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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checked the result of simple content-water quality examination compared

with standard water sample and result of '08 4/4 & '09 1/4 divergence Air Force

simple content-water quality examination.

Simple content-water quality examination include colourness, turbidity, nitrogen(nitrate),

ammonia and E.coli & col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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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We concluded simple content-water quality examination kit is usable even by

uneducated person

Key words : Kit, water quality examination

Ⅰ. 서 론

물은 지구 표면과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물질로서 모든 생명체가 생

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에 비해 최근 수인성 질병의 발생 건수가 적어지고,

위생 상태가 양호해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수인성 전염병의 위협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

다. 공군 급수원 수질검사 결과는 타군에 비해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이는 대부분의 급

수원이 시상수도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심정 및 기타 급수원 숫자가 타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도 이유가 되었다.

현재 공군에서 실시 중인 수질검사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 2/4 분기는 정부 공인된 군 외부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전 항목 수질검

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분기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간이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평시는 물론이며 불시에 전쟁 상황으로 전환되더라도 반드시 장기간 생존하여 전

투력을 보존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외부기관 및 항공우주의료원에 의

뢰하도록 되어 있는 현 수질검사 시스템은 일선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내에서는 식수를

포함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없으며 고립 시 생존에 위협을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쟁 상황 등 수질검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한

으로 독자적인 수질검사 능력의 신뢰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 키트를 이용한 간이 검

사 항목의 신뢰도를 살펴보고 향후 군내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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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수질검사 정도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표준시료를 검체로 수질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수질검사 키트의 검사 항목은 색도, 탁도, 냄새와 맛,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일

반세균, 대장균군 및 분원성 대장균 등이었다.

각각의 검사 항목은 해당 키트의 동봉된 설명서에 따라 실험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

였다.

‘08년 4/4분기와 ’09년 1/4분기 간이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험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번전 12.0)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Ⅲ. 결 과

색도(4), 탁도(1NTU), 암모니아성 질소(0.4ppm), 질산성 질소(8ppm) 그리고 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검출)은 표준시료를 사용한 결과 평균 색도(4.8), 탁도(0.9NTU), 암모니

아성 질소(0.5ppm), 질산성 질소(8ppm) 그리고 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무검출)의 결과

가 도출 되었다. 또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질

산성 질소는 ‘08년 4/4분기와 ’09년 1/4분기 간이수질검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시 결과

간이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32CFU),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5건), 암모니아성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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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ppm) 그리고 질산성 질소(2.8ppm)의 수치가 나왔으며, 간이 키트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일반세균(25CFU),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4건, 1건 false positive), 암모니아성

질소(0.3ppm) 그리고 질산성 질소(3ppm)으로 비교적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Ⅳ. 고 찰

현재 공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질검사 시스템은 전시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합하

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종 특수 상황 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의 확보와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수질검사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미생물학적 검사 키트인 필름배지(Petrifilm 3M 사용)는 일반세균

에서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간이검사의 결과와 유의하게 결과가 나왔다.

대장균군의 경우 필름배지 이용 시 정도관리의 시료에서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지만 간

이검사의 기준 (100ml 에서 무검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번 실험 시 100장의 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를 통하여 적합한 대체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리고 간이검사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간이검사 결과 대장균에 검출된 시료가 부

족하여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또한, 대장균군 실험에 사용

한 필름배지는 현재 공군에 보급된 식품검사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공인된 시험법이

아니며, 추후에 공인된 시헙법인 효소발색법 등을 이용한 간이 키트의 연구가 필요하다.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경우 (AquaChek HACH 사용) 발색을 시켜서 알아

보는 스틱 형태의 키트 특성상 정확한 수치의 비교가 불가능 하나 수질검사의 합격 여부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 간이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

시 간이검사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결과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와서 비교 분석이 어려웠다.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실험 역시 공인된 방법이 아닌 간이 스틱형 키트를 사용

하였다. 따라서 추가 실험으로써 현재 4개 비행단과 항의원에 보급된 DR2800(공인된 검

사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색도와 탁도는 웅산키트를 이용하였는데 결과는 비교적 유의하게 나왔으나 실험법이

어려워서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가 사용 시 결과가 일관성이 없게 나오는 결과가 발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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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체적인 수질검사가 가능한 실험실 환경을 보유하지 못한 단위 부대에서

키트를 사용한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도 연구에 대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

한 대책 마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Ⅴ. 결 론

키트를 이용한 수질검사는 유사시 최소한의 먹는 물 수질검사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

제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전시 화생방 상황하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턱없

이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화생방 상황에서 화학 작용제등 미생물전에 대

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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