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  목적

최근 사회 으로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 건강의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에서 항상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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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이고, 지속 인 수질 리와 인식 제고를 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목 이다. 국내외 탭 워터 음용률을 높이기 해 사용되었던 선행연구와 그에 련된 사례를 분석하 다. 연구

범 는 수질 리 시스템 Point-of-Use, Point-of-Entry 두 가지 변수 Point-of-Use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아리수의 직 음용률이 얼마나 향상될지에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는 사용자에게 오

염된 수돗물을 단순히 정수작용을 거쳐 씻어내는 물로써 여과해 다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서 인식개선 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하 고, 이를 통해 Point-of-Use 시스템의 장 이 탭 워터 자체 수질

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음용수로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연구되기를 기 하며 이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의 범 에서 더 나아가 국 상수도 리에도 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주제어 : 아리수, 수돗물, 직 음용률, 수질 리, Point-of-Use, 사례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drinking rate of Arisu, the tap water in Seoul, and to propose 

new solution for continuous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raising awareness. The research scope was limited to 

point-of-use water treatment system, and based on the this contents I proceed this study how this will help to 

increase direct drinking rate of Arisu. Through research, Korea has provided users with the ability to filter 

contaminated tap water simply as water to be rinsed through water purification. Therefore, it was predict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improve tap water as drinking water. With this study, I expect that the strength of point-of-use 

system and the reliability of tap water quality will be raised and hope various product will be developed to improve 

the perception as drinking water and I also expect that this can be applied to whole country even further in the scope 

of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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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거론되는 요소는 물 섭취량이다[1].

인체에서 요한 성분인 물은 세포의 항상성과 우리

의 삶에 있어서필수 인 요소이다. 물은체내의 물질

달을 한 매개체이며, 사 열을 흡수하는 고유의 물리

특성이 있다. 한, 물은 의 양을 유지하고 인체

내 조직에 양분을 공 하면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2]. 깨끗하고질 좋은 물을마시고자 하는 의지가 늘어

나므로 인해 먹는 샘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라스틱

물병의 쓰 기 한 많아지게 되었다. 이는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2021년이면 라스틱 물

병의 쓰 기가 더 증가해 심각한환경 기가 발생하리라

망했다[3].

라스틱 물병 쓰 기를 이기 해 체 수요를 늘

려야 하는 수돗물은, 상수도에서 나오는 물이란 뜻이다

[4]. 하지만 에 지자원의 량소비로 수질오염이 수면

로 떠오르며 시민들은 수돗물에 해 믿을 수 없는 상태

로 도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돗

물 아리수를 시민들이 믿고 마시게 하려고 품질개선에

힘쓰며,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

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그 자체의 수질보다는 개

인의 가정에 있는 상수도 의 신뢰성부족으로 시민들의

직 음용률은 제자리걸음 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수돗물의 상수도 리 시스템 과정에 직

참여하여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더 리 알려 시민의

삶에 더욱더가까이갈 수있는 토 를마련하고자한다.

1.2 연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는 서울시민들의 직 음용률

을 높이기 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인식개선에 힘

쓰고 있다. 하지만 수돗물의 부정 인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에 153억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직

음용률은 4.9%로 집계 다[5].

본 연구는 국내외 탭워터 음용률을 높이기 해 사용

되었던 제품디자인, 서비스를 조사하기 해 논문과 학

술지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것과 련

된 사례를 분석하 다. 연구 범 는 탭워터 수질 리 시

스템 Point-of-Use, Point-of-Entry 두 가지 변수

Point-of-Use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국내의

다양한 수돗물 조 더집 인결과도출을 해 서

울시 수돗물 아리수로 한정 하 다. 연구 내용을 근거로

수돗물의 직 음용률이 얼마나 향상될지에 해 확인해

보고 탭워터 수질을 리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그

들의 수질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에 하여 연

구를 진행했다.

2. 론적 경

2.1 수돗  용률 현황

2.1.1 내 수돗  용률

오늘날 수돗물은 가정 사회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한재화로자리를잡았다[6]. 보통식수로마시

는 형태는수돗물을 그 로마시는것, 끓여서마시는것,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 먹는 샘물(생수)이나 약수, 우물,

지하수를 마시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Table

1은 K-water (2015)에서 조사한 지방 상수도 21개 지자

체의 지방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표로, 총 표본 수

12,600명의 수돗물 음용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총

음용률은 49%이며 이 그 로 마시는 비율이 7.9&, 끓

여서 마시는 비율이 41.1%, 정수기 사용이 40.1%로 수돗

물을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바로 마시는 비율은 상 으

로 은 것으로 조사 다[7].

