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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PART I
200 년 전까지 만해도 수질은 매우
좋지 않아서 물은 꼭 끓여서 마셔
야만 했다.
현대에는 대부분 잘 처리 된 물이
수도 꼭지를 통해 나온다.
식수 공급 업체는 규정에 따라 "최
상의 상태로 정수된“ 물을 취급한
다. 엄격한 규정의 핵심은 정수 필
터의 사용이다. 게다가 최상의 상
태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
술의 발전이 이뤄져 왔다.
물리적, 화학적 또는 전기적인 방
식으로 획기적인 수질 향상에 기
여하는 수 많은 수처리 방법과 장
치가 있다.
또한 물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신
비주의가 존재한다.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목적에 가장 적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있는
견고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성화 개념으로 저명한 Walter
Irlacher 박사와 함께 현대 요법 및
건강 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Ser© Karl Heinz Asenbaum

vice Handbuch Mensch "(인간을
위한 서비스 안내서)“란 책을 집필
하기 위해 2004년 Lower Bavarias
의 Bad Füssing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내 고향인 뮌헨
에 70 년 전 우리 책의 근간이 되는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물이 엔지니
어 Alfons Natterer에 의해서 생산
되어지는 최초의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Natterer가 개발 한 물의 이온화
기술은 1981 년 그가 사망 후 극동
지역에서 사라졌고 마침내 2004
년 독일에서 재조명 받기 시작했
다.

2008 년 Dietmar Ferger의 엔지
니어, Irlacher 박사와 나는 이 기
술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책을 집필
했다. "Drink Yourself Alkaline!(
알카리수를 마셔라!) ( 알칼리수에
대한 안내서. "
향후 8 년간의 연구 끝에 왜 이 발
Content

명이 중요하고 왜 이 문제를 다루
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형
식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제 마시는 혁명이 필요하다.
Munich, 27.03.2017
Your
Karl Heinz Asenbaum

Drinking water treatment 1 (Translation
missing)
68
Drinking water treatment 1
Natural water
Rain, standing waters,
groundwater, well,
spring, meltwater
Service water, sea,
bathwater
Potable water, mineral
water, natural medicinal
water, table water, Nordenau, Hita, Tracote etc.
Water filters, reverse
osmosis
Water vortex, oxygen
enrichment
Treatment without scientific background, magic

Chemical activation

alkaline minerals

Hydrogen-producing reagents
especially metallic magnesium
low concentrated lyes up to
pH 8 - pH 12
ORP corresponding to pH value
according to
Nernst equation
No excess of
OH--Ions

KH Asenbaum: Electrically activated water 2016.
© Karl Heinz Asenbaum

Fumigation with
H2
„H2-bubbled“,
„Hydrogen-rich
water (HRW)
Never achieves
full H2 -saturation
or oversaturation
for more than
some minutes, if
dissolved oxygen will not be
removed.
ORP corresponding to pH value
according to
Nernst equation
No excess of
OH--Ions
Content
Content

Electrolytical activation
Enrichment with H2 and
O2 at a ratio of 2:1 in a
1-compartment-cell

In special designs
of 2-compartment-PEM-cells:
Enrichment of
outflowing waterwith H2 & O2 at a
ratio of 2:0

H2 solves faster in water
than O2. That is why
ORP decreases first,
creating a so-called
„hydrogen-rich-water“
On the other hand after
a few minutes also O2 is
enriched, increasing ORP
again. So with this methode a maximum of hydrogen saturation (1,6 ppm)
cannot be achieved.

H2FX-Cell, „AquaVolta Booster

The ion balance does
not change. But CO2 gas
bubbles out and increases pH-value slightly.
Electronic licence edition Aquacentrum

Normal decrease
of ORP (Nernst)
Ion balance does
not change. No
enrichment or fallout of Calcium.
No excess of
OH--Ions

Drinking water treatment 2(Translation
miss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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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ater treatment 2

ECA (electro-chemically activated) water

Water ionizer (electrical activation with diaphragm electrolysis)

Diaphragm-elektrolysis with addition of salt

Alkaline activated water with
maximum dissolved H2 in cathode compartment >1,6 ppm

Acidic activated water with maximum dissolved O2. in anode
compartment.

„Alkaline ionized“, „alkaline
reduced“, „electrolyzed reduced“, antioxidant, „living water“

Oxidant water, „acidic ionized water“, „death water“,
(not potable)

Fat dissolving, non
caustic strong alkaline functional
water (Catholyte)
with extremly low
ORP down to -800
mV (CSE) and pHvalue > 11,4

Astringent, disinfecting
acidic, but not corrosive functional water
(anolyte) with extremely
high ORP upt to +1200
mV (CSE) and pH-value
1,5 - 3

Trademarks: „Kangenwater“,
„Aquavolta“, „Tyentwater“

By-product of a water ionizer for
cleaning purposes, skin care,
plant watering

Removing of anions
and O2. . ORP negative.
pH-value 8,5 - 10

strong germicide from
high content of hypochlorous acid

Removal of cations and H2. ORP
positive, pH-value 3,5 - 6,5

selectively germkilling by decomposition of the cell
membrane

Increase of cations, especially
Ca2+, Mg2+ passing through
the diaphragm from anodic
compartment

Increase of anions passing
through the diaphragm from
cathodic compartment

Neutral Anolyte is also applied in farming and
cattle-breeding

KH Asenbaum: Electrically activated water 2016.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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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for all hygienic purposes and also for
some medical therapies.

Electronic licence edition Aquacen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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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생활 건강

•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은 수소이다.
• 그래서 약 1 킬로그램의 이
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가능한
빨리 탄소를 제거하게 된다.

물 - 사실
• 인간의 신체에 충분한 물이 공
급되지 못하면 곧 사망하게 된
다.
• 물 분자가 체내에 2주 이상 체류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은 지속적
으로 공급 되어져야 한다.
• 따라서 매일 체중 10kg 당 0.34
리터의 물을 마셔야만 한다.
• 예를 들어 누군가 체중이 70kg
이라면 매일 2,38L의 물을 마셔
야 한다.
• 이런 물에 대한 개념은 우리 신
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 Karl Heinz Asenbaum

물 - 어떤 형태인가?
• 생활음식, 특히 과일과 야채조
차도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으
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할 수 없다. 무엇
보다 우리의 좌식 생활 습관은
칼로리가 풍부한 식이 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비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 필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신
진 대사를 통해 얻어진다.

Content

• 이산화탄소는 체내 산성화
에 치명적이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태울 때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
스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0.5 리
터의 물이 필요하다.

• 특히 다량의 탄산과 당분이 포
함되어 있는 레모네이드와 같
은 탄산 음료를 마시게 되면 우
리의 신체는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11

식수의 짧은 역사

시는 것은 비일반적인 것으로 간
주되었다.
또한 로마인들은 관례를 따랐으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맥주와
와인이 선호되었고 동양에서는 커
피 문화가, 아시아에서 차 문화로
발전했다.
19 세기가 되어서야 물 치료법이
유행했고, 약사 Struve는 유럽 전
역에 치유를 위한 인공적인 물을
판매했다.
20세기에는 식수의 개발, 처리의
현대 기술이 발전되었다.

마실만한 물이 전혀 없을 경우는
끓여야 만 한다. 문명이 시작된 이
래로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세지였다. 오늘날에 조
차도 인류는 전세계에 식수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러한 지
역은 건강에 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여전히 물을
통해 전염된다.
요즘은 빗물조차 식수원이 아니
다.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오염 물
© Karl Heinz Asenbaum

문화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200
년 이상 되지 않았다.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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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요소가 아니다.

스로 분해 할 수있는 방법을 고안
했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 Antoine de
Lavoisier는 기존 물에 대한 과학
이 지식을 뒤바꾸었다. 사실 물은
전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산소
때문에 수소가 연소되고, H2O는
두 개의 가스가 에너지를 방출하
여 분자에 결합 된 공식으로 온도
에 따라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
로 존재한다. Lavoisieres 발견의
중요성은 열 에너지의 발생과 함께
물이 두 개의 기본 구성 요소로 분
리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열분
해라고 한다. 제럴드 폴락 (Gerald
Pollack)이 수행 한 연구에서 의해
물에 적외선 열 에너지가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이물질로부
터 스스로를 정화 할 수있는 배타
적인 영역 (exclusion zone)을 생
성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결과적으로, 그는 발화를 통해 두
가스로 물을 생산했다.

Lavoisier 이전에 Alessandro
Volta는 최초의 배터리를 개발했
으며 1800 년 Johann-Wilhelm
Ritter는 물 전기 분해를 통해 배터
리의 저 전류를 사용하여 물을 가
© Karl Heinz Asenbaum

알레산드로 볼타 (Alessandro
지시약 : pH 7 (녹색), pH 5 (황색), pH 9 (보
Volta)는 전기 분해 때문로 인해 물
라색)
의 pH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으나 주요 연구 목표는 아니었 전기화학자들은 이 간편한 기술의
다.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나 아무
도 이 생성물질을 식수로 보지 않
았다.
물은 전기를 저장한다
1930년에 이르러 뮌헨의 엔지니
어 Alfons Natterer는 "대사성 질
환 치료“를 위해 전기분해로 물을
생산했고 그 다음 해 알칼리성 및
산성 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작
되었다.
1802년 바실리 페트 로프 (Vasily
Petrov)는 양극 사이에 위치한 격
막을 사용하여 음극에서 알칼리성
이고 양극에서 산성 인 두 가지 유
형의 물을 생성하는 다이어프램 전
기 분해법을 개발했다.

Content

일본에서는 1966 년에 사노 요시
미 (Yoshimi Sano)에 의해 최초로
가정에서 알카리수를 마실수 있는
이온수기가(water ionizer)“개발
되었고 이는 나중에 알카리수가
용해된 수소 가스의 형태로 에너
지를 저장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
다는 연구결과의 단초가 되었다.

13

물의 전기 분해
음극의 ORP는 음극 실에서 용해
된 수소가스로 인해 항산화 특성
을 가진 알칼리성 활성 물을 공급
하게 된다.

More
acids

Flowing electrons over ions
Fewer
electrons
(+)
ORP)

Diaphragm

Positive pole
Anode

More
bases
Negative pole
Cathode

More
electrons
(-)
ORP)

실수로 9.5 pH 초과하더라도, 알
칼리성 물은 유해한 물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한 pH 값을 갖
는 화학적 물과 같은 부식성 물질
도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

다이어프램 전기 분해는 이온수를 발생시킨다. 직류 전류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면 전자는 물에 용해 된 이온 위로 흐른다. 음극에서 생성
되는 물은 서로 다른 전기 화학적 과정으로 인해 알칼리성과 전자가 풍
부해진다 (H2 포화 상태). 반대로 양극에서는 산화 환원 전위 (ORP)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산성 및 전자가 (O2 포화) 발생된다.

© Karl Heinz Asenbaum

중성상태의 물의 pH 값은 전기분
해로 인해 최대 ca. pH 12.9까지
상승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의
경우 최대 pH 9.5까지 상승된다.
따라서 각 이온화 장치는 최대 음
용 pH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할 수 있다.

Content

또한, 2,5의 pH 값을 가진 강한 산
성수 조차도 pH 값이 2,5 인 위산
에 의해서 완충되기 때문에 인체
에 해롭지 않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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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값
Chemical acids and bases
Excess of H3O ions & acid residue com- Excess of OH- ions & residues of
pared to OH- ions and residues of caustic caustic solutions (for ex. NA+, K+,
solutions
Mg++, Ca++) compared to H3O+
+

ions and ions & acid residue.

Excess of OH- ions without a
residue of caustic solutions
compared to OH- ions and residues of compared to H3O+ ions & acid
caustic solutions
residue.

Excess of H3O+ ions without acid residue

또는 가성 소다가 많은 Na +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
전기 분해 방식으로 얻은 알칼리성 및 산성 활성 수와
함께, 이들 산과 가성 소다는 이미 공급원에 있는 물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제한된 양의 몇 밀리
그램 / 리터이기 때문에 전기 활성 수돗물은 신체에 외
부 또는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없다.
아래 차트는 각종 수용액의 pH값을 나타낸다. 동일한
pH 값이라 할지라도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lectrically activated acid an alkaline water

> Stomach acid to weak
caustic soda.

화학적 염료 및 산을 포함한 모든 수용액은 특정 pH 값
을 갖는다. pH 값은 OH- 이온에 비례하는 H3O + 이온
의 양인 1 내지 14의 대수 스케일이며 pH 7에서 비율
은 1 : 1이다.
pH 6에서 비율은 10 : 1이며, pH 8에서는 1:10의 값을
가진다. 모든 pH 수준은 10의 배수이고 pH 14에서 비
율은 1:10 미만. 산도 pH1은 천만 : 1이다.
따라서 수용액의 pH 값은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절대
값이 아니다. 산 또는 염기 (잿물)의 특성 및 강도는 소
위 산성 또는 염기성 잔류 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염산이 많은 양의 Cl-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식
될 수도 있다.
© Karl Heinz Asenbaum

>Coca Cola to baking
powder		
>Acidic to alkaline activated water from:
- Hard tap water
- Soft tap water
- - De-ionized water

위쪽에서 아래로 매우 강하고 약하게 완충 된 수용액
을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 pH 값이 동일하고 색상 강
도로 구분된다. 미네랄이 적으면 적을수록 완충 효과
는 약한 것을 알수 있다.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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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료의 평균 PH 가치

AverAge pH vAlues of customAry drinks
Alkaline electrolyzed water concentrates only to dilute!

