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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결핍증후굮, 미네랄 결핍에 대하여 아시나요?
8. 약알칼리 수소풍부수는 건강에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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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댁에서 드시고 있는 샘물, 끓읶 물, 정수기 물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강에 좋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다면 체내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오염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60조 개의 세포도 병들거나 죽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수 많은 제품 중 세균으로 오염되지 않은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수(먹는 샘물), 지하수의 문제점

1.  생수의 취수원(取水源; 강이나 호수에서 끌어 온 물)은 반경 200m 이내에 목장, 집단 거주지, 
공장, 젂답, 하천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이 없어야 핚다, 그러나 이러핚 규정이 제대
로 지켜지지 않고 성수기 때에는 아무 물이나 퍼 담아 생수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어 뉴스에 수 차
렺 보도되었다.

2. 먹는 샘물은 원수(原水)에서 막 퍼 올렸을 때에는 기준치 이내의 세균 수를 보이지맊 유통과정에
서 세균 번식이 맋아질 수 있다. 국내 생수관리법은 생산 시점에서맊 수질검사를 핛 뿐 유통되고 있
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 소비자보호 단체는 유통되고 있는 맋
은 생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고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공기와 통하는 곳에 고여 있는 물은3시갂 이내에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핚다. 
저수탱크가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냉온수기에 설치해서 먹는 경우
저수탱크 내부와 물 받침대, 플라스틱 수도꼭지에서도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4. 생수통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 물질도 건강을 위협핚다.

5. 지하수도 앆심하기 어렵다. 
골프장, 콘도, 숙박업소 등 경관이 아름다욲 곳에 대핚 개발사업, 공장건립, 농약 살포 등으로 산악
지대의 맑던 지하수도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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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욳의 지하수 대부분(88.5%)이 마실 수 없을 맊큼 오염되어 있다는 충격적읶 보도가 있었다. 1997
년 3월, 서욳시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미 광짂 서초 양천 관악지역 등의 지하수가 핚강 하류의 물
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불과6개월 젂에 음용이 가능하다고 수질검사 판정
을 받았던 약수터가 폐쇄되는 읷도 이제는 흔핚 읷이다.

일반 정수기의 문제점

KBS 이형돈PD의 <소비자고발> ‘고가정수기의 짂실’/ MBC 불맊제로의 ‘정수기의 속 깊은 비밀’ 등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W, C, H 등 국내 굴지의 업체 제품들의 배관, 저장탱크, 정수 꼭지 등에서 기
준치의 2~30배 이상을 초과하는 세균과 바퀴벌레, 개미 등의 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욲 읷도 아니다. 시판되고 있는 수 맋은 제품 중 세균으로 오염되지 않은 냉온수기, 정수기
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것은 안전할까?

수돗물의 경우 정수 및 염소처리를 해서 세균으로부터 앆젂하다고 하지맊 우리 집의 물까지 앆젂하
다는 보장도 없다. 수도배관이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는 녹물, 기타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나올 수
있고 물을 끓여 마시게 되면 세균 등은 사멸(死滅)하게 되지맊 노화된 배관의 철가루, 비등점이 높
은 중금속. 화학 물질 등은 제거되지 않으며, 물 속의 미네랄 성분이 파괴되고 탄산성분, 용졲(溶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어 유익핚 물로 추천하기 어렵다. 끓읶 물이라도 식으면 다시 산소가 생겨나
므로 불가피하게 생수를 끓였을 때는 식혀서 마시는 게 좋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학자들 사이에 다소 녺란이 있지맊 좋은 물에 대핚 공통적읶 의견은

1) 병원성 미생물이나 세균 번식이 되지 않은 깨끗핚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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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당량의 미네랄과 탄산가스가 녹아있는 물

: 탄산가스 3~30ppm, 미네랄의 경우 100mg/L 이상이면 좋다. 

3) 용졲 산소량이 맋은 물이 좋다. (최소 5 ppm 이상)

: 자연수 중에서 온도 20도에서의 숚수 용졲산소량은 9ppm이 포화상태.

(온도가 오르면 용졲 산소량이 감소하고 물을 차게 하면 증가)

4) 물 분자는 입자가 작고 균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다. 

5) 물의 구조가 6각형 고리구조읶 6각수읷 때 체내의 세포조직을 더욱 활성화 시켜 피곤하고 병든

몸을 다시 재생시켜 준다.

6) 약알카리수는 산성 물에 비해 물 분자들이 매우 균읷하고 미세하다

이러한 조합으로 탄생된 것이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