Drinkable water Number of cases Drinkng rate(%)

Tap
water

Total 6.175 49

Direct drink 996 7.9

Boiled drink 5.179 41.4

Water Purifier 5.052 40.1

Bottle Water 907 7.2

Underground water 466 3.7

Total 12.600 100

Table 1. 2015 Local waterworks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

덧붙여 수돗물 음용률이 5년째 50% 반에서 오르

내리는 가운데,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가장큰 이유는 물

탱크나 낡은 수도배 에 한 걱정 때문으로 조사 다.

수돗물 불신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인

30.8%는 ‘물탱크와 낡은 수도배 에 문제가 있을 것 같

아서’ 으며 그 뒤를 이은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28.1%를 차지했다. 상수원이 깨끗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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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을 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이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8]. 상수도서비스는 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신뢰가가장 필요

한 서비스이다[9]. 하지만 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련

신뢰도는 매우 기 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1.2  수돗  현황

가맹국과 유럽의 15개국은 단 1%만이 수돗물을 좋지

않게 인식하고 86%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국은 90%, 미국은 82%, 일본은 78%로 높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었다[10]. 하지만 미국도 수돗물에 한

불신감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가정에서 별도의 처

리시설을 통해 마시고 있다. 이것 한정수 시스템을 통

해 이미 정화가 된물이라하여도각 가정의 상수도에

한막연한불신감때문에나타나는 상이라고볼수있다.

2.2 수돗  수질 리 시스  종류

기본 으로 수질 리 시스템을 설치하기 한 두 가

지 주요 치가 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에서 얻고자 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질 리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

2.2.1 Point-of-Entry

Point-of-Entry 수질 리 시스템은 세탁기, 욕실(화장

실 포함), 용 외부 수도꼭지를 공 하는 개별 공 라

인에 들어가기 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정수한다는 명

백한 목 으로 미터 측에 설치된다. Point-of-Use 시스

템은 종종 연화제, 형 베드카본필터 수돗물의 침

물, 안 좋은 맛과 냄새를 제거(트랩과 같이)하기 해 특

별히 설계된 시스템을 포함한다.

Point-of-Entry 시스템은 물이 처음 집으로 들어오는

주요 수요에 설치되어 이것으로 정수된 물이 모든 집안

의 욕조, 샤워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모든 곳

으로 배분이 되어 집 체를 덮고 있으므로 ‘Whole

House Water Filters’라고도 불린다[11].

즉, Point-of-Entry 시스템은 수돗물이 가정 내로 들

어오기 이 에 먼 정수과정을 거친 후 정수된 수돗물

이 가정에 공 되는 것을 뜻한다.

Fig. 1. Point-of-Entry

2.2.2 Point-of-Use

Point-of-Use 시스템은 일반 으로 부엌이나 욕실 싱

크 아래 단일 수조 연결부에 설치된다. 작은 수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이 사용되는 그 정확한 지 에

서 정수가 이루어진다. Point-of-Use가 물을 정수하는

동안 하나 이상의 다른 연결부에도 정수한 물을 분배할

수 있지만, 소량생산의가벼운 용도에가장 합하다[12].

제품 유닛의 크기에 따라 일부 Point-of-Use 필터는

3~6개월만 지속하고 다른 필터는 최 1년 이상 지속하

게 된다. Point-of-Use를 다음 Fig. 2와 같이 정리하 다.

Fig. 2. Point-of-Use

2.2.3 Point-of-Use 시  전망

Point-of-Use 수질처리 시스템의 시장은 Fig. 3과 같

이 2020년까지 245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상하며, 2015

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86%의 CAGR이 상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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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U water treatment system market size

수질오염의증가, 깨끗한마시는물의혜택에 한인식

증가, 건설 활동의 증가와 같은 요인들은 Point-of-Use

수질처리 시스템 시장의 성장률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질처리 시스템에서 Point-of-Use의 시장

망이 굉장히 밝고 시장성장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 POU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3. 내  탭워  사례조사 

분   제안

3.1  탭워  POU 사례

탭워터음용률을 높이기 해 사용되었던 제품디자인,

서비스를 조사하기 해 논문과 학술지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것과 련된 사례를 분석하 다.

3.1.1 TAPP WATER

국외 Point-of-Use 시스템의 표 인 사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TAPP WATER 사례를 연구했다. TAPP

WATER는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하

고 건강한 수돗물을 쉽게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한다.

TAPP WATER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필터가 그 지역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해 블라인드 테스트

를 진행하며 TAPP WATER의 제품 TAPP 1은 유럽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워터필터로 구나 설

치 유지할수 있도록 탭에서 직 깨끗하고 신선한 물

을 제공한다[14].

3.1.2 Brita Filter

40년의 통을 자랑하는 수질처리 분야 문회사

BRITA는 1966년에 설립되어 가정용 수질필터 제품과

수질 련 문 응용제품을 제조하는 로벌 기업이다.

