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물이 좋은가?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는 평소보다 많은 물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인지 물에 대
해서 어떤 물이 좋은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세상에 많은 말들이 떠돈다.
 물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정수이다. 우
리 몸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 혈액의 90%이상이 바로 물이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수분은 체내의 각 세포와 혈액에 섞여 있는 불순물과 노폐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는 하루
에 약 2-3ι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한번 체내로 들어간 물이 오줌이나 땀 등의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 나갈 때 까지 체내를 순환하면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바로 건강의 척도가 된다.

 몸속에서의 물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1.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사 작용을 높이며
2.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3. 영양소를 용해시키며 이를 흡수 운반해서 필요한 세포로 공급해주고
4. 혈액을 중성 내지는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며
5. 체내의 열을 발산시켜 체온조절을 한다.

 흔히 신체 내에 들어있는 물은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
의 본체가 되는 모든 생화학적 반응은 세포내액에서 일어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산소 
및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세포내에서 생성된 노폐물 등을 체외로 보내는 반응은 세포
외액에서 일어난다. 또 전해질 농도나, 산성도, 삼투압 농도 등을 일정하게 하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그래서 체내에 흐르는 물은 
혈액이나 임파액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 장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
다.
 물의 약리적 효과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 시노하라박사의 논문을 정리
해 보았다.
1. 진정제 효과: 물은 조금씩 마시면 날카로워 졌던 신경이 가라앉고 평온한 상태를  
               되찾게 된다.
2. 강장제 효과: 물은 효소의 작용을 도와 체내의 화학반응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힘  
               이 나게 한다.
3. 신진대사 촉진: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혈관 벽에 축적되어 동맥경화증을 가져온다. 이때 물의 공급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그로인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영양분  
                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을 튼튼하게 만든다.
4. 통변효과: 변비가 있는 분은 생수를 마심으로서 장의 운동을 촉진할 수 있다.



5. 희석제 효과: 물을 마심으로써 위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염분이나 독성물질  
              을 희석 또는 해독할 수 있다.
6. 해열효과 : 땀의 발산을 촉진시켜 몸의 열을 내려준다.
7. 수면효과 : 잠들기 전 30분쯤 한 잔의 물은 속이 빈 것을 채우는 동시에 마음을   
             가라앉혀 쉽게 잠을 이루게 한다.
8. 이뇨효과

 좋은 물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인체에 공급해줄 가장 이상적인 물은 바로 살아있는 물이어야 한다. 
 살아있는 물이란 오염되지 않고 열이나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물을 
말한다. 끓인 물로 물고기를 길러보거나 화초를 키워보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벽에 마시는 한 컵의 약수는 물론이고 잘 정수된 끓이지 않은 물이야 
말로 보약 중에 보약이다. 그중 최근에 6각수에 관해 부쩍 관심이 높아졌다. 인체의 
정상세포안팎에는 바람직한 물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바로 6각형 고리모양의 분
자를 많이 갖고 있는 6각수이다. 이6각수도 결국 끓이지 않은 찬물에 많이 들어있다. 
10도의 물에서는 6각형 고리모양의 분자가 전체의 3-4%에 불과하나 섭씨 0도에서는 
10%, 과냉각상태인 섭씨영하30-40도에서는 대부분이 6각형 고리모양의 물 분자로 되
어있다. 6각수 만드는 기계도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 6각수는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생수를 냉동실에서 얼려 냉장실에서 녹여먹으면 아주 훌륭한 6각수가 
된다.

 둘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성분이 적당히 함유된 물이 좋다.
 물에는 갖가지 이온들이 녹아있는데, 이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6각형 고리구조
를 형성시켜주는 이온과 이를 파괴하는 이온으로 나뉜다. 칼슘, 나트륨, 은, 게르마늄 
이온 등은 구조형성을 도와주고, 반대로 구조를 파괴시키는 이온은 칼륨, 불소, 염소, 
요오드 등이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이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약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불소나 유리탄산, 철, 유황 등이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지나치면 오히려 부작
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오색약수의 경우 약수의 가치는 있으나 유리탄산이 
1908㎎/L 나 들어있고 추곡약수의 경우 불소 3.7㎎/L , 유리탄산 1254㎎/L 이 검출
되어, 많이 마실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루 마실 수 
있는 약수의 양을 16세 이상은 오색약수는 371㎖, 추곡약수 432㎖. 화암약수 742㎖
이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물 분자집단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물의 분자집합이 작아야 세포내의 침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노폐물 등



의 배설이 쉬어진다.

넷째, 물의 경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경도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합계 치로 결정되는 데 아무리 미네랄이 중요하다 하더라
도 너무 높으면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통 1L의 물에 50㎎정도의 수치가 적
당하다.

 다섯째, PH가 7.2~7.4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띄는 물이 좋다.
 이것은 사람의 체액과 같은 PH이므로 같은 정도의 강도가 몸과 잘 융합되기 때문이
다.

  이 좋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콩팥에서 핏속의 독소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끓이지 않은 생수를 자기 체온보다 20
도정도 낮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은 위속의 소화효소나 위산을 희석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한 잔의 물을 마실 때 씹어서 마시라는 사람도 있고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라는 사람도 있다. 이는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섭취하면 삼투압작용에 의
해 전해질이 빠져나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금씩 물맛을 음미하면서 
마시면 마음이 느긋해져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얼마만큼 마셔야 하는가?
 음, 양의 개념으로 볼 때 물은 음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체질의 양적인 사람, 
즉 성질이 불같고, 평소에 열이 잘나고 기운이 위로 잘 뻗치는 사람, 즉 성질이 불같
고, 차게 해서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음적인 사람들, 특히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고 몸이 차거나 노인인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서 적게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비가 있는 경우 아침 공복 시에 냉
수를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평소 몸에 열이 많아서 생긴 변비라면 몰라도, 기운이 
없고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변비가 오히려 악화되고 만다. 그러므
로 물은 각 체질에 따라 마셔야지 무조건 많이 마셔야 좋다거나 혹은 적게 마셔야 좋
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평소 자기 몸에 맞추어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
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