Alkaline electrolyzed water as drinking cure for certain therapies
Alkaline electrolyzed water with therapeutic observation

Official upper limit for drinking water pH 9.5
Alkaline electrolyzed water for unlimited drinking

Alkaline mineral waters without negative ORP
Egg whites

Alkaline electrolyzed water for beginners
river water INN between Rosenheim/Passau
Vegetable broth
Average tap water
Sencha Tea

Breakfast Tea

Anisschnapps (Ouzo)

Non sparkling natural alkaline mineral waters

Vodka
Breast milk during breastfeeding
Breastmilk substitute powder with electrolyzed alkaline water
Non sparkling mineral waters
Organic milk from mountain farming 3,5 %

Spinach smoothie
Coconut milk
Sauerkraut juice
Baby
low-fat UHT-milk
Rainwater Munich city fresh carrot juice milk products
Instant coffee arabica
Mineral waters medium sparkling

Official lower limit for drinking water pH 6.5
Reverse osmosis water
Espresso
Filter coffee
Alcohol-free beer; Lager
Tomato juice
Orange juice
Pineapple juice
Cranberry juice
Energy drink
Cola light

onion juice
Bottled carrot juice with honey
Sparkling mineral water

Export beer
Wheat beer

Lemon tea
rosehips tea
Ice tea
Cola Classic

vegetable juice

Pilsner beer

Isotonic sport drink

Cola Mix

Apple juice

Buttermilk
Kefir
Cantaloupe juice
Red wine dry
White wine semi dry
Lemonade

Blueberry smoothie

White wine dry

Mango/Kiwi/Banana

White wine sweet
Balsamic vinegar
Vinegar
Lemon juice

Sparkling wine

pH

pH
© Karl Heinz Asenbaum

Apricot juice Actimel drinking yoghur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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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리성 음료
지나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인체의 산성화
의 주요한 원인이다. Walter Irlacher 박사에 따르면, 음
료는 산성화와 큰 관련이 없다.
대게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설탕 또는 알코올
음료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일부를 알칼리수로 대체하
면 신체뿐만 아니라 산성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대게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설탕 또는 알코올
음료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일부를 알칼리수로 대체하
면 신체뿐만 아니라 산성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비슷하거나 낮은 pH 값을 갖는 다른 산성 음료는 다양
하게 산성화와 관련된다고 독일 연방 위험 평가 연구
소 (BfR)는 말한다. 스위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음료수
를 pH 7로 중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가성 소다
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정 가능한 산도) 연구했다.

놀랍게도 왼쪽 아래의 적정 표는 사과 또는 오렌지 주
스와 같은 천연 음료가 산도를 중화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알카리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루
에 사과 한 개의 양이 적정한데 사과 주스 1 리터당 사
과 10 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카콜라 ® (pH 2,7)를 중성
으로 중화할 때 동일한 양의 32 배에 달하는 pH 7의 뮌
헨 수돗물이 필요한 반면 알칼리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는 16배의 알칼리수로 중성화 시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음료인 콜라(산성)는 ORP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균 측정 값 (ORP in mV / CSE) :

Drink

pH

Titration amount

Brand			

pH

ORP

Apple juice
Orangina
Rivella blue
Sinalco 		
Fanta orange
Sprite 		
Orange juice
Isostar orange

3.44
3.20
3.75
2.91
2.86
2.79
3.77
3.58

4.10				
3.50				
2.30				
2.83				
4.18				
2.82				
5.95				
1.57

Coca-Cola® Classic

2,7

+263

Coca-Cola® Zero

3,3

+214

Bionade® Cola		

3,6

+081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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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음료
					

음주와 스트레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에 처한다거나, 일에 집중하지 못한
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엇
을 하는가?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가?
하루 종일 지속될 코카인이나 에너
지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는가?
차를 한잔 마시는가?

이때 당신이 음료를 마시길 원한다
면 : 탄산음료를 원하는가 또는 그렇
지 않은가?
탄산은 물 속에서 이산화탄소와 함
께 형성된다.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
효 저장고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 그
것은 마취 가스와도 같아 도살장에
서도 사용된다.
확실한 이완제이다.

맥주를 한잔 마시는가?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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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산화탄소(CO2)는 광천수 산
업과 관련이 있다. 폐가스를 톤으로
광천수에 주입한다.
유독 한 이산화탄소는 광천수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먼거리로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운송하는 중에서도 지속적인
CO2의 생성은 세계 유명 기업들로
하여금 전세계인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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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수
운송 중 하중으로 인해 플라스틱 재
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 폐기물은 모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먹이 사슬에 상당한 피
해를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양심적인 소비자는
유리병 제품을 선호한다.

광천수는 수돗물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가?
식수법은 광천수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다.
실제로 시판되는 광천수중에 이러
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거의 없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생수,
의약적 물 또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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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치료용 물

Foto: Sigismund v. Dobschütz

19세기에 들어서서 물치료법이 성
행했고 포장과 운송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경우에는 도자기병을 사용
할 만큼 오늘날보다 규제가 까다롭
지 않았다.

© Karl Heinz Asenbaum

세라믹은 물이 육각형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외선을
발산하여 멸균의 효과가 있어 요즘
도 고품질 필터에 사용된다. 세라
믹 재질은 제럴드 폴락 (Gerald Pollack)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세라
믹 사용시 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의 맛을
좋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

19 세기의 또 다른 방법은 약사
Friedrich A. Struve에 의해 발명되
었다. 치유 기관에서 재정립된 미네
랄 성분으로 유명한 치료용 물을 통
해 런던에서 세인트 피터스 버그(St.
Petersburg)까지 막대한 경제적 성
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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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 세기에 미네랄이 치유 효
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부분적
으로 매우 휘발성인 용존 가스에 대
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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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가스로서의 수소
Here is a wrong translation (same korean text than p 18
In the 1970’s Vitold Bakhir discovered apparent abnormal properties of electrolyzed water. This lead to a gigantic water
research project in the former Soviet Union. It was found out that some natural water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extraordinarily healthy had the same properties. The ORP. An electric parameter which usually had not been observed in water
before that time. In former times the change in pH and mineral content was the only thing discussed. This extraordinary ORP
could not be calculated with the chemical formulas known to this time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pH and ORP was
different.

Amount of free radicals in percent

But Bakhir did not open up a new field in chemistry, as he claimed. He hadn’t calculated that hydrogen with an ORP of 0
mV (E0) has a remarkable influence on the ORP of the leftover water if dissolved in it. Dissolved hydrogen simultaneously
plays the same role, especially if the normal balance between hydrogen and oxygen is changed by diaphragm electrolysis
in one way or the other.
In the late 1990’s a Japanese group of scientists, lead by Sanetaka Shirata, discovered that dissolved hydrogen is especially responsible for the healing effect
of water in general. 10) They compared natural curative-medical waters with artificially produced alkaline electrolyzed water with vitamin C. Both of them have an
antioxidant effect on free radicals that cause diseases.

© Karl Heinz Asenbaum

Vit. C solution

Alkaline ionized

Nordenau (D)

Hita (Japan)

Tracote (Mexico)

Mineral water A

Mineral water B

Tap water

Control group

The proof that free radicals were scavenged by atomic hydrogen (H) was obtained in 1997.
In 2008 Shigeo Ohta added the proof that molecular- that means gaseous-hydrogen (H2) possesses a selective function for scavenging the most dangerous free radical, which is the hydroxyl radical. 11). Additionally H2 is
able to reload naturally occurring antioxidants in the body, like Glutathione, vitamin C, Q 10, Catechin and
vitamin E.
Since that time hydrogen therapy as a medical gas is one of the top medical researching hotspots worldwide.
Chart according to Dieter Männl, Hydrogen - A topic for new medicine, Hamburg 2014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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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물 마시기-집에서 여과된 물
한, 보호 장치가 없어서 안전한 방법
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피처들에게는 훨씬 더 크다.
Foto: Aquaphor®- Prestige, 2,8 Liter

서론 : 차가운 물을 모두 처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마시거나 요리하
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물은 하루에
10~30리터이다. 식수 최적화의 기
본은 여과이다.
식수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있다. 그
러나 물 파이프 라인에서 항상 전환
시켜야 한다.

피처
가장 쉬운 방법은 수돗물을 차가운
수돗물로 채우고 여과 할 때까지 기
다리는 것이다.
피처 필터는 일회용 카트리지에 넣
은 활성탄 및 기타 여과 물질로 이루
어져 무기 및 유기 수질 오염을 많이
줄인다.
단점은 전체 시스템의 개봉되지 않
은 개방형 디자인이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대기에서 발견되는 오염 물
질 및 세균이 발견될 가능성과 피처
취급으로 인한 직접 오염으로 인해
시스템이 쉽게 침범될 수 있다. 또
© Karl Heinz Asenbaum

피처 필터도 비슷한 경향이 있으므
로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여과율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사용된 여과 재
료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오른쪽 위 그림에서 화학 물
질인 메틸렌 블루와 관련된 다른
필터링 효율을 볼 수 있다. 왼쪽에
는 Brita® 필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Aquaphor®가 만든 AQUALEN®
필터 미디어가 있는 필터가 있다. 여
과 시간은 7 분이다.
Content

카운터 탑 필터
물 필터를 통과하는 흐름이 보다 세
련된 방법이다. 또한 훨씬 더 빠르고
위생적이다. 예를 들어 수도 꼭지에
장착 할 수 있는 싱크대 장치가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풍기
의 나사를 풀고 탭 전환 밸브로 교체
해야 한다.
사진 : 2 개의 Aqualen® 필터 카트
리지가 있는 Aquaphor® Modern
카운터 탑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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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ounter filters
이렇게 잘 분산된 유형의 필터는 필
터 카트리지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
을 차단한다. 박테리아 성장을 저해
한다는 점에서 피처 필터에 비해 큰
장점이다.

Connection example: Aquaphor® K107 Filter
cartridge with quick-release system.
Extra outlet tap for filtered water
Disposable filter cartridge and cross section
To the service water tap for

언더 카운트 필터를 국내 필터 시스
템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집안의 모든 물을 깨끗하게 하고 보
통은 퇴적물만 제거한다. 이러한 유
형의 필터 시스템은 특정 간격으로
역세척하여 기계적으로 세척할 수
있다. 반면에 언더 카운터 필터는 마
시고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만 청
소하지만, 훨씬 더 철저하게 청소한
다.

T-valve-diverter

The angle valve from your
wall for cold water

필터 시스템과 함께 설치해야 할 마운트 탭을 볼 수 있다. 세 방향 밸브 탭
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냉수 및 온수 또는 걸러진 식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일회용 카트리지가 있는 실제 필터에는 앵글 밸브의 T 피스
커넥터를 사용하여 싱크대 아래에 물이 공급된다. 필터 헤드에는 매우 실
용적인 빠른 릴리즈 시스템이 있어서 필터 키 없이 카트리지를 교환 할 수
있다. 싱크에서 탭을 열면 물이 필터를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 Karl Heinz Asenbaum

cold water

Content

Pictured below is a triple filter head from Aquaphor®, where different special filters can b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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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Osmosis filters

Foto: Reverse Osmosis devic
AQUAPHOR® MORION RO

역삼투는 증류처럼 물을 거의 완전
히 여과할 수 있어서 물 분자를 제외
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다.

문제는 : 여전히 식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입법부와 WHO는 이
것을 반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물 연구원들과 바키르
(Bakhir, 14)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
다.
이 탈 이온수를 장기간 마시거나 역
삼투압 물, 해동시킨 물, 매우 부드
러운 물은 부신 피질의 장애를 일으
키며 심장 질환, 고혈압, 관절통 및
© Karl Heinz Asenbaum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관절염 및 관절염. 소의 경우 경련
증후군을 일으키고 실험실 쥐는 심
장 부정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Walter Irlacher 박사는 증류수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
한 미네랄을 세포 밖의 스폰지처럼
흡수한다.“15)
수십 년 동안 증류수를 마신 Dr.
Norman Walker (1886-1985)의 사
례가 인용되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과일과 야채 주스를 먹음으로써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물의 미네랄 부족분을
성공적으로 보전했다는 것이 명백
하다.
역삼투압은 수압과 함께 작동하는
여과 절차이다. 일련의 필터는 폭이
넓은 곳부터 좁은 곳까지 순서가 정
해져 있다.