BRITA는 재 ‘Filter for the Future’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Brita Long Last Pitcher

는 필터를 구매할 때마다 그 수익에서 1$를 기부하여

재 학교의 라스틱병에 담긴 먹는 샘물의 의존성을 약

화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15]. 그 이유는 국

으로 수질 오염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과 직원을

해 생수에 학교제정에 한정된 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라스틱 물병의 수요를 이고 그

라스틱 물병의 필ㅍ요를 Point-of-Use 시스템이 용

된 자회사의 다양한 수질 리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아래의 Fig. 4는 BRITA의 다양한 수

질 리 제품이다.

Fig. 4. Brita Filter product

3.2 내 탭워  POU사례

3.2.1 비타스파

비타스 는 샤워기나 수 에 간단한 설치만으로 수돗

물의 잔류염소, 녹물, 이물질 등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며 비타민C와 우유성분이 함유되어 노화방지와 보습

작용이 뛰어남과 동시에 향기 테라피 기능이 있는 아로

마 샤워필터이다. 비타스 의 과학 원리는 미세한 홀

을 통하여 비타민 C가 용출되는 원리이다. 이는 필터 내

부로 물이 흘러서 생기는 수압이 발생한 후 필터 내부의

압력과 비타민 겔 용기 압력이 같아지면 비타민이 서서

히 용출되게 고안된 구조이다[16].

3.2.2 퓨어  주 용

퓨어썸 주방용은 주방 수도꼭지에 간단히 설치하여

수돗물의 녹물 염소를 걸러내는 수도꼭지 필터형 제품이

다. 과일과 채소를 씻어 먹을 때 사용하는 수돗물의염소

를 제거하는 데 목 이 있으며 싱크 의 녹물을 없애주

고 다양한 요리를 할 때사용되는 수돗물을 걱정 없이사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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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분

다음 Table 2는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탭워터

POU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Oversea Usage location Purpose

TAPP
WATER

Kitchen
faucet

To drink clean, healthy tap water with
minimal

environmetal impact

BRITA
FILTER

Faucet, various
tumbler bottle

To reduce amount of plastic bottles.
And for more clean and healthy

water.

Domestic Usage location Prupose

VITA
SPA

Bathroom
faucet

To do fresh shower by removing
residual chlorine from tap water.

Puresome
Kitchen
faucet

Helping to use the tap water used to
wash fruits and vegetables without

worrying.

Table 2. Tap water treatment system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인 TAPP WATER와 BRITA

FILTER는 공통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는다

는 가치 으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례인 TAPP WATER는 라스틱 물병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탭워터를 마셔야

한다는 메세지를 달하며 TAPP 1을 통해 깨끗하고 건

강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BRITA FILTER는 Filter for the Future라

는 캠페인을 통해 첫 번째 TAPP WATER 사례와 마찬

가지로 라스틱 병의 사용을 지양하며 그 라스틱 물

병의 필요를 자회사의 다양한 수질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지원하는 데 의지가 있는 것이 특

징 이다. 이에 비교해 국내 POU기반 제품은 오염된 상

수도 에서 나오는 물을 필터로 걸러내어수돗물을 음용

하기보다는 단순히 수돗물을 세척하는 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목 이 있다. 더 깨끗한물로 씻으라는 메

시지를 남기는 제품들은 수돗물 그 자체 수질의 신뢰도

를 하락시키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개념을

약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탭워터 음용률을 높

이기 한 상수도 신뢰성을 고증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서울 시민뿐만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수

돗물에 한 신뢰도 개선을 돕고 국민들로 하여 국

의 상수도 리 한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돕는 제품

디자인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Point-of-Use 수질 처리 시스템 사

례분석을 통해 재 국내 수질처리 시스템이 수돗물의

음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했다. 앞으로 깨

끗하고 건강한 물을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며

마시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상한다.

Point-of-Use 수질 처리 시스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외 사례들은 공통으로 먹는 샘물이 담겨 나오는 라

스틱 물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탭 워터를 마셔

야 한다는 메시지를 달하며 자회사의 제품을 통해 수

돗물의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고 결론 으로 깨끗

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수돗

물을 마시는 행 자체가 소비자의 이득일 뿐만

아닌 사회 인 가치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 수돗물의 정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반면,

국내는 사용자에게 오염된 수돗물을 단순히 정수작용을

거쳐 씻어내는 물로써 여과해 다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이므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서 인식개선 시키기

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수질처리 련 제품이단순

히 Point-of-Use 시스템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닌 Point-of-Use 시스템의 장 과 탭워터 자체 수질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마시는 물로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연구되기를 기 한다. 한 향후 연

구에서 단순히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에만 국한되어 연구

되는 것이 아닌, 국 수돗물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범 에서 더 나아가 국 상수도 리를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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