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We(55)-2015-15(06.17)

좋은 물, 깨끗한 물, 어떤 물?
윤병로

매년 전 세계인 중 수천만 명이 오염된 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충격적
인 통계발표가 되면서 ‘깨끗한 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마 전 수돗물
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수돗물 안전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중금속 오염사고,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농도를 둘러싼 논쟁, 페놀 오염사
고, 낙동강 미량중금속과 악취 소동 등 각종 수돗물 오염사고가 되풀이돼 왔다.
얼마 전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응답자는 겨
우 4.2%에 불과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내가 초등학
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께서 선진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들고 다니면서 먹는 생수라는 것을 사먹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들고 다니며 마시기도 한다는 선생님의 진지한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나 우린 선생님의 말씀에 비웃는 소리로 “정말 로여～”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환경오염, 무분별한 물 사용,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물은 값비싼 자원이 되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물시장이
급성장했고 수돗물, 먹는 샘물, 정수기, 약수 등 소비자의 선택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물은 체
내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각 기관에 영양소를 전달하며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 물이 부족하면 고혈
압, 류머티즘 관절염, 요통, 두통, 소화불량 같은 갖가지 병이 생긴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물의 종류는 너무 많고, 어떤 물을 마셔야 할지, 여기 저기서 좋다고 내놓은 물들, 과연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물 분자의 모양은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중 육각
수(六角水)’가 몸에 좋다는 주장이 있다. 또 어떤 의학전문가는 물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결정이
아름답게 바뀌고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좋은 물의
조건은 간단하다.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 없고 깨끗한 것이 좋은 물이다. 음식의 분해, 소화, 흡수를
높이는 약알칼리성(pH7.5 정도)이 산성화한 물보다 좋은 것으로 본다. 약알칼리성을 띠는 물은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과망간산칼륨은 물속의 유기물로 함유량이 높을수록 오염도
가 높다. 경도는 물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는 정도로 수치가 클수록 물맛이 세고 거칠다. 미
네랄이 적당하게 녹아 있는 물은 특유의 씹히는 맛이 있다.
누구에게나 좋은 물은 없다. 좋은 물의 공통점은 유해물질이 없고 깨끗하며 약알칼리 성질을 가진 것
이다. 물의 ‘맛’은 물 마실 때의 심리상태, 기온, 습도, 환경 등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르
게 느껴진다. ‘깨끗한 물=좋은 물’로 인식되는 시대는 갔다.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의 물은 미네

랄이 모두 제거되어 실험실에서나 쓰이는 ‘안전하지만 죽은 물’이다. 이젠 ‘살아 있는 물=좋은
물’인 시대가 왔다. 인체에 가장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약알칼리수’라는 것
이 학자와 민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 좋은 물의 기본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끓이지 않은 생수여야 한
다. 생수 속에는 미네랄을 비롯하여, 각종 세균이 들어 있다. 끓이면 세균은 죽지만 물의 생명력도
함께 파괴되므로 염소 등 유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장시간 끓인 물은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좋은 물의 요건은「맛이 좋은 물」이다. 맛이 좋은 물은 우선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어야 한다.
물속에 산소의 함유량이 많고 약알칼리성 일 때 청량감이 난다. 이는 끓인 물을 죽은 물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좋은 물은 물 분자 크기가 작아야 한다. 크기가 작아야 세포내 침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설이 쉬워진다. 넷째, 유해성분(중금속, 염소, 녹, 찌꺼기 등)
이 들어있는 물은 안 된다. 다섯째, 칼슘,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용해되어 있는
물 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순물, 미네랄 등의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증류수처럼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물이 아니다. 여섯째, 물은 어디까지나 무색무취여야 한다. 아
무리 좋은 물이라도 물속에 부유물질이 많으면 안 된다. 유리컵의 물을 불빛에 비춰 보았을 때 미세
한 물질들이 둥둥 떠다니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색소가 나타나도 좋은 물로서는 실격이다. 일곱째,
물맛은 물에 녹아 있는 탄산가스, 산소, 철, 칼슘, 염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물물이나 샘물이 맛있
게 느껴지는 것은 산소와 탄산가스의 함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물을 끓이면 그 함
유량이 감소해 물맛이 떨어진다. 물맛에 관련되는 것이 탄산가스와 경도 이다. 탄산가스는 미네랄
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인체에 흡수가 잘 된다. 경도는 물의 끈끈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물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에 따라 결정된다. 경도가 높은 물을 마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는 물속에 있는 과다한 칼슘이온 때문이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경도가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물맛은 물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섭씨 10~15도가 맛있는 물이다. 수소이온 농도인 pH가
7전후의 중성에 가까운 물보다는 pH7.5~8.5의 약알칼리성 물이 좋다.
물속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과 미네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제는 미네랄이 특정성분만 포
함된 생수가 공급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칼슘수, 마그네슘수, 수소수 등 일부 성
분만 많이 함유된 생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대부분 식품으로 섭취 가
능하며 종합비타민으로도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 평소 음식을 고루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굳이 비용을 투자해 많은 양의 미네랄워터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 물 선택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물은 있을 수 없다. 결국 좋은 물은 기본적으로‘좋은 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더불어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만족도 가 달라지고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기 만족시키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 필 자 소 개 >
▶ 윤 병 로
▶ (주)세종플랜트 대표
▶ 사람과 미래환경 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