Content

Even Aristotle reported over Greek
sailors that sunk amphorae deep
below sea level. The high water pressure flushed the through the pores, yet
did not let the salt pass through.
In the 20th Century reverse osmosis
was developed for astronauts. They
were able to gain drinking water from
their urine. Such a demand is not required for normal drinking water. Normal,
high performance filters are preferable
because they leave the important minerals in the water.
In Israel, due to water shortages one is
often forced to gain water from reverse
osmosis. The government issues that
this water has to be enriched with at
least 50mg calcium carbonate so that
public health is not jeopardized.
I also recommend urgently to mineralize reverse osmosi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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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onizers
가정용 이온수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적인 노하우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산업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의 경쟁 업체들에 의해 세계 시장으
로 밀려났다.
소비에트 측에서 개발된 이온수기
는 전 세계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
했고 주로 식품 및 위생 산업 분야에
서 전문가용으로 제작되었다.
Japan. urbanization

그림은 2008년 이래로 개발된 몇 가
지 모델을 보여준다. 모든 장치가 극
동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연수를 위
해 설계되었다. 유럽 및 미국 수입
업체는 경수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
는 매우 강력한 장치 개발에 주안점
을 둔다.

이온수기 (필터 내장형)는 수 처리를 할 때 물 필터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
수돗물은 알칼리성 및 항산화수소를 풍부하게 하여 활성화시킨다. 1985
년 이후 일본과 같은 동부 지역의 이온수기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
부가 되었다. 일본의 고급 아파트가 팔리면, 일본인들의 3분의 1이 알칼리
활성수를 마시려고 이온수기가 구매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드
문 일이 아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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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의 저자는 이 중요한 개발
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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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water ionizers
배치 이온수기는1931년 이래로 알
려져 왔다. 이들은 전해 활성화된 물
을 얻는 초기 기술이자 가장 쉬운 방
법이다. 제작자는 기능성을 중시하
기 때문에 아직 디자인 상을 받지 못
했다. 이 장치는 이온화 장치를 통한
적절한 흐름이 비용의 3분의 1을 차
지한다.
이들은 다이어프램 격막으로 분리
된 음극 실 (1)과 양극 실 (2)이 있는
전기 분해 셀로 구성된다. 챔버는 여
과된 물로 수동으로 채워진다 (4).
DC 전원 공급 장치는 작동 버튼과
타이머로 제어되는 전기 분해용 전
기를 공급한다.

AQUAVOLTA® BTM 3000

1

2
3

4
© Karl Heinz Asenbaum

5

그림의 AQUAVOLTA® BTM 3000
의 용량은 2x2 리터이다. 한 번의 조
작 (물의 경도에 따라 30 - 90 분)에
서 알칼리성 활성 물 2 리터를 생산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2 리
터 저장 용기 (5)에 채워진다. 동시
에 2 리터의 산성 잔류 물이 생성된
다.

Content

장치를 작동 할 때 원하는 pH 값 9 ~
9,5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
은 공급수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정
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텀브 룰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경도가 dH 9 인 연수 : ca. 30 분
경도가 dH 10 - 15 인 중 경수 : ca.
45 분
경수 dH 16 - 20 : ca. 60 분
매우 경질의 물 dH 21 - 25 : ca. 75
분
극히 단단한 dH 25 : 90 분 이상
이 경도 측정 (° dH)은 독일 경도로
서 현지 물 공급 업체로부터 얻을 수
있다. 1° dH는 1,1783 mmol / l에 해
당한다. 및 1,78 ° fH (프랑스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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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 장치로서의 배치 이온수기
배치 이온수기는 CIS 국가에서 매
우 인기가 있으나 이들은 전기 기술
또는 위생적인 유럽 표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CIS 국가와 발트 제국에서 높은 수
용력을 얻은 이유는 Stanislaw Alechin때문이다. "Taschkent 팀“에
속해 연구를 했는데, 그는 197년 전
기 활성 수질에 관한 주요 연구 프로
젝트에서 의료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1998년에 인간의 가장 흔한 질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기 활성
액의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 의료 지침은 부분적으로 독일어
로만 번역되었다. 다양한 의료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활성
화된 기능성 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때 배치 이온수기를 사용한다.

"양극 액“은 모든 러시아 병원에
서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효
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독제이
다. 그것은 식염수로 생산되는데,
Aquavolta BTM 300으로 30분 밖
에 걸리지 않는다. 하이포아 염소
산 (HCIO)은 전기 분해 중에 양극
챔버에서 생성되는데,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살균제 중 하나이다. 또한,
"catholyte“(NaOH)는 최소 완충액
으로 음극 챔버에서 하이포아 염소
산과 동시에 생성된다.
음극액은 친환경적이며 피부에 친
화적인 지방 유화제이다. pH12의
높은 산성도를 지녔으며, 용존 수소
((-) 800 mV (CSE) 및 1600 마이크
로 그램 / l )로부터의 낮은 ORP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pH 값을 갖
는 가성 소다와 같이 매우 피부 친화
적이며 부식성이 전혀 없다.

작동원리 : 특정 미네랄이 정제된 물
(일반적으로 역삼투압된 물)과 섞어
서 전기 분해 과정을 시작한다.

© Karl Heinz Asenbaum

역삼투압된 물 1리터당 탈 이온수
는 1 ~ 5 그램의 소금을 첨가하므로
거의 완충액이 없는 용액이 된다. 이
효과는 30 분간의 전기 분해 동안 발
생하는 OH- 이온 포화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음극액은 또한 대체 의학
에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암 치료에
사용된다.
내장된 측정용 숟가락
의 최소 소금 복용량

30분 후 2가지 형태
로 전기 화학적으로
활성화 된 (ECA)물
이 생성된다.

2.5g의 소금으로 카톨리테의 형태,
1,6mg의 용해된 수소(dH 2)에 의해
pH 12, ORP of (-)790 mV (CSE) 상
태.
ANOLYTE는 병렬 구조로 생성
되며 pH 값은 2,7이고 ORP는 (+)
1000mV(CSE)이다.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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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의 유량
특히 유럽에서는 장치의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매일
매일 완벽한 주방에 대해 고민한다.
건강에 대한 인식은 독일에서 크게
성장했으나 독일에서 2004년 시장
에 출시된 첫 번째 기기를 수입한 업
체는 장난스런 디자인으로 조롱을
받았다. "이온수기가 당신에게 좋
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장치를 내 부
엌에 들이고 싶지 않아!“
다행히도 이것은 환자와의 협상과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바뀌었다. 현
재 사용 가능한 장치에는 조리용 냄
비, 쌀을 찌는 그릇 및 찻잔의 정보
그래프가 제어판에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특히 정밀한 물의
이온수기는 고급 부엌에서 숨길 필
요 없는 겸손하고 고귀한 디자인으
로 존재한다.
러시아와 일본에서 이온수기 유량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디
자인만이 국제적으로 밀려 났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의 도움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다른 물 유형을 연구하고 새로운 소
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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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 유량의 기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다이어프램 전해 셀의 챔버에서
용해된 음이온과 양이온에게 발생하는 것을 단순화한
그림이다. 즉, 전하에 따라 개별적으로 챔버로 분배된다.
직류로 인해 분해된 전압은 물 분자를 분해하므로 오른
쪽에서는 수소와 OH-이온이 발생한다. 왼쪽에서는 산
소와 H + 이온이 형성되어 H2O 분자와 결합하여 H3O+
이온을 생성한다.
2 챔버 시스템에서 고여있던 물이 처리된다.
경고 : 필요한 시간에 따라 물이 끓는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온수기를 통과한 물(왼쪽)을 전기 분해한다. 1 ~ 2 리
터 / 분의 유량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프리 필터 시스
템의 워터 제트가 다양한 셀에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 요
즘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셀에 2개의 챔버가 있다. 따라
서 알칼리성 물뿐만 아니라 산성 물이 모아져 양쪽 출구
로부터 장치 밖으로 출수된다.
이온수기를 통과하는 흐름의 과정에서 여러 개의 셀을 갖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활성화된 물이 빠르
게 증가하는 것이며, 둘째는 배치 이온수기와 비교해서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기 분해로 얻은 수소와 산소
는 빠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경우 이러한 가스의 용해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물의 온도는 리터당 1분 미만의 유속으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이는 용해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또한
사람들은 차가운 음용수를 일반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냉각 압축기가 내장된 이온수기의 흐름을 사용하는 것
도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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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탑 이온수기
때로는 아래처럼 장치들이 서로 비
슷하지만 내부 작동 및 장치 소프트
웨어에 큰 차이가 있다.

밑면의 수돗물 입수구

왼쪽) Aquion® Premium 3000
(오른쪽) HydroPlus®
Premium 9960
밑면의 산성수 출
수구

1개의 교체형 필터와 7개의 전극이 내장된
Aquavolta M1 카운터 탑 장치

카운터 탑 이온수기는 대개 비슷하
게 보인다. 하우징에는 교환 가능한
프리 필터 유닛, 변압기 또는 스위치
전원 공급 장치 및 전기 분해셀로부
터의 직류 공급 장치가 있다. 상단에
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수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회전 가능하고 유연한
호스가 있다.
© Karl Heinz Asenbaum

산성수의 출수 조
절구

전기 및 수돗물 공급 장치는 하단에
있다. 또한 싱크대로 흘러 들어가는
산성수의 배수용 호스도 있다.
많은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유럽의 경수 조건과 같은 산성
수는 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
들이 원하는 pH 값은 거의 5,5보다
낮지 않는데, 그것은 피부와 모발 관
리뿐만 아니라 관수 식물에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Content

유량 / 분 단위의 유량 지시계가 디
스플레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흐름의 속도가 결정적으로 거의 모
든 장치의 이온화 성능에 영향을 준
다. 최적으로 결정된 양이 정확하지
않으면 표시되는 pH 값도 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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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싱크 이온수기

많은 사람들은 잘 디자인된 부엌을 위해서 언더 카운터 모델 같이 눈에 띄
는 호스를 안보이게 처리할 수 있는 이온수기를 구입하길 원한다. 언더 카
운터 이온수기는 싱크대 아래에 설치된다. 이 유형의 경우, 활성화된 물은
깨끗한 출구 호스로 배출되고 통합된 제어판이 있는 별도의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게 된다. 산성수는 아래에 설치된 출수구를 통해 싱크대 밖으로
배수된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정교한 설치가 필요하지만, 날짜가 지정된 설계
의 카운터 탑 모델과 비교할 때 때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Leveluk SD 501 (
오른쪽 아래)은 좋은 예로써, 언더 카운터 이온수기보다 1000유로 정도 더
비싸다. 또한 부피가 큰 전환 밸브가 있는 수도 꼭지에만 연결할 수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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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 Aquavolta® Revelation II 이중 수도꼭
지 및 언더 카운터 이온수기용 원격 제어 패널이
있는 언더싱크 이온수기

Diverter valve with
rinsing spray

Acidic outlet with suction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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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싱크 이온수기 : 기술
통합 제어 패널이
있는 더블 콘센트

Undersink
device

Undersink
device

언더 카운터 이온수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알칼리
성 물은 대개 상부 수도꼭지 (자주색)에서 나오고, 산성 수는 아래의 스위
블 탭 (빨간색)에서 흘러 나온다. 일단 배수물은 두 가지 물 유형이 파이프
에 머무르게 되지만 좋은 카운터 탑 이온수기를 사용하면 모든 활성화된
물이 산성의 물 호스를 통해 배출된다.
알칼리수는 이완 기간 (1 - 30 시간) 동안 잉여 광물을 분비하기 때문에 석
회암 침착으로 인한 수도관의 협소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온수기
를 사용한 후 산성 수를 알칼리 수도꼭지에서 몇 초 동안 흘려 보내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산성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나
어린이가 쉽게 잊을 수 있으며 또한 작동함에 있어 어색할 수 있다. 안타깝
게도 2016년까지 여러 언더 카운터 이온수기 제조업체 중 오직 한 업체만
이 내가 2013년 이래로 중요시했던 완벽한 자동 세정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작동법은 오른쪽 열에 설명되어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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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사용 직후에 산
성/알칼리 전극 변환
으로 양쪽 배관을 몇
초 동안 세정한다. 물
은 세정한 배관에 그대
로 남아 있다.

다시 사용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산성 수와
알칼리 수는 배관 (녹
색)에서 중화된다. 양
쪽 물 모두 다른 유형
의 침전물을 분해한다.

