떨어지면 미생물 등의 오염이 우려되

므로8) 수돗물을 재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독처리를

해야 된다. 이에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저

수조 용량별 차아염소산칼슘(유효염소 70%) 소독약

품을 수영장의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16)에 준하여

약품투입량을 제시하여 현장에 적용토록 하였다.

4. 바닥분수시설의 재이용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 제시

바닥분수는 지면과 수평하게 설치되어 물을 높이

솟구치게 하는 분수로서 분수를 직접 즐길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수

경관 연출이 필요한 공간에 적합하다. 광장의 기능

과 이용자의 이동경로를 저해하지 않는 분수의 형태

로 공간 활용의 실용성과 수경시설의 한계를 극복

가능한 분수 형태이다.

바닥분수시설의 저수조는 분수대 중앙에 위치하고

주변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 노즐에 분사된 물이

바닥을 흘러 저수조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흘러들어

간 물이 재이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출

된 물이 바닥의 토사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흘러들어

가고 심지어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공원 주변의

흙까지 저수조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

변의 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저수조로 유입되고 재

이용이 반복되면서 탁도 및 미생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Fig. 8과 같이 바닥분수시설의 저수조를 별

도위치에 설치하여 주변 토사나 이물질 유입을 차단

하고 재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개선방안을 제시

하여 향후 바닥분수시설 조성 시 설계에 적극 반영

토록 할 예정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바닥분수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특

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여름철에 가동하는 바닥분수는 수돗물을 원수

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수조에 저장된 수돗물이 순

환되어 재이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가동하

고 있었다. 저수조 청소는 일주일에 1회~2회 실시하

고 있었다.

2. 바닥분수시설의 이용자수는 낮에는 무더위로 이

용자수가 적고 저녁 8시경에는 최대 40명까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저녁 8시 가동시간

은 30분으로 너무 짧아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최

소 1시간이상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저수조 청소 후에 가동 전 저수조 원수 수질검

사결과, 암모니아성질소와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등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Fig. 8. Suggest ways to improve of floor fountain facility for wat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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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동 후의 수질은 암모니아성질소의 경우, Site

IV에서 1.45 mg/L의 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 0.5 mg/L

를 초과했고, 탁도 7.38 NTU와 4.52 NTU 2건이 수

경시설 수질기준 4 NTU를 초과했다. 먹는물 탁도

수질기준 1 NTU를 적용하면 28건이 초과하였다. 가

동 후 미생물검사결과, 소독제를 투입하는 Site I을

제외한 5개소에서는 저수조 물을 재이용하면서 일반

세균은 최대 180,000 CFU/lmL, 총대장균군은 최대

2,100,000 CFU/100mL, 분원성대장균군은 최대 4,600

CFU/100mL, 대장균은 최대 170 MPN/100mL, 장구

균은 최대 100 CFU/l00mL까지 높게 나타나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런 이유는 사람,

동물, 토사, 먼지 등 주변 오염영향인자가 원수의 재

이용과 함께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Site I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약품을 투입하

고 있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5. 바닥분수는 아래에서 뿜어내고 위에서 떨어지

면서 재이용되는 특성상 어린이들의 흡입에 따른 질

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현재 기준이 없는 암모

니아성질소와 탁도, 미생물 검사항목의 먹는물 수질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바닥분수의 수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

일 용수교체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염소소독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바닥분수시설의 저수조 용량

별로 차아염소산칼슘(유효염소 70%) 소독제를 수영

장의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에 준하여 약품투입량을

제시하여 현장에 적용토록 하였다.

7. 또한 바닥분수시설의 저수조를 별도위치에 설

치하여 원수의 재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개선방

안을 제시하여 향후 바닥분수시설 조성 시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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