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 냄새(Taste and Odour)
일반사항
― 먹는물의 맛과 냄새는 미생물에 의해 생김
― 물공급시 생기는 화학물질오염 같이 인간이 원인이 될 수 도 있음
― 수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저장시설이나 파이프로부터 침출된 물질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 맛을 내는 성분들은 대개 무기성분인데 증류수 중 철, 구리, 마그네슘, 아연농도가 각각
1)
0.05mg/L, 2.5mg/L, 3.5mg/L, 5mg/L에서 맛을 낼 수 있음
2)
― 특히 철은 실제적으로 물의 맛에 영향을 준다고 의심됨
― 유기화합물 중 부식물, 친수성 산(acids), 카르복실산, 펩타이드, 아미노산, 탄수화물,
탄화수소물 등은 물에서 감각 수용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3)
― 냄새와 맛의 문제를 가장 자주 일으키는 미생물은 방선균과 여러종류의 녹조류
― 간혹 수중 원생류와 곰팡이류도 원인이 될 수 있음
― 흙냄새와 맛은 특정 남조류, 방선균, 곰팡이에 의해 생성됨
― 먹는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는 남조류와 방성균이 생산하는 물질은 문헌에서 광범위
4,5,6,7)
geosmin, methylisoborneol(MIB), cardin-4-ene-1-ol을 포함
하게 논의되었고
― 자라는 녹조류는 지방족 알코올, 알데히드,케톤,에스터, 티오에스터,황화물을 포함
하여 휘발성과 비휘발성 유기물질을 생산함
― 배수시스템의 철세균은 맛과 냄새를 유발 8)
― 일부 슈도모나스 균주들은 늪지냄새를 유발 9)
― 다른 균주들은 황함유 아미노산을 황화수소, 메틸티올, 디메틸폴리설파이드로 바꿈 10)
― 맛과 냄새를 위한 건강 권장치는 없음

유해성
― 먹는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떤형태로든 물이 오염되었거나 수처리 혹은 배수과정
의 잘못된 기능에 대한 암시이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는 음용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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