3 초 후에 잔여 물이 제거
되고 정상적으로 물을 마
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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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의 FLOW : 연결

모든 카운터 탑 이온수기에는 전환 밸브 (통풍 밸브)가 있으며 탁상용 정수
필터와 같이 수도 꼭지에 연결된 몇 가지 쉬운 조작법이 있다. 이것은 구형
모델에서도 필수 장치이다. 스위블을 돌리면 정상적인 냉 / 온 기능에서 이
온수기의 물로 탭이 전환된다. 경고 : 이온수기를 사용할 때는 찬물 만 사용
해야 한다. 또한 전환 밸브는 압력이 가해진 보일러에서 물이 공급되는 탭
에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온수기를 통하는 거의 모든 현대
식 흐름은 단추를 누르거나 기계식
다이얼을 사용하여 솔레노이드 밸
브 (전자 밸브)를 사용하여 수도 공
급을 제어하며 냉수 공급으로부터
일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19 페이지에 이미 설
명 된 언더 싱크 (under sink) 필터
와 마찬가지로 앵글 셧 오프 밸브를
사용하여 냉수 앵글 밸브에 연결하
는 것이다. 연결 호스는 이온수기 내
입수구로 연결된다.
Aquavolta® Revelation II와 같은
언더싱크 이온수기의 경우 메인 기
기는 싱크대 하단, 파우셋은 상부에
설치된다. 상대적으로 크게 타공을
싱크대의 카운터 또는 테두리에 해
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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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의 FLOW : 내부 필터

1 개의 내부 교환 필터가 있는 Leveluk® SD
501 (Kangen water) 카운터 상단 장치

부엌에는 종종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왼쪽 사진 KYK® Hisha
(AquaVolta® basic)와 같이 작은 카운터 탑 장치를 선호한다. 이것은 하나
의 필터 카트리지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재해 이후 사람
들의 민감성이 높아졌으며, 두 개의 필터가 있는 장치의 선호도가 증가했
다. 중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질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필터 카
트리지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다. 오른쪽 사진 Tyent® Elite 999 Turbo
이며 두 개의 통합 필터가 하나의 필터가 있는 장치보다 약간 넓다.
품질 좋은 가정용 필터와 같은 이온수기의 일회용 필터의 경우 실질적으
로 중금속, 호르몬, 살충제, 항생제 및 모든 종류의 천연 세균과 같은 농업
잔류 물 등의 기존의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필
터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터 카트리지는 일반적으로 장치 내
부의 후면 패널 뒤에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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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내부 교환 필터가 있는 언더 카운터 장
치 Aquavolta® Revela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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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의 FLOW : 내부 구조
다른 필터 매체가 때때로 사용된다.
많은 장치가 두 개의 필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물 공급

필터 카트리지

전해조

다수의 전해조 : 이온 알칼리 및 산성
수의 출수구
분리 및 가스 형태

위의 flow 차트에서는 이온수기를 통과하는 물 흐름의 수처리 단계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수돗물은 교환이 가능한 free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음용수에서 이온화수로 변경된다. 기존 잔류 오염물의 50 ~ 99 %가
제거된다.

필터 플리스
활성탄 블록
필터 플리스
활성탄 입자
필터 플리스
Calcium layer
필터 플리스
활성탄 입자
필터 플리스

© Karl Heinz Asenbaum

이것은 배수되는 물의 사양에 따라
단일, 다중 레이어 필터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왼쪽의 Aquion 프
리미엄 필터는 물이 다양한 필터 미
디어를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필터 매체의 간극은 더 좁아지게 된
다.
주요 재료는 활성탄이다. 항균 세라
믹, KDF 필터 매질과 같은 특수 물
질을 포함한 중금속 필터, 불소 캐쳐
인 활성화된 알루미늄, 세균을 제거
하기 위한 증기 활성탄 필터와 같은
Content

필터를 연결할 수 있으면 외부 프리
필터를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수행
할 수도 있다. 또한 역삼 투 시스템
으로, 이 증류수가 칼슘 카트리지로
풍부해질 때 물을 전도성으로 만들
기에 충분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이
로써 효과적인 전기 분해가 가능한
것이다.. (순수 역삼투수는 충분한
전도성이 없다.)
활성 탄소를 은으로 증기 시키는 것
이 표준인데, 생성된 은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은 섭취량이 너무 높아
질 위험이 없다. 반면, 증기가 없는
필터의 세균 위험이 훨씬 더 많이 높
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작자는
필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6
개월마다 안정적으로 교체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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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조 셀 FLOW
High quality
galvanization

여과 과정이 끝나면 물은 최대 3 - 11
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평행 챔버를
통해 흐른다. 그들은 다이어프램에
의해 분리되며 설정에 따라 양극 또
는 음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직렬 챔버가 있거나 원형 "디스크“
디자인의 전해 셀도 있다. 성능이 좋
지 않아 동아시아의 연안 지역이 아
닌 시장에는 많은 수요가 없다

총 전극 표면이 클수록 처리되는 물
의 접촉면이 커지는데, 아래에서는
100배 확대된 부드러운 백금 음극
의 안쪽에 수소 기포가 형성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Grid pattern

오늘날 주로 격자 패턴 전극이 사용
되거나 H2 생산을 위해 뒷면을 사용
할 수 있는 슬릿이나 구멍이 있는 전
극이 사용된다.

Inferior
galvanization
Slits with improved fluid
dynamics

전극은 백금으로 코팅된 티타늄으
로 만들어진다. 전극의 내구성은 아
연 도금 품질에 달려 있다.
© Karl Heinz Asenbaum

양극에 의해 차단되는 바깥쪽에는
필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
의 수소가 형성되지 않는다.

Galvanically platinum coated cathode surface

Hydrogen fog
(nano bubbles)

Hydrogen gas bubbles

Content

36

Flow through ionizers: electricity supply
모든 이온수기에는 물을 전기 분해
하여 처리하는 장치가 있다. 소켓
에서 나오는 220V 전류는 대개 20 30V의 전압으로 직류로 변환된다.
이론상 최소 분해 전압 (1.23V)은 이
온수기를 물이 통과하는 데 충분하
지 않다.
여러 가지 철학이 있다. 일부 제작자
는 고전적인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를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SMTS 스
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한
다. 이 전원 공급 장치는 요즘 컴퓨
터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다. 어느 것
이 더 좋은 것인가?
파워 서플라이의 전기장과 자기장
에는 전기 스모그 (electro smog)라
는 캐치 프레이즈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유비쿼터스적인 존재감을
가진 용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직접 전류를 생
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
향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분자는 이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양극자인 것이다.
© Karl Heinz Asenbaum

변압기는 50Hz의 저주파 전류로 작
동한다. 이러한 종류의 전계는 우리
의 피부가 "패러데이 새장“처럼 우
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침투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생
성된 자기장은 피부에 침투한다. 나
는 150 밀리 가우스 (Milligauss)의
변압기를 가진 이온수기로 자속 밀
도를 측정해 보았다.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는 전압
(50Hz)을 고주파로 쪼개는 훨씬 작
은 변압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온
수기의 자속 밀도 이외에서는, 고주
파 자장을 거의 측정할 수 없다. 확
실히 전기의 고주파 자장은 몸 안으
로 침투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해한
측면으로 인해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전기 스모그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 다른 한편으로는 몇 분 동안 사
용되는 이온수기를 통한 흐름은 장
기 노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Content

물 자체는 전원 공급 장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전극에서 전기 분해 셀
의 널리 퍼진 필드는 모든 전원 공급
장치의 필드보다 훨씬 강력하다. 스
위치 전원 공급 장치의 고주파수는
물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주파수인
100KHz를 초과하지 않는다. 흐르
는 물의 최저 공진 주파수는 22 기가
헤르츠이다.
단점은 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가 가
열되는 것이다. 이온수기 내부에서
이것은 응축수를 형성 할 수 있고 장
기간에 오래된 변압기에서 발견되
는 녹이 스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
다. 또한 전기의 소비가 훨씬 높다.

37

이온수기의 FLOW : 작동

고품질의 이온수기는 물 유량 / 분
및 전해질 세팅뿐만 아니라 필터의
남은 용량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2개의 교환 가능한 필터 내장형 AquaVolta®
EOS Touch. Counter top 이온수기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다국어 음성
지원 및 검색 가능한 도움말 메뉴.
현재의 통신 기술은 Aquavolta ®
EOS Touch 모델과 같은 이온수기
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접목된다.
다른 장치는 센서 또는 클래식 버튼
과 함께 작동된다. 설명서에는 설치
및 서비스 지침에 대해서만 나와는
것이 아니라 종종 활성 수를 사용하
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까지 포
함되어 있다.

© Karl Heinz Asenbaum

이온수기. 다양한 색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컨트롤 파우셋

컬러 디스플레이, 사진, pH 또는
ORP 값은 경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정확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
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
치 값은 표시는 항상 원수에 대해서
만 측정되어 져야 한다.

Aquavolta® Revelation II는 수도
꼭지에서 터치 스크린을 조작 할 때
싱크대 아래에 있는 메인 기기와 통
신이 연결된다.
화면의 다양한 색상으로 다른 pH
값을 볼 수 있으며 설정된 물의 유형
을 알려준다. 여기서 4 가지 알칼리
유형, 4 가지 산성 유형 및 1 가지 중
성 유형을 볼 수 있다. 즉, 중성수의
경우 이온화 되지 않은 정수된 물 만
흘러 나온다.
Content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동아시아 제품의 심
볼
왼쪽 : Leveluk ® SD
501
오른쪽 : Ionquell ®
Standard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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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활성 수 : 보관

Hose under water
surface
Drink with „Bubbles“

알칼리 활성 수는 잔에 따르자 마자
차갑게 마시는게 제일 좋다. 만약 따
뜻한 물이 수도꼭지나 필터에서 나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차가워질 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
써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거품이 생기지 않게 잔을 출수 구 근
처에 대고, 물잔 이나 물병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적으로는 물 표면 아래에 놓는
것이다. 더 많은 수소 버블을 분명하
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온수기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소를 이
우유색의 물을 마심으로써 섭취할
© Karl Heinz Asenbaum

수 있다. 올바르게 물 마시는 방법으
로 1/3 이상의 수소를 섭취할 수 있
다. 알칼리 수가 흘러 나오면서 수소
는 부분적으로 높은 압으로 인해 즉
시 사라진다.
만약 전등을 출수 구에 비춘다면 작
은 스파크를 볼 수 있다.
수소는 또한 PET 병에서 쉽게 사라
진다. I. M. Piskarev는 왼쪽 측면의
사진와 같이 이를 증명했다. 왼쪽
PET 병에는 수소
가 풍부한 물이, 오
른쪽 PET 병에는
수돗물이 들어있었
다. 이십일 후에 수
소 물병은 빠져 나
간 수소 때문에 상
당히 줄어들었다.
Content

알칼리 활성 수는 두껍고 어두운 유
리로 만들어진 병에서 수주 동안 보
관할 수 있다. 알칼리 수를 채워 냉
장고에 수평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
다.
또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이중
보온 플라스크는 유익한 수소가스
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
문에 특히 여행할 때 좋다. 또한 보
냉에도 좋고 ORP 또한 유지된다. 금
속이 활성화 된 물에 좋지 않다는 이
전 의견은 산성 수에 대해서만 유효
하다.

39

물 선회기 : 찬부 양론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멋진 물을 수돗물과 비교하는 경우, 당연히 자연환경에서 물의 맛이 훨씬 좋
다고 생각한다.
많은 발명가들은, 특히 20 세기에, 원심력 또는 구심력과 더 좋은 맛을 내는 물을 사용하여 자연의 물 구조를 생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 선회기를 개발했다. 이러한 목표는 물 선회기로 인해 거의 대부분에 의해 달성되었는
데, 이 원리는 어떤 것 일까?
물을 혼합 할 때 가정용 믹서에 의해 생기는 강한 소용돌이의 효과를 관찰 해 보자. 이 점
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pH 측정 액을 사용해 물의 색깔을 구분했다. 녹색은 pH 7에
서 중성 pH 값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pH 8 수준에서 나타낸다. 믹서기 사용시 물은 이전
보다 더 알칼리성으로 된다. 이것은 미네랄이 첨가되지 않아 가스 교환으로 인해 발생한
다는 것은 명백하다. 혼합 된 공기는 CO2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 속의 이산화탄소는 산소로 대체된다.
그러나 전기 화학적 변화 또한 동시에 일어난다 : Twister®라는 Swirler에서 음
의 ORP (-) 204mV (CSE) 3을 사용하여 수소가 풍부한 알칼리성 활성 물을 소용
돌이 치게 하면 ORP가 + 14mV까지 상승한다. 산소는 수소를 치환하고 소진으
로 인한 "부상(공중으로 뜨는 현상)“과 함께 가스를 배출한다.
이온수기는 전해조에서 물에 강력한 선회력을 발산하고, 그 후 수소의 형태로
음극으로 거품을 내뿜는다. 이전에는 수소가 물 분자에 결합되어 있었다. 소용
돌이 모양의 노즐과 같은 스월러는 알칼리성 활성 수의 항산화 특성을 파괴함과
동시에 소용돌이 치기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Left: UMH® Live
침전, 더 연한 물, 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
swirling nozzle
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Right: Vitavortex® Vita
Titanium swirling nozzle.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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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화학적) 이온수기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은 물에 첨
가 될 때 pH 값을 증가시키고 수소
를 동시에 방출함으로써 ORP를 가
라 앉힌다.
차 추출기안의 미네랄 / 세라믹 혼
합물 (Aschbach 값비싼 세라믹) :
pH 값은 3 pH 상승한다.
2008 년부터 Ohta Shigeo는 알칼리
성 활성 수의 음의 ORP가 아닌 수소
가스 함량이 항산화 효과의 원인임
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전에 전해
장치에 사용 된 "이온수기“라는 용
어는 "화학적 수처리 장치“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 Karl Heinz Asenbaum

전기적 이온수기는 60 초
내에 이를 달성 할 수 있다.

