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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상식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

한다

샘물이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 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재를 말한다.

먹는물 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냉온수기란?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정수기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수질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로서, 유입수중에 함유된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먹는물의 특성

우리들이 마시는 먹는 물은 수돗물, 시판용 생수, 지하수, 끓인 물, 정수기 물 등을 마십니다. 이러한 물들은 제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철저한 정수처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염소 소독으로 인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완전 사멸시키기 때문에 위생상 가

장 안전한 물입니다.

지하수의 수질은 외부 환경여건과 지질의 영향에 의해 수질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질검사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물만을 마셔

야 합니다.

시판용의 생수는 적당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판매되는 물이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번식할 경우도 있습니다.

끓인 물은 물속에 함유된 불순물이 끓이는 과정에 휘발하거나 흡착되어 거의 제거되므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수일이 경과된 물은 미생물이 번식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오래 보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수기를 거친 물은 정수기의 형식에 따라 수질이 다르며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수 능력이 떨어지며,

오염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있는 물이 건강에도 좋은 물일까요?

정보공개 >  수질정보 >  먹는물 수질관리먹는물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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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pen_data
/www/open_data/water
/www/open_data/water/water_purity


맛있는 물이 건강에도 좋은 물일까요?

미각적으로 맛있는 물이 건강에도 좋은 물입니다.

첫째,물 속에 인체에 유해한 세균, 대장균, 유해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물이든 보리, 결명자, 오미자차 등으

로 100℃에서 15분 이상 끓이면 이러한 물질이 거의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물 속에 적당량의 광물질 즉,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규산이 적당한 농도로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탄산이온이 3~30ppm정도, 용존산소 5ppm이상이 가장 좋습니다. 더운물에는 용존산소가 없으며 물을 차게 하여 마시면 용존산소

량이 증가하면서 물맛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물 분자집단들이 크게 뭉쳐있지 않고 잘게 균일하게 분포한 물이 맛있는 물입니다. 미각세포의 수용체 크기와 거의 같게 돼 체내에 저항

없이 수용되기 때문이며, 분자집단이 작은 알카리 이온수가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물의 구조가 5각형인 것보다 6각형인 경우가 맛을 더해 줍니다. 6각형 구조의 물은 체내 산소의 순환을 도와 세포에 활력을 주고 노화

를 방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8~10℃ 이하의 상태가 되면 6각형의 구조로 변화 합니다.

여섯째,물이 나는 곳(옹달샘, 약수터 등)에서 바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라다 먹을 경우에는 온도를 10℃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공기와

접촉을 적게 해 물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샘물은 강우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가물었을때도 꾸준하게 나오는 샘물로서 수온의 변화가 없는 물이 맛도 좋고 수질

도 좋습니다.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되는지?

수돗물은 과학적이고 철저한 정수처리와 수질검사를 통해서 위생적으로 절대 안전한 물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안전합니다.수돗물이 공급

되는 과정은 먼저 보성읍 보성강과 회천면 동율제 물을 정수장으로 끌어 들입니다. 정수장에서는 자연상태의 물에서 혼입 될 수 있는 각종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해 적당량의 약품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혼화, 응집, 침전, 여과 등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 불순을 거의 100%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균

이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실시하며 매일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안전한 수질입니다.

정수장에서는 맑은 수돗물이 생산된다고 할지라도 공급되는 과정에서 간혹 수도관의 오염으로 인해 수돗물이 탁해질 우려는 있지만, 이것을 최소화하

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수도관의 관말지역인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도관의 노

후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대부분의 수원(水源)은 보성강 최상류 복류수 와 회천면 동율제 호소수를 채수하여 그림과 같이 복잡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태어납니다.

취수장 - 수돗물로 사용될 원수를 끌어 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

착수정 -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정하는 곳

혼화지 - 물속에 넣은 약품과 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곳

응집지 - 물속 응집한 부유물질이 잘 가라앉도록 약품과 부유물질이 서로 엉기게 하여 크고 무겁게 만드는 곳

침전지 - 물속의 응집물질을 가라앉혀 가라앉은 찌꺼기는 버리고 맑은 물만 여과지로 보내는 곳

여과지 - 미세한 찌꺼기를 모래ㆍ자갈층을 통과시켜 맑게 걸러내는 곳

소　독 - 여과지를 통과하여 정수처리한 물에 염소를 주입해서 물속의 각종 세균을 소독

정수지 - 여과지와 염소 투입실을 통과한 깨끗한 물을 저장하는 곳

송수관 - 정수지에서 배수지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

배수지 - 정수장의 정수지에서 보낸 수돗물을 저장하여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중간 저수조

수질검사기준

우리의 수돗물은 이렇게 원수를 채수하여 과학적인 정수처리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세계보건기구(WHO) 가 정한 “음용수 수질 가이드라인”을 근간으

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먹는물수질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합니다.

우리나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심미적 영향물질 등으로 크게 구

분하여 총 5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물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수질기준 항목별로 성인이 매일 2L씩 70년간 수돗물을 음용하는

(http://www.boseong.go.kr)



분하여 총 5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물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수질기준 항목별로 성인이 매일 2L씩 70년간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 100만명 당 1명이 인체에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한 안전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가끔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서 “물이 나쁘지는 않을까?”하고 걱정하는데 앞으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은

물이 안전하다는 증거이고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수질검사기준

항목 수질기준

미생물(3)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이하

대장균/분원성대장균 불검출/100ml이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11)

납 0.01 mg /L이하

불소 1.5 mg /L이하

비소 0.01 mg /L이하

세레늄 0.01 mg /L이하

수은 0.001 mg /L이하

시안 0.01 mg /L이하

크롬 0.05 mg /L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0.5 mg /L이하

질산성 질소 10 mg /L이하

카드뮴 0.005 mg /L이하

보론 1.0 mg /L이하

페놀 0.005 mg /L이하

다이아지논 0.02 mg /L이하

파라티온 0.06 mg /L이하

페니트로티온 0.04 mg /L이하

카바릴 0.07 mg /L이하

1,4다이옥산 0.05 mg /L이하

1,1,1,트리클로르에탄 0.1 mg /L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mg /L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mg /L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mg /L이하

(http://www.boseong.go.kr)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21) 벤젠 0.01 mg /L이하

톨루엔 0.7 mg /L이하

에틸벤젠 0.3 mg /L이하

크실렌 0.5 mg /L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 /L이하

사염화탄소 0.002 mg /L이하

1,2디브로3클로로프로판 0.003 mg /L이하

총트리할로메탄 0.1 mg /L이하

클로로포름 0.08 mg /L이하

브로모디클로로메탄 0.03 mg /L이하

디브로로클로로메탄 0.1 mg /L이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6)

유리잔류염소 4.0 mg /L이하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 mg /L이하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 mg /L이하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 mg /L이하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 mg /L이하

할로아세틸에시드 0.1 mg /L이하

심미적영양물질(16)

경도 300 mg /L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 /L이하

냄새 무취

맛 무미

동 1 mg /L이하

색도 5 도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0.5 mg /L이하

수소이온농도 5.8-8.5

아연 3 mg /L이하

염소이온 250 mg /L이하

증발잔류물 500 mg /L이하

항목 수질기준

(http://www.boseong.go.kr)



철 0.3 mg /L이하

망간 0.05 mg /L이하

탁도 0.5 NTU 이하

황산이온 200 mg /L이하

알루미늄 0.2 mg /L이하

항목 수질기준

물! 아껴쓰자

국민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량 면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 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

년부터 년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며,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 water 홈페이지 바로가기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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