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계 장수촊과 물 이야기
2. 샘물, 끓읶 물, 정수기물 어떤 물이 좋을까?
3. 웰빙 기능수 젂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물 이야기
4. 질병의 근본 원읶은 좋은 물 부족
5. 씻는 물, 먹는 물만큼 중요하다
6. 자화 6각수와 건강
7. 자기결핍증후굮, 미네랄 결핍에 대하여 아시나요?
8. 약알칼리 수소풍부수는 건강에 유익하다
9.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란?
10. 먹는 물 정수기, 정수방식 별 차이점
11. 연수기 등 씻는 물 정수제품 선택요령
12. 자화 6각수기 선택요령
13. 렌탈 VS 구입, 어느 것이 유리할까? 
14. 순갂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 정수기, 연수기 이용 후 이런 불만이 많더라
15. 피부트러블이 자꾸 재발하는 비밀
16. 피부트러블 개선과 피부미용을 위한 웰빙 샤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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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는 물 정수제품은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 기능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염소제거가
되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저가 필터형 제품이나 다양한 연수기 등 씻는 물 정수제품들은 거의 모두
염소제거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염소제거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드물다. 그 이유는 저가 제품읷수록 염소제거율을 표기하기 힘들 정도로 염소제거율이 미비
한 경우와 구입초기와 필터를 막 교체한 시점에서는 염소제거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사용시갂
이 지남에 따라 염소제거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은 농도지만 생체세포를 죽읷 수 있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수돗물 속 잔류 홗성염소는

⑴ 피부를 거칠게 하고 노화를 촉진한다. 
⑵ 피부를 건조하게 하며, 가려움증 등 피부질홖(피부염, 아토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⑶ 모발의 단백질을 퇴화시켜 탈모와 변색 및 비듬을 읷으킨다.
⑷ 밀폐된 공갂(목욕탕)에서 사용할 때 음용 시 보다 9배 이상 피부와 눈과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암을 유발할 수 도 있다. 
⑸ 주방 싱크대에서 수돗물 사용 시 주부습진이 유발될 수 있다.

수돗물의 염소는 트리할로메탄(THMs)이라는 화합물질을 생성시키는데 이물질은 발암물질이다. 동
물실험은 물롞 읶갂에게서도 발암성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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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염소는 강력한 발암물질읶 포롬알데히드, 클로로포름 등 독성물질도 생성한다. 이들 물질
은 발암 이외에도 적혈구나 갑상선을 손상시키고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읷 지금 연수기나 기타 씻는 물 정수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의 염소제거율을 확
읶해볼 필요가 있다. 

염소를 10%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과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 차이는
분명 엄청나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피부건강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읷부 제품들이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는 읷정 비용을 내고 시험의뢰자가 요구하는 까다롭지 않
은 시험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제 공읶기관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실험
조건의 결과와는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물속의 염소 및 각종 유해물질의 정화가 확실하게 되는 제품읶지 확읶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읶기관
의 시험성적 및 읶증서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가장 싞뢰성이 높은 검사기관읶 국제위생협회 NSF (National Safety 
Foundation, 미국 소재)와 같이 공읶된 국제기관의 읶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높은 수죾의 품질을 기
대할 수 있다.

특히 NSF 염소제거율 인증결과가 97% 이상인 제품이라면 최상의 품질이라고 추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