ORP는 -80mV까지 약간 떠러진다
(CSE).
아래와 같이 -222mV (CSE)로 똑 같
이 전기 분해 된 물과 비교해 보자 .
반응성 물질을 투입해서는 free
OH- 이온을 생성할 수 없다. 산소
는 소량의 수소를 신속하게 비활성
화시킨다. 물도 충분히 여과되지 않
는다.

이 유형의 기기의 기능은 화학 반응
에 의존한다. 물에 금속을 첨가함으
로써 OH- 이온과 수소가 발생한다.
디트 마르 퍼거 (Dietmar Ferger)는
"미네랄 이온수기“라는 문구를 만
들어 냈으며 전기분해된 물처럼 유
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참
조, 6-7 절).

아니라 12 시간 동안 세개
의 스틱으로도 달성하지 못
했다.

확실하게 전기적 이온수기의 대안
은 아니다.
하야시 히데 미치의 마그네슘 스틱 :
수소 포화도 (1490 mg / l)는 하야시
의 자체 측정에서 뿐만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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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리 수 – 마신다는 의미 이상의 것

솔직하게 말하자면 : ORP가 약간 감소 된 알칼리성 물을 원한다면 작은 칼
륨 소다 (탄산 칼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좀 더 값 비싼 것을 선호한다면 인터넷에서
Alkalife, H2O3 또는 유사한 농축액을 구매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 하기 전에 동물 실험
을 해 봐라. 동물은 플레세보 효과에 덜 민감
하다. 애완 동물이 탈수 증상이 없음에도 물을
마신다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당신이 그
런 드롭 메이드 알칼리성 물의 맛을 많이 즐기
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최대치의 수소가 함유되면 알칼리 활성 수의 맛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 자
연스럽게 몸으로 유입 될 수 있게 한다. 전체적인 신진 대사의 목표는 수소
의 섭취이다.
알칼리 활성 수에 놓인 콩나물은 훨씬 빨리
발아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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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백은 차가운 알칼리 활성 수에서
도 매우 빨리 우려진다.

시든 상추는 다시 신선해진다.
과일, 채소, 생선, 육류, 심지어 생 계
란도 여분의 수소로 인해 완전히 신
선해진다.

분유는 수돗물 대신 알
칼리 수와 혼합하면 자
연 모유에 훨씬 가까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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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에 대한 인용
"우리는 질병의 90 %를 마신다.“
Louis Pasteur (French microbiologist)

“Might be, there is a lot of goods in water, which is wet,
특히 목이 말라 들이 붓도록 마실 때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Heinz Erhardt (German Comedian, 1909 - 1979)

"전기적으로 활성화 된 물 한 모금으로 세포에 더 젊은 유기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멋진 젊은 여성들에게는 수년 동안 자신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알칼리 수를 마시는 것은 중요치 않다. "라고 덧붙였다.
Benjamin Kurtov
전기적으로 활성화 된 물의 놀라운 품질, Kiev 2009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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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음식물의 수소 이동
알칼리성 활성물의 중요한 특징은 높은 함량의 수소 기체 dH2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온수기를 통한 좋은
flow는 pH 9의 값과, 1200에서 1300 마이크로 그램 / l 사이의 실내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 물은 최대 9.5의 pH 값
으로 마셔야 하는데, 이는 이온수기에 따라 1250 ~ 1450 마이크로 그램 / 리터를 의미한다. 이온수기가 높은 pH
값, 예를 들어 장기간 마시지 않아야 하는 pH 11에 도달 할 수 있다면, 1800 마이크로 그램 (1,8 mg)의 dH2 값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소를 다른 식품으로 옮기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소는 전자를 매우 잘 방출하기 때문
에 ORP의 감소는 전자 가용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영양 연구자 Manfred Hoffmann 교수는 자신의 저서
"About Life in Foods“에서 각각 18mV의 가라 앉는
ORP는 전자 제공의 배가를 의미하며 특정 유형의 음
식의 품질 차이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인 ORP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낮을 수록 더 좋다.
낮은 ORP는 유기농 식품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선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ORP의 경우, 우리
영양의 세포 조직에 있는 수소 함량이 매우 휘발성이
라는 특징이 있다. 수소는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작으
며 휘발성 가스가 아무런 장애 없이 유기 구조를 벗어
날 수 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알칼리 활성 수에 음식을 담그면 수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선함을 되찾게 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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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함을 좋아한다.
사과는 나무에서 갓 따낸다. 작은 오이는 밭에서 새로 고른다. 이것이 우리
가 음식의 맛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호주의 사과와 스페인의
작은 오이는 우리가 한 입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긴 수송 루트에서 많은 에
너지를 잃어 버린다. 냉각 및 진공 포장으로 많은 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농산물은 여전히 신선하고 시들지 않았다. 그
러나 수소는 쉽게 손실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명백한 신선도인데, 대부분
의 사람들은 나무 또는 들판에서 갓 골랐던 과일과 오랜 시간 이동해 온 과
일의 맛과 냄새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선도는 ORP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왼쪽은 그 예시이다.
사과 반쪽만(Braeburn 품종) 알칼리 활성 수 pH 9.5에서 1 시간 동안 ORP
(-) 395mV (CSE)의 조건으로 놓은 후 측정한다.
사과의 output 측정		

(+) 328 mV (CSE)

사과의 최종 ORP		

(+) 232 mV (CSE)

ORP의 최종 변화		

96 mV

사과의 전자 범위는 알칼리 활성 수에 60 분 동안 흡수함으로써 거의 5 배
로 두 배가 되었다
그 이유는 dH2가 사과를 투과하여 ORP가 가라 앉기 때문이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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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ORP를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음식 중 붉은 건포도 또는 살구 같은 부드러운 껍
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활성 수에 대부분 잠깐 담그
면 충분하다.
붉은 건포도의 예는 ORP (-) 413 mV (CSE)가있는 알칼
리 활성 수 pH 9,8에 30 분 동안 담가 보면,
붉은 건포도의 ORP		

(+) 068 mV (CSE)

최종 ORP			

(-) 250 mV (CSE)

ORP의 최종 변화

318 mV

살구의 절반을 ORP (-) 429mV (CSE)로 알칼리 활성 수
pH 9,9에 20 분 동안 담그고 나머지 절반만 측정한다.
처리되지 않은 절반		

(+) 348 mV (CSE)

처리된 절반			

(-) 209 mV (CSE)

ORP의 최종변화

557 mV

생고기나 생선과 같은 껍질이 없는 음식을 사용하면 실
질적인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만큼 2-3 분 정도만 담가
놓으면 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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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비접촉식”활성화
수소 가스 이동이, 인접한 유체 시스템에서 산화 환원 전위의 낭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모든 종
류의 이론, "비접촉식“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비접촉식“이론의 한 가지 원인은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성 물로 채워진 라텍스 콘돔이 불가항력으로 담긴 물에 서 음이온 ORP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는 시
도에서 나왔다. 나중에 콘돔이 아마도 방금 생각한 것처럼 방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내장은 다공성으로 알려져 있다. 알칼리성으로 활성화
된 물이 수소뿐만 아니라 체내의 미네랄을 얼마나 잘
운반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
는 보통 뮌헨 소세지 Weisswurst에 양의 장과 알칼리
성 활성 물 pH 9.5와 ORP (-) 349 mV로 채우고 생리 식
염수 (혈액 대체물) pH에서 10 분 동안 놓았다. Ph 7.03
및 ORP (+) 194mV.
The absolute ORP gain was 480 mV, almost 0.5 Volts.
경수의 무기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반복해
서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3 가지 액체의 경도를 측정하
기로 결정했다.
생리식염수		

		

0 mg/l CaCO3

소장에서 알칼리성으로 활성화 된 물 445 mg/l CaCO3
10분 후 염분 용액		

225 mg/l CaCO3

칼슘이 수소처럼 쉽게 옮겨 갔음을 보여준다.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훌륭하게 흡수될 수 있는 것이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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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통한 수소의 이동
두꺼운 유리와 스테인레스로 만든 포장재에서 알칼리성 활성 수에 용해된 수소가 신속하게 이동한다. 이들은 수
소가 풍부한 물을 저장하기에 이상적인데, 플라스틱 포장은 특히 투과성이 있으므로 주스와 같은 액체 함량을 "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고품질의 당근 주스를 냉동실에 넣
고 알칼리 활성 수(pH 9,9 ORP (-)
423 mV (CSE))에 20 분 동안 담그
면 품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ORP는 241 Mv이 향상
되었다.
전자 범위가 13 배가 된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30분 동안 담가
놓았던 0.5 파운드의 신선하고 완전
한 크림 우유였다.
ORP가 97mV 향상되었고, 나의 프
레젠테이션에서 이 과정을 "냉장고
의 소“라고 묘사하고 싶었다.
이 모든 예에서 알 수 있듯이 pH 값
은 1/10 만 양이온으로 변하게 되고,
OH- 이온은 많은 장벽에 의해 다소
억제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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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수 안의 달걀.
금이 간 닭고기 달걀이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눈으
로 보고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란이 약
간 오래된 경우라면 계란을 던져 버리거나 부활절 토끼
에게 먹여야 할까?
알칼리 활성 수에 30분 동안 날달걀을 넣으면, 당신은
달걀의 맛과 냄새를 알 수 있다. 박테리아로 인해 이미
썩은 달걀은 먹을 수 없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아주 신
선한 계란을 많이 얻을 수도 있다.
같은 상품의 신선한 유기농 계란 2개를 계란 흰자와 난
황으로 분리하여 ORP에 따라 평가를 해 보았다 :

처리하지 않은 달걀.
흰자의 ORP		

(+) 59 mV (CSE)

난황의 ORP		

(+) 34 mV (CSE)

Egg immersed for 30 minutes in alkaline activated water:
흰자의 ORP

(-) 56 mV (CSE)

난황의 ORP

(+) 14 mV (CSE)

측정된 ORP: 흰자 115 mV, 난황 20 mV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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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상점이여, 안녕!
이온수기의 유통으로 인해 이미 예상했던 생수 산업에서 야기된 고 비용과 환경 파괴의 문제점이 해소 되었다.
그런데도 레모네이드를 위해 과일과 채소 주스를 파는 체인점이 여전히 필요한 것 인가?
코카콜라에서 오렌지 주스까지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현지 음료 제조업체는 생산자가 아니며, 물
대신에 설탕이나 탄산을 첨가한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는 농축물용 음료일 뿐이다. 환경 정치가들은 물과 다른 첨
가제와 농축물의 혼합을 나누고 소비자들에게 맡겨야 할 긴 시간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문 요리사
들은 식당에서 자체 믹싱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비싼 운반비를 줄이기 위한 초기 접근
법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그러나 사과나 오렌지 주
스를 가정에서 스스로 mix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놀랍게도 많은 사과와 오렌지 주스 농축물이 슈퍼마켓
에서 판매된다.
신선한 주스 조차 구할 수 없었던 잊혀져 버린 “시럽“의
시대인가? 또는 음료 기업이 수입 농축 물을 희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보다 수돗물에 더 적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온수기를 사용하고 프리 필터가 내장된 일류 제품을
사용하면 음료 산업보다 순수하고 고품질의 물을 생산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주스 농축액을 섞어서 얻은 결
과조차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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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오렌지 주스를 찾아서.
juicy
orange

최적의 오렌지 주스를 찾아서.

