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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잡고�건강도�잡는�
음료�&�아이스크림

이미숙 식생활-클리닉-건강한-식탁

여름,-얼음-둥둥-떠-있는-시원한-음료수가-절실한-날씨다.-수은주가-올라가면-아이스크림의-인기도-덩

달아-상한가를-달린다.-그런데-도대체-어떤-음료수,-어떤-아이스크림을-먹는-게-좋을까?-넘쳐나는-상품

들로-‘골라먹는-재미’가-아니라-선택의-기로에서-머리를-쥐어뜯어야하는-당신을-위해-올바른-음료수와-

아이스크림-골라먹는-노하우를-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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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강조한 각종 차 음료, 과신은 금물 �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이라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물’이 판매되기 시작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그 옛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

까? 암튼 물동이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먹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세월은 어느덧 지나고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맹물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하나라도 첨가된 ‘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것이 대세다.

음료의 선택 기준이 바뀐 것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맛’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기 때문. 달콤

하고 톡 쏘는 탄산음료가 여름 음료시장을 장악했던 몇 년 전에 비해 이제 탄산음료시장은 웰

빙열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콜라나 사이다로 대표되는 탄산음료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너

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탄산음료를 집어 들지 않는다.

탄산음료의 왕좌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은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맛이 강하지 않

고, 건강까지 생각한 음료들이다. 맛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소위 혼합차 혹은 혼합 침출차라 불리는 것들. 최근 혼합차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녹차의 강세가 두드러진데, 그동안 녹차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는 강하지만 떫고 쓴 맛

을 싫어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외면을 받아왔다. 음료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다 부드

러운 맛의 녹차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만족하게 하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녹차를 즐겨 

마시지 않던 젊은이들도 녹차페트병을 들고 다니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녹차의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는 이미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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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료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위염 혹은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 녹차의 카페인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빈속에 녹차를 마시면 속이 쓰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녹차보다 맹물을 마시는 편이 

안전하다.

여러 가지 차를 섞어서 만든 혼합차들도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다. 대개는 약간의 허브향이 나

면서 단맛이 거의 없는데,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들은 열량이 없다는 것,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이다. 이런 음료들 역시 탄산음료를 대체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제품들이다. 그러나 물보

다 훨씬 우수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예쁜 얼굴형으로 만들어준다고 선전하는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있는 옥수수수염을 이용하여 얼굴의 붓기를 가라앉혀서 살이 빠

진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장기능이 나빠 얼굴이 부었는

데 과연 옥수수 수염차를 마신다고 효과가 있을까? 그보다는 신장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급

선무가 아닐지. 또한 자칫 욕심을 부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다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칠지도 모른다.

비싼 물이 좋은 물은 아니다.

심지어는 보리차도 고급이미지로 포장되어 음료시장을 파고들었다. 생수처럼 밍밍하지 않고 

구수하거나 깔끔한 맛이 있어서 보리차를 끓여 먹는 사람들은 집 밖에서도 생수가 아니라 보리

차를 마실 수 있어서 매우 반기는 눈치다. 그런데, 병에든 보리차나 옥수수 차는 집에서 끓인 것

과 어딘가 모르게 맛이 다르다. 조금 더 구수하게 만들기 위해 합성향료를 넣었기 때문. 엄밀하

게 말하면 순수한 보리차, 옥수수 차는 아니다. 아무리 첨가가 허용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꾸준

히 첨가물을 먹는 것은 역시 찜찜한 구석이 있다.

물 값이라고 하기엔 입이 쩍 벌어지는 프리미엄생수, 수입생수도 꽤 많이 판매가 되는 모양이

다. 그런데, 이런 비싼 물은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선전하는 미네랄워터들은 신장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원래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영양

적인 의미보다는 물의 맛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물에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경우에 맛있다고 느끼는데, 지나치게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맛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신장에 

결석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스크림 vs 아이스밀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들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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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오리지널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는 우유와 

계란인데, 실제로 우유와 계란을 넣어 부드럽게 

얼린 아이스크림은 흔하지 않다. 때문에 식품위생

법에서는 아이스크림류 중에서 유지방함량이 6% 

이상인 제품만을 ‘아이스크림’으로 분류하고 2% 

이상은 ‘아이스밀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렇게 우유가 포함되어있는 아이스크

림이나 아이스밀크는 제품표기에 축산물 가공품

으로 분류되어있다.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

은 빙과류나 샤베트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대체로 유지방함량이 많을수록 고급제품으로 

맛이 풍부하고 질감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유지방함량이 많을수록 열량 또한 높다

는 사실은 노출의 계절을 맞아 체중관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우유

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빙과류나 샤베트는 부드러운 맛은 덜하지만 시원하고 깔끔한 맛은 더 

우수하다. 

보기 좋은 아이스크림 먹기도 좋다?

맛과 가격 다음으로 건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시판 아이스크림류의 원재료 및 

함량을 조사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식품첨가물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아이스크림류는 단맛을 내

기 위해서는 대부분 액상과당을 쓴다. 설탕이 아

니라고 안심하는 소비자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액상과당은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 더 강하고 단

맛에 대한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

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값

비싼 유지방 대신에 값싼 야자경화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야자유 자체에는 트랜스지방산이 없지만 야자경화유는 야자유를 가공한 기름으

로 가공과정에서 트랜스지방산이 만들어진다. 트랜스지방산은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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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검이나 카라기난 같은 유화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물질. 원래 아이스크림을 만들때는 계란 노른자가 유화제의 역

할을 했지만 오늘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은 계란 노른자대신 구

아검이나 카라기난을 넣는다. 그런데 이런 유화제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체액에 잘 

섞이도록 돕기도 한다. 결국 우리 몸속에서 유해물질들의 흡수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합성착향료와 색소역시 대부분의 아이스크림류 제품에서 빠지지 않고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이다. 특히 초콜릿 맛의 아이스크림제품에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하는데 전분을 원료로 화학반

응을 일으켜서 만든 카라멜색소는 유전자변형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급적 색이나 향

이 진하지 않은 제품이 비교적 안전하다. 

덥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자. 더위잡으려다 건강 놓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