Juice
brands

갓 눌러 짜낸 LaSarte 오렌지. pH 3.82; ORP (-) 104; dH2: 0
Bio Bio 농축 주스.

pH 3.72; ORP (+) 158; dH2: 0

Fruchtstern 농축 주스

pH 3.82; ORP (+) 117; dH2: 0

Wolfra의 직접 농축한 주스.

pH 3.92; ORP (+) 113; dH2: 0

Valensina 아기 주스

pH 3.88; ORP (+) 157; dH2: 0

Ratiodrink 농축 유기농 오렌지 주스
수돗물 측정값 		
활성수 측정값 		
Ratiodrink 측정값		

Tap
water
pH
7.5
Activated
water
pH 9.5
© Karl Heinz Asenbaum

concentrate
pH 3.5

pH 7.49; ORP (+) 238; dH2: 0
pH 9.52; ORP (-) 632; dH2: 1255
pH 3.47; ORP (+) 042; dH2: 0

Ratiodirnk를 직접 믹스한 것 ratio 1 : 2,5			
이 비율은 갓 짜낸 주스에 비해 가장 비슷하고 최적의 맛의 결
과이다.
수돗물				
활성수.			

pH 3.68; ORP (+) 190; dH2: 0
pH 3.79; ORP (-) 349; dH2: 622

마지막 결과는 갓 짜낸 "LaSarte“오렌지 주스에 비해 예상보
다 좋았다. 어쨌든 결과는 사과 주스 농축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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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와 활성수
오스트리아의 토마토, 러브 애플, 이탈리아의 Paradeiser, pomodoro (황금 사과) - 다른 어떤 과일보다 활성수
상황에 잘 부합한다. 이온수기가 유통되는 판매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전해 공정 전에 소금을 첨가하면 pH가
11 이상인 알칼리수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을 유화시켜 생성하는 화학물질로 물에 녹을 수 있다. 이 물
은 잿물처럼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마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층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의 세포막을 공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껍질은 매우 중요한 항산화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를 붉
게 변하도록 한다. :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리코펜. 높은 알칼리수에 있는 토
마토 껍질 그 자체를 풀어지게 하여 물을 연한 등색으
로 얼룩지게 한다. 이 장치의 판매원은 용해된 식물 보
호 제품 (살충제) 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물에 있는 착
색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 이 알칼
리성 기능 수는 과일 및 채소 씻기에 이상적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실제로, 토마토에서 가장 많이 제거된다. 주요 활성 물
질인 라이코펜 (lycopene)은 몇 가지 항산화제 중 하나
이다. (이렇게 통조림 토마토, 토마토 케첩은 아주 귀중
하다). 동시에 기능성이 있는 물에 담그면 평범하게 재
배된 사과도 "해로운“색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각각의 오른쪽에 있는 토마토는 오염되지 않고 통제된
유기농 농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같은 양의 붉은 색소
가 토마토로부터 흘러 나왔다. 실제로 오염 물질은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에서 12 시간이 지난
후에 유기농 토마토는 훨씬 더 좋은 ORP 값을 나타내
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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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수 안의 더 좋은 토마토
알려진 바와 같이 슈퍼 토마토와 슈퍼마켓 토마토가 있
습니다. 첫 번째는 맛은 더 좋으며 훨씬 비싸다. 두 번
째는 소비자를 위한 눈으로 보기에만 좋게 하는 다양성
을 지닌다.
할인점을 위한 공급 업계의 온실에서 나온 좋은 토마토
는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시각적
인 외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익은 과
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년 내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
우리는 토마토를 알칼리 활성수에 담그고, 수소의 이동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음이온 ORP를 통해 토마토의 품
질 측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민감한 리코펜을 보호하
기 위해 물의 pH가 1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0분
이내에 383 mV (CSE)까지의 ORP 값을 얻을 수 있다.
반으로 잘라진 토마토에서 잘 부합된다. 토마토의 pH
값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맛과 산도가 유지된다. 또한
활성화된 토마토로 우려낸 국수의 육수는 음이온의 산
화 환원 전위 때문에 맛이 좋다.
100g 당 생 토마토의 리코펜 함량은 ca. 9 mg, 토마토
쥬스는 11 개, 토마토 퓌레와 케첩은 17 개, 토마토 페이
스트는 55.5 mg / 100 g이다. 물론 아무도 100g의 토마
토 페이스트를 먹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1 파운드의 토
마토를 먹으면 거의 같은 양의 리코펜이 생긴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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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토마토
이미 양념한 소금에 절인 토마토 주스는 양이온 밀리
볼트 범위의 낮은 ORP로 인해 측정이 유리하다. 유기
농 주스는 약산성이며 상당히 좋은 산화 환원 전위이
다. 두 주스 모두 맛이 좋은데, 이는 조미료 때문일 수도
있다. 할인점에서 구매한 퓨레의 맛이 일정하다는 이유
로 신선하게 집에서 만든 토마토 퓨레와 비교한다는 것
은 공정하지 않다. 믹서기로 테스트 한 ORP 결과 (CSE)
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 있다.
+ 72 mV : vine tomatoes; + 82 mV : organic vine tomatoes + 62 mV : Costolutto (4 배 더 비싸다).
모든 시험에서 용존 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3
배 농축 토마토 페이스트 "Oro di Parma“는 680μg / l
의 수소 함량과 (-) 352mV의 ORP로 이러한 결과를 극
복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로 희석하면 약간의 "금속성“
을 맛 보게 된다.
알칼리 활성수 pH 9,5, ORP (-) 620 mV (CSE)를 1 : 1로
희석한 후 최상의 향미적이고 전기 화학적인 최종 결과
는 유기 토마토 퓨레로부터 얻어졌다. 희석하기 전에,
이 퓨레는 이미 613 마이크로 그램 / 리터 dH2를 함유
하고 있었다. 희석 후, 708 마이크로 그램 / l를 함유하
게 되었다. ORP는 (-) 104 mV로 가라앉았다. 양념을 치
고 나면 맛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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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말
농축 단백질은 운동선수가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식이 보충제로 근육을 만드려고 소비한다. 그러나 그들은
식품 보충제가 아니라 가장 집중적이고 정의된 형태의 영양소이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미분유 단백질로 만든 "유장“혼합물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을 보충한 것이다. 이러한 절
대적으로 "죽은“ 파우더는 건조 때문에 알칼리 활성수로 준비함으로써 원래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분말의 유명 브랜드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스트 결과가 좋았던 것은 최상의 브랜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일반적인 수돗물과 혼합하는 경우에 비해 알칼리 활성수와 혼합하면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왼쪽 : 수돗물
pH 7.5, ORP (+) 267 (CSE); dH2 0 마이크로 그램 / l. 오른쪽 : 활성화 된 물 pH 9.9; ORP (-) 683 (CSE); dH2 1313
마이크로 그램 / l. 차트는 분말을 섞은 후의 수돗물과 비교한 후의 이득 / 손실을 보여준다.

Activated water trend
in a U.S. bodybuilding
magazine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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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분말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이전 페이지의 정보는 알칼리 활성수를 사용하여 체중 감량 분말과 혼합하는 경우 확실
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것은 식품 보충제가 아니라 완전한 대체 식품이다. 체중 증가로 이어
진 음식은 포기하게 되고 다이어트 단계에서 저 칼로리 섭취로 대체되어 체중 감량을 보다 관리하기 쉽게 만든
다. 이러한 다이어트 쉐이크와 파우더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처럼 풍부하다. 따라서 알칼리 활성화된 물과 혼합
할 때의 주된 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광고된 Almased® 만 테스트했다. 혼합하는 물의 기본 값은 단백질 분
말과 동일하다.

Tap
water
© Karl Heinz Asenbaum

Activ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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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선진국에서는 신선한 우유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우유 분말은 민간 부문에서 신선한 우유를 대체하는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나는 "포장을 통한 수소 이동“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모유 수
유를 하지 않은 신생아를 위한 제형 식품으로 널리 유통되며, 이들의 전기 화학적 품질 파라미터를 면밀히 관찰
해야 한다. 분유가 제조된 젖소 우유의 경우, 수유모의 측정 값과 다른 측정 값이 표시된다. 모유의 전기 화학적
인 정상 값이 인간 혈액의 변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분명히 본능은 신생아가 우유 영양분
을 혈류로 쉽게 흡수하도록 만들었다.
근

본적인 질문은 : 어떻게 분유가 자연적인 모유와 가장 유사한 유사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또는 제조된 분유를 아
기가 더 잘 먹을 수 있는가? 100년 이상 된 분유 생산자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
각해 왔다. 알칼리 활성수를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가?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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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최종 제품, 병의 재질, 다른 브랜드의 전기 화학 효과를 테스트했다. 나는 그 결과를 매우 납득하지 못했다.분유
의 몇몇 생산자들은 이미 파우더에 혼합되어있는 물의 역할을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브랜드 "베
이비 워터“를 판매한다. 그런 아기 물 브랜드 "Humana“를 바탕으로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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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의 평범한 대안?
Humana Baby Water와 혼합된 분유는 쉽게 혼합된 병에 든 제품보다 모
든 전기 화학 제품 (ORP 값)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었다. 모유 수유
어려움이 있는 경우 출산 직후 일부 모성 클리닉의 어머니에게 제공되었
다. + 73mV의 산화 환원 전위 (CSE)는 신생아가 유기체에서 우유의 영양
분을 운반하기 위해 적어도 75mV의 장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pH 값은 6.92로 여전히 6.64의 "베이비
워터“로 얻은 최상의 값보다 훨씬 낫다.

pH 값이 산화 환원 값보다 중요한가? 이 질문은 과학적으로 새롭고 다루
어지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오.“이다.

미네랄 워터와 혼합하는 것은 베이비 워터보다 나은 결과를 거의 보여주
지 않는다. 세계에서 전기 화학적으로 분석된 미네랄 워터의 가장 큰 컬
렉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확언하건데: 세인트 바이에른의 Leonhardspfunzen에있는 St. Leonhards Quelle 의 미네랄 워터는 분유와 혼합하여
120가지 다른 종류와 비교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원래의 모유와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파우더 자
체보다 가격이 비싼 것과 연관이 있다.
pH 값은 목표보다 약 0.7pH 낮지만 모유의 경우 + 24mV (CSE)의 ORP 값
이 26에서 86mV이다. 알칼리 활성 수를 사용하면 이상적인 값에 훨씬 가
까워진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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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수와 모유
나는 이 책이 아기 영양을 위한 제품의 생산자들이 더
깊이 연구하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알
칼리 활성수는 예를 들어 분유 "Bebivita® Initial Milk
1“과 혼합되는 경우 이전의 널리 사용되는 방법보다 천
연 모유의 측정된 전기 화학적 매개 변수에 훨씬 더 가
깝다. 14 ℃의 온도에서 활성화 된 물은 다음의 변수들
과 혼합하는데 사용 되었다. : pH 9.8; ORP (-) 609mV
(CSE); 용해된 수소 1353 마이크로 그램 / 리터 결과 :
pH 7.3; ORP - 053 mV (CSE), 용해된 수소 136 마이크
로 그램 / l.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는 ‘어머니의 보살핌 하에 있는
동안 알칼리 활성수를 마시는 것이 모유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통
한 시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활성수를 마시지 않은 모유 테스트 			
pH 7.55 ORP (-) 27 mV.
미리 활성수를 마신 모유 테스트2 23.05.2012 Previously
drinking activated water daily -pH 9.5, ORP -220 mV (CSE)
- at will. Result of breast milk testing: pH 7.54 ORP: - 56 mV
(CSE).
15 일 동안 산화 환원 전위가 두 배가 되면서 전자 범위
가 크게 증가하였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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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수-세척 그 이상

알칼리 활성 수는 일반적인 물보다
주관적으로 부드럽지만, 객관적으
로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산성 활성
수는 명확하게 부드러우며 청소에
적합하다. 청소 후에는 타일, 거울,
창문 및 바닥에 옅은 줄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효율이 좋아 다른
청소 용품을 절약 할 수 있다.

우리의 피부는 이온수기의 산성 수
처럼 약산성이다. 입욕, 샤워 또는
면도 후 피부를 강화하고 pH 균형
을 조절한다. 주름이 부드럽게 나오
고 피부가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한
다.
© Karl Heinz Asenbaum

배치 이온수기 (소금 첨가 된 양극
액)의 강산성인 물은 3미만의 pH 값
을 가지며 매우 효과적이고 친환경
적인 소독제이다. 이 물로 이미 청결
한 아기 젖병을 씻어서 멸균시킬 수
있다.
스프레이 병의 양극 액
은 방취제로서 매우 잘
작용하며 친밀한 위생
에 적극 적용될 수 있
다.
닭, 돼지 및 소와 같은 가축의 축사
용 소독제는 양립성이 있기 때문에
양극 활성 물질이 점점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포장을 연 다음에 양극액을 사용하
여 육류 제품을 세척하고 소독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화된 산성 수는 그것에
적합하다. 당신은 여전히 식물성 기
름으로 돈까스를 튀기는가?
우리는 고기, 가금류 또는 생선의 육
Content

질이 좋고 육즙이 많기 때문에 지방
을 고기로 볶습니다. 또한 뜨겁고 산
성인 활성 물은 모공을 닫고 물로만
튀겼지만 많은 로스트 향이 발생하
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앙코르로서
맛있는 소스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특히 알칼리수뿐만 아니라 산성 물
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제
2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버전에서는 이런 종류의 물을 사용
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
어가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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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마시는 물에 대한 논의

스트레스와 충분하지 못한 여가는
식사 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철저하고 사랑스럽
게 음식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대신,
최소한의 활동과 균형을 맞추는 대
신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먹고
그릇된 것들을 먹는다.
장기간의 칼로리 결핍으로 인해 질
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영양
부족분의 균형을 돕는 식품 보충제
로서 약을 먹는다.

© Karl Heinz Asenbaum

전기적 이온수기는 산성 생활 방식을 보상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한다. 알칼리 활성 수는 몸에 있는 수소 에너지로 알칼리를 생성한다. 게
다가, 그것은 항산화에 대한 영구적인 장치이며, 활성 산소 대한 영향 때문
에 "젊음의 샘“으로 인용된다.
우리는 수돗물을 산성음료 대신 많이 마시면 체내 항산화에 좀 더 좋다. 그
러나, 최소한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환경 내에서 이상적인 음료
는 이온수기에서 생성되는 활성수이다.
수돗물 필터 및 이온수기는 다른 음료처럼 운송이 필요한 상업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적, 경제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이다. 리터당 낮은 비용
은 값 비싼 포장, 긴 운송 및 보관이 필요한 기존의 음료 산업보다 훨씬 경
제적이다.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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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서

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민간 요법에서 "생수“와 "죽은
물“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다.

역사적인 발달에서, 전기 활성 수 (EAW)의 효과는 21
세기에 전에 발견되어 시판되었다.

Electro osmosis (1921 - 1930) In Berlin, the Elektro-Osmose AG of
Botho Graf von Schwerin files a patent for producing, amongst
other things, “artificial mineral water from electrolysis”.

Manfred Curry Fuss 박사의 도움을 받은 Alfons Natterer
의 전해질 물은 의학, 농업 및 위생 분야를 포함한다. 승계
된 회사 NAWA는 여전히 Natterer, Elektrolysalbe S®가
개발 한 연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
두었다.
1951 년 이래 일본의 가정용 이온수기 개발. Emphasis: 알
칼리성 EAW.
러시아 및 CIS 국가 : 1972 년부터 러시아어가 사용되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비밀리에 수행되었던 연구, 강조 :
Oxidizing Reduction Potential (ORP). 전구 물질인 Vitold Bakhir는 오늘날 산성 활성 수, 산성 전해수 (양극 액)
의 적용 분야에서 선도적 인 연구자 및 기업가 중 하나이
© Karl Heinz Asenbaum

1990년 : "Alkalyze or Die“붐을 일으킨 "Sang Whang“
의 "Reverse Aging“책 덕분에 미국에서 이온수기가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독일에서 EAW의 르네상스는 2004 년
에 Bad Füssing의 스파 의사인 Walter Irlacher 박사에 의
해 Whang 책의 번역과 독일 서적 "Service Handbuch
Mensch“(사람들을위한 서비스 안내서) 발행으로 시작하
게 된다.
일본 연구자인 Hidemitsu Hayashi와 Sanetaka Shirahata는 Albert Szent György (1937 - 현재) 이후 수소 연구에
서 EAW의 비정상적인 ORP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07년 Ohta Shigeo가 용존 산소의 치료 효과를 입증 한
이래로, "의료용 가스“라는 독특한 분야가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었다. 알칼리 활성 수는 많은 수소를 포함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극동 지역에도
점점 더 많은 회사들 이온수기를 생산한다.
음료에서 음식 보충제로 :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의 수
정 요인으로 알칼리 활성 수의 새로운 역할. 칼 하인츠 아
센바움 (Karl H. Asenbaum)은 2012년부터 강의에서 "산
화 환원 혁명 (Redox Revolution)“을 강조했는데, 알칼리
활성 수는 마셔야 할뿐만 아니라 전자가 부족한 식품의 가
공, 다과 및 준비에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화 과
정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
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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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terers의 유산
엔지니어
Alfons
Natterer,
출생
23. 01. 1893, 사망
05.05.1981
1930년
뮌헨에서
전해질 "Hydropuryl“(3 품종)을 발명
하여 전문 의약품으
로 등록했다.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작용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Natterer만이 그 원
리를 실현했다. 그는 최적화된 물로
맥주 양조 기술을 표준화하려고 했
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
아 1931년 한 의사에게 의료용으로
전기분해 된 물을 테스트하기에 이
르렀다.
Natterer는 부지런히 보고서 및 평
가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제2차 세
계대전 중 그의 공장이 파괴되어 지
속되지 못했다. 그는 "플러그에서 "우아한 세계“, May edition 1955 :
치유되는 물“을 높은 가격에 약국과
삶의 새로운 물
면허 소지자에게 판매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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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chtesgaden 위의 산허리에 넓
은 지붕이 있는 규모가 큰 건물이 있
다. 국경에 가까운 많은 지역 주민들
과 오스트리아 인들, 그리고 휴가를
맞은 수 많은 인파들과 겨울 운동 선
수들은 이 건물로 여행을 가서 전해
수를 얻는다. 그들은 „이상한 물“
이라고 부른다. 흰 머리의 발명가
Alfons Natterer는 호기심 많은 방
문객에게 그의 발명품을 기꺼이 보
여 주며 그의 인기 있는 치유의 물
을 생산한다. 벽에는 전기 분해 장
치, 측정 장치 및 유리 용기가 있고
그 위와 옆에 잠재적인 전해질 물이
채워진 용기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전기는 용기 안의 물에서 며칠
동안 흐른다. 물의 품질에 있어 처리
시간과 원하는 전류 밀도가 유지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전
기 분해 물의 생산은 중요하다. 의사
들은 이 독특한 물이 모든 질병의 약
70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
았음을 확인했다. 지금까지도 의사
들은 전해질 물과 함께 특히 위, 장,
간, 담즙, 신장 및 방광 문제, 순환기
장애, 노화 징후, 만성 두통, 편두통,
류마티즘, 통풍, 식욕 부진 및 유사
한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처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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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매일 전해질로 된 한 잔의 물
을 어린이들이 즐겨 마신다면 어린
이들은 건강해질 것이다.

오른쪽의 농업 저널 :

어린 동물에게 전해질 물의 생명력
이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성장이 촉
진되고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현
저하게 낮아진다. 또한 꽃이 있는 식
물은 전해수로 물을 뿌리고 나서 강
하게 반응합니다. 잎은 아름다운 녹
색이 되고, 식물은 빨리 자라며, 꽃
과 과일은 매우 커지고 매우 다채로
워 진다. 그러나 현재의 생산 공정이
여전히 너무 비싸서 전해수로 식물
재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제작자는 이 시도를 통해 제
작 과정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힘을
보여 주려 한다. 이 힘은 주로 물에
저장된 전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알
려진 바와 같이, 물에는 철, 코발트,
황, 칼슘 등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은 전기 분해법으로
처리되고, 소위 이온 이동이 일어난
다. 절차는 원자를 부수는 것과 비슷
하다. 미네랄 및 미량 원소는 전기적
으로 부과되며 무균 수와 함께 치유
및 강화 효과에 기여한다.

뮌헨 생명의 물 "

© Karl Heinz Asenbaum

"독일 가금 농장“, 15.04.1955 :

"독일 남부 지역에서의 연구에 의하
면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많은 다른
가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동
일한 수단으로 모든 유아 동물, 특히
가금류에서 빠른 성장이 가능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효과는
새로운 혈청이나 호르몬 주사 및 농
축 사료가 아닌 단순한 물에 기인한
것으로 특수한 물, 즉 최근에 대량으
로 시장에서 생산되는 전해수이다.
특별히 선택된 샘물에 고 전류를 흘
린 특별한 장치에서 며칠 동안 작업
되고 특정 장치는 2 일 동안 한 개의
물에서 3 개의 완전히 다른 전해질
물이 생성되도록 한다. 동물 육종에
는 두 가지 유형이 사용된다. 그들은
무균 상태이며 수년간 저장할 수 있
다.
병아리들은 전해질 물을 즐겨 마신
다. 며칠 후에 병아리가 보통의 우물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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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전해질 물에 대한 선호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
증 할 수 있다. 처음 전해질 물을 마셨던 3-4 주된 병아
리는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같은 또래의 형제 자매들
에 비해 크기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우리에서 전
염병이 발생하더라도 4 개월이 지나면 병에 대한 면역
이 생긴다.
비둘기가 비행하는 동안에 사용하면 비행 시간 동안은
우물물이 새로운 "Munich Water of Life“로 바뀌어져
서 성능이 향상된다. 이 물은 새끼 양육에 탁월하다. 지
금까지 회사는 동물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에 큰 비중
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단지 원인을 찾아내는 수단
이었으며, 전해질 물의 치유력을 증명하는 수단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모든 알려진 질병
의 약 70 %는 이 전해질 물. 특히 위, 장, 간, 담즙, 신장
및 방광 문제, 편두통, 류마티즘, 통풍, 순환기 장애, 만
성 두통 등에 영향을 끼친다.
"Munich Water of Life“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 이후에
이 전기 분해 과정이 우리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놀라
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듣기로
는 전해수 제조 장치는 직렬로 생산되어 의료 시설, 병
원, 대기업, 동물 사육자 및 대형 정원 센터에 사용되어
야 한다고 했다. "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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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기록문에서의 Natterer의 시대
의 발명가이다. 그녀는 Natterer와
Manfred Curry가 개발한 진단방법
으로 연구했다.
번역 : 어떻게 전기 분해된 물이 병
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Horst Wolf.

70 년대에는 인기 있던 독일
„BILD“지에 인용되었던 두 기사
에 의하면, Natterer는 노인이었지
만 여전히 대체 자연 요법사나 의
사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존경 받은
인물이었다. „Erika Röttger“의 묘
사 뒤에 숨어있는 Hamburg naturopath Edith Krebs가 저 전류 요법
© Karl Heinz Asenbaum

키엘의 naturopath Erika Röttger
는 세 잔의 물로 대부분의 질병의 원
인을 규명 할 수 있다. 그녀의 치유
방법은 흥미롭고 성공적이다. 44 세
의 주부인 Anna Harms는 불면, 피
로, 불안 및 피부 발진에 대해 불평
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12 파
운드를 잃어버렸다. 3명의 의사가
Anna Harms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매일 가사일을 하
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제 그
녀는 독일 킬에 소재한 자연 요법사
Erika Röttger의 상담 라운지에 앉
아 있다. 슬림한 여성, 46세. 단호하
고 애착이 돋보였다. 작은 테이블에
있는 안나 해머 앞에서는 물이 묻어
있는 액체로 가장자리에 채워진 3
개의 유리가 있다. Anna Harms는
각 유리에서 한 모금을 마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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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opath는 그녀를 관찰했다. 2
분 후에 모든 것이 반복된다. 이번에
Anna Harms는 소스를 음미하는 것
처럼 작은 입에 마셔야 한다.
"그게 어떤 맛입니까?“Erika Röttger는 물었다. 환자는 주저하며 그
녀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처럼 천천
히 말했다. "생선 맛이요.“에리카 뢰
거 (Erika Röttger)는 이것을 종이에
적어 둔다. 진단은 결정적이었다.
두 번째 유리잔도 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의 해답은 "곰팡내 나는 식용
맛이 나요.“세 번째 잔으로 마침내 "
설탕을 조금 넣은 레몬 맛이 난다.“
라고 말했다.
naturopath는 다시 만족스럽게 생
각했다. 그녀의 진단은 결정적이다.
"간 기능 장애로 고통 받고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 당신의 유기체는 산
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불만의 원인
이다. 신맛과 신선한 과일, 과일 주
스의 과다섭취를 피해주십시오. 많
은 양의 우유를 마시고. 해독하려면
전해질 물을 즉시 마셔야 한다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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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회 10 밀리리터씩. "
2 개월 후 환자는 실제로 치유되었
다. naturopath가 한 것은 몸에서
전기 분해 균형을 감지하는 소위
"Schmidt‘sche Test“이다.
모든 셀은 전기적으로 충전된다.
Erika Röttger는 "혼란스럽겠지만
설명하기 쉽다.“라고 말한다. 이미
각 세포가 전기적으로 충전되어 있
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신체의 병리학적 변화는 유기체의
전기장 변위에 기인한다. 사람은 산
성혈증 또는 신체의 알칼리혈증으
로 이것을 알게 된다.
검사 중에 술에 취한 Anna Harms
환자에게는 Upper Palatinate에서
특수 처리된 전기적으로 충전된 샘
물을 사용했다. 세 종류의 물을 시
도한 후에 환자가 맛볼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산성의 물, 중성의 물과 알칼
리성의 물을 통해 다른 내부의 병의
표시를 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유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외상, 여드
름, 혈종, 타박상, 정맥류, 궤양성 다
© Karl Heinz Asenbaum

리, 관절염과 같은 외반 증상은 전해
질 물에 연고제가 포함된 "전해질
크림“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다. "가장 좋은 점은 차를 타고 고속
도로를 달려 필라 브릿지로 경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유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외상, 여드
름, 혈종, 타박상, 정맥류, 궤양성 다
리, 관절염과 같은 외반 증상은 전해
질 물에 연고제가 포함된 "전해질
크림“으로 치료할 수 있다.

Naturopath는 그의 치아에 있는 나
쁜 상태를 주목했다. 백혈구 수치에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 금속 중독
이었다. 그는 입에 2개의 아말감 충
전재 (은색 충전물이 달린 수은) 브
릿지가 있었다.“입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금속은 작은 발전소처럼 작동
한다. 그들은 신체의 긴장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해 놓는다고 "Erika
Röttger는 설명한다.

10년 동안 Erika Röttger가 이러한
근거로 환자를 치료했다. 그녀는 수
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신비한 발
열로 고통 받는 유아를 둔 많은 어머
니도 그녀에게 간다. "항상 똑같이
"Erika Röttger는 말한다.“아이들은
과일을 많이 먹는다. 과일 산도는 전
기 균형을 옮겨 놓고 세포는 산소 결
핍으로 고통 받기 시작하게 되고, 다
음은 악성 질환이 된다. "
한 비극적인 사례가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증명한다. 41세의 숙련된 벽
돌공은 뇌경련으로 고통 받았다. 마
비와 기억 상실 징후, 의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이 남
자가 마침내 Erika Röttger를 찾아
왔을 때, 그의 병은 치유될 수 있었
Content

나는 그를 치과 의사에게 보내, 여러
충치 치아를 뽑고, 입에서 금속을 제
거하고, 전해질 물 치료를 처방했다.
5 개월 후 그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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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수 치료법
1950년대부터 Natterer는 Spagyric Medicine의 전문가인 Albert
Richard Riedel 박사와 공동연구에
집중했다. Natterers 유산에서 알버
트 R. 리델 (Albert R. Riedel)이 저
술한 전해수 요법에 관한 흥미로운
독일어 원고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
이 60년대 초반에 쓰여졌지만, 좋지
않은 사본인 것이기 때문에 기원과
타이밍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원고는 나중에
ESSENTIA 저널 Vol. 1 (1980)에 영
어로 재 출판되었다. 이것은 독일 밖
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Natterer
의 흔적이다.
이 원고의 부제는 다음과 같다.
"신체의 전기적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본 치료.“
이것은 번역본이다:
"지난 50 년 동안 소위 문명화된 업
적이 인류에게 초래한 단점은 아마
도 다음 세기에만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다. 공기의 오염은 예기치 못할 정
© Karl Heinz Asenbaum

도로 증가했다. 유독 물질, 그을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탄화수소는 세제, 방사능
선, 살충제에 의해 “강화된“오염된
염소화 수분 음식물에서 오는 유해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예외 없
이 모두 호흡에 따른 세포를 손상시
키며 위 및 장의 운하 또는 피부를
통해 그들은 기관과 결합 조직의 혈
액과 임파선 세포에 도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해 수 치료법이다.
치유하지 않고 등전위 전위를 변화
시킴으로써 아픈 유기체가 다시 생
리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등전위 전위는 수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한 값이다. 측정된 값은 부호
pH (p : 전위, H = 수소)로 표시된다.
따라서, pH 값은 해리에 의해 유리
된 수소 이온에 의해 유발되고 등전
점 장력의 형태로 측정 가능하게 되
는 산, 알칼리 및 염분자의 해리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나타낸다. 저울
은 0 (산성)에서 14 (알칼리성)까지
의 값을 나타낸다. 가운데에는 중립
점 7.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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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효소 및 발효 반응은 특
정 pH 값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deduction이 가능하다 : 모든
정상적인 신진 대사는 생리학적 pH
값의 한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는 일정한 변동을 겪고, 이 값
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다.
pH 값이 각각 산 또는 알칼리성 측
으로 극단적으로 이동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전해수로 인체의 전해 세대의 균형
을 맞추고 조절하는 치료법이 개발
되었다. 전해수는 순수하고 우수한
샘물로부터 생산되며 전기 분해에
의해 특허된 방법에 따라 분리된다.
이 분리는 매우 다른 pH 값을 갖는 3
가지 종류의 물을 제공한다.
Electrolytic-Water „S“ pH 2.8 to 3.0
Electrolytic-Water „N“ pH 6.8 to 7.2
Electrolytic-Water „A“ pH 10.5 t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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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은 독일 보건국 (NHK)의 의학
전문으로 인정되고 H 636, H 637, H
638에 등록되어 있다.
(나는 독일 보건부로부터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래
전에 유럽 기록 보관소에 파일을 전
달했는데 아무도 그 기록을 발견해
주지 않았다.)
Riedel:
"이 전해수의 생물학적 효과는 무엇
입니까?
이 물의 질은 pH 값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전기 물리적 활동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이 이온화된 물은 피부
뿐만 아니라 점막을 통해 작용하여
다른 조직과 기관의 신진 대사에 참
여할 수 있다. 소위 과산화 (overacidification)라고 불리는 산성 대사
는 알칼리성 전해질 (ElectrolyticWater)에 의해 중성 또는 그 이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
다. 알칼리성 대사는 산성 전해질 물
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필요한 치료
효과에 따라, 이를 마시거나 찜질이
나 연고 형태로 전해수를 섭취해야
한다.
© Karl Heinz Asenbaum

소위 내과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
기 전에 약 100 ~ 200cm의 물을 마
셔야 실현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치료 시작 시 500 ccm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가지 형태의 전해
질 물이 완전히 무해하기 때문에 더
욱 그렇게 할 수 있다.
외부 질병은 피부에 찜질을 통해 전
해질 물로 치료할 수 있다. 피부에
침투하여 더 깊은 조직에 도달하게
된다.
전해 연고는 비슷한 효과가 있다. 활
성 물질, 즉 전해수. 천천히 피부로
방출되어 더 깊은 층에서보다 천천
히 침투한다.
Electrolytic-Water는 어떤 질병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신진 대사의 비
정상적인 변화를 치료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을 조절
해서 전해수가 직접 반응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피
부 또는 점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위 또는 혈액을 통해 그것을 운반하
는 창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Content

지금까지 피부 및 점막 (찜질 및 연
고)을 통한 외부 적용에 대한 입증
된 치유는 주로 염증, 부종, 열 및 통
증이 동반되는 염증성 피부 질환 치
료법이다.
세포 조직의 모든 염증, 종기, 곤충
의 쏘임, 화농성 부상, 피부의 상처
등뿐만 아니라, 타박상, 종자, 염좌,
칼집의 염증과 관절염, 심지어 관절
류마티스에서 비롯된 bloodshots
점막의 염증, 관절염이나 정소와 혈
전 및 과다한 정맥류.
정맥류 궤양뿐만 아니라 부식에 의
한 다른 궤양, 화상 및 염증으로 인
한 상처가 치유되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피부 질환 중
에는 발의 무좀 또는 정강이와 겨드
랑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건선(버
짐)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전해질로
신진 대사 상태에 따라 치료된다.
질 또는 귀두의 점막의 염증은 전해
질 “S“(산성) 또는 전해질 연고 “S“
로 좋은 결과로 치료되었다.
염증은 고환 조직에 알칼리성의 알
부민 물질이 없어서 전해수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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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온과 자유 전자에 의해 중화
되어 염증 상태가 느려지고 치유가
시작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1, 2
및 4에서 언급된 모든 국소 염증 과
정이 전해수 “S“또는 전해 연고 “S“
로 각각 처리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3세 이하의 질병에 대해서
는 무좀, 전해질 물, 전해질 연고, A “
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왜냐하면 곰
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에 매우 민감
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쉽게 부패하
고 죽기 때문이다.
소위 내부 질병의 치료는 식물 신경
계가 자신의 고삐, 즉 교감 신경 및
부교감 신경에 의해 생명 현상을 명
령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감 신경증의 영향은 내분비선이
없는 땀샘, 갑상선의 갑상선 기능 저
하증, 몸의 산증을 일으키는 열이 나
는 상태이다. 부교감신경계의 영향
을 받는 췌장의 인슐린, 난소의 낭포
호르몬, 열이 가라 앉는 조건과 신체
의 알칼리성 알칼리증이 있다. 교감
신경계의 일부가 균형을 상실함에
따라 교감 신경긴장증 또는 미주신
경긴장증(부교감신경긴장)로 각각
명명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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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항상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대사 조건과 관련이 있다. 혈액에서
의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가능
한 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신체의 다른 조직에서는 동일
하지 않다. 여기에서 산증이나 알칼
리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암시
(숨김)될 수 있다. 신체의 산 - 염기
메커니즘은 영양 신경계에 의해 조
절된다. 그러나 이 균형은 신경계에
대한 외부 영향이나 신진 대사의 내
부 장애로 인해 쉽게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산 및 염기는 신체의 결정된
침착물에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콜로이드성 결합 조직.
산과 염기가 균형을 이룰 때, 이 세
포들은 산성과 염기성 물질에 의해
하루에 여러 번 씻겨 나간다. 소변에
는 상응하는 산성 염기성 흐름이 존
재한다. 우리가 콜로이드성 결합 조
직 기관의 산성증을 가질 때, 소변도
일반적으로 산성으로 변하고 기본
적인 흐름은 없다. 많은 질병의 상태
는 신체의 산과 메커니즘의 장애를
동반한다.

Content

산 - 염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은 이미 혈액 정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치료법의 목표였다. 또
한 식물성 신경계가 회복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둘 다 똑같은 뜻이
다. 모든 형태의 요법은 교감 신경계
를 통해 작동한다. 물 위치에서의 치
료, 건강 휴양지에서의 물 섭취, 증
기 (찜질) 또는 식이 요법. 이 시스템
의 조절 조건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록 치유 결과가 더 커진다. 전해된
물은 영양 조직에 의해 규제되는 신
진 대사 상태와 결합 조직에 있는 찌
꺼기의 침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유 요소 중의 하나이다. 생
명 현상에 기초하여 작동하기 때문
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
해질 물은 많은 만성 질환에 대한
기초 요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교감
신경계의 일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기본 요법은 신체의 산과 염기의 상
태에 따라 안내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통풍, 림프관 증, 신장 또는 담석,
류마티스 체질, 비만, 습진 또는 당
뇨병과 같은 대사 장애의 경우, 산성
또는 알칼리성 대사 상태가 완화되
어야 한다. 산성 증은 알칼리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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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전해질을 취해야 한다. 알칼리
성 전해수 “S“또는 “N“로 각각 처리
한다.
정확한 물의 선택이 시간이 많이 걸
리는 실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것은 전해질 물 시험에 의해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 검사의 처
방은 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요약
전해질 - 물은 특정한 질병을 치유
하기 위해 주어진 약과 비교되어서
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해 구
성의 균형을 유지하여 신체를 다시
정상적인 반응 상태로 만든다. 그것
은 잃어버린 삶의 기본 가정을 새롭
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 중추적인
규제 조치를 통해 결국 동시에 필요
한 보완 요법의 근거를 매우 긍정적
으로 준비한다. Munich Baur 교수
는 카를 스루에 의료 의회 (Medical
Congress) 1964 행사의 위대한 강
연에서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병의 전해 구성이 따르지
않을 때 최선의 치료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Karl Heinz Asenbaum

이미 전해 구성의 균형이 치료의 진
정한 성공을 위한 주된 조건이며 짧
은 시간 동안의 많은 합병증과 질병
의 많은 증상이 다시 균형을 이룰 때
사라지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인
정되어 왔다.
용법과 용량 : 1 일 3 회 100 ~ 200
ccm. 의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
면 식사 전에 식히기 (상온).
전체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1 리터
24 병으로 구성된다. “

지금까지 독일의 Alfons Natterer의
전해수 요법에 대한 Richard A. Riedel의 원고.
1970 년대 중반에는 81세의 Natterer가 “Der Neue Tag“신문에 전체
Content

페이지 기사를 통해 전해 수 표시가
확립되었다.
전해 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도움이
된다.

번역
병 상태에 따라 전해 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건강하거나 아플 때 마실
수 있다!. Hydropuryl을 이용한 치
료법을 주로 다루는 첫 번째 임상 시
험에서 담즙관 질환, 담관의 염증,
담석, 카타르 황달, 급성 및 만성 신
장 감염, 요로 혈증, 실제 동맥 경화
증, 진정한 동맥 경화증을 통해 성
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통
풍 침전물, 류마티스 성 질환, 천식,
당뇨병, 위장 문제, 혀의 세균성질
환, 메니에르 병, 특정 신경 조건 등
이 있다. Hydropuryl을 마시는 것
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도 질병에 예방적이다. 운동이 부족
한 사람, 다이어트로 신체가 불균형
한 사람, 변비로 끊임없이 고통 받는
사람 등. 근본적으로 전해 수는 심장
및 순환기 문제, 위장 장애, 관절 질
환, 류마티스, 통풍 및 좌골 신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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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질환, 간 및 담즙 질환, 신경염
및 편두통 등 모든 신체의 비정성적
인 변화에 치유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 된 치료 징후가 연고
와 함께 피부 및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적색, 부종, 열 및 종
종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모
든 세포 조직 감염, 종기, 곤충 쏘임,
상처 치료, 피부 찰과상 등을 의미한
다. 또한 멍이 들거나, 쥐어 짜거나,
변형되거나, 꼬임이 생기거나, 힘줄
과 관절의 염증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며, 류머티스 관절조차도 이
질환에 속한다. 점막 자극, 관절염
또는 정맥 염증 및 혈전증, 과식 정
맥류, 정맥류 궤양, 기타 모든 궤양,
화상 상처 등. 좁은 의미의 피부 질
환은 발의 곰팡이 질환 등 건선, 점
막 자극 생식기 등을 언급할 수 있
다. 또한 화장품에는 물과 크림 종
류가 있어 다양한 고객이 있다. 많은
화장품 기관에서는 목욕 및 얼굴용
물로 전해질 물을 사용하고 밤낮으
로 크림을 사용한다. 또한 발 및 다
리 관리에 특히 적합한 크림이다. 많
은 사람들이 편지와 일일 방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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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프탈로 일이나 연고 및 크림
을 사용한 치료가 기대를 크게 상
회하고 환자가 의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
다. 다시 건강 해지고 일과 가정의
패턴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있습니
다. "
1981 년 Alfons Natterer가 사망하
자 일본과 소련에서는 이미 전기
분해수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판을 마련하였
다.

Content

과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그 영향 또한 인정되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연구가 왜
시작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
만, 누가 치유하는 가와 같은 실용
주의는 옳다.
비록 수천 명의 환자가 일본과 러시
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주
치의로 부터 보고된 사례는 소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 년에
이미 일본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이
온수기가 판매되었다
이온수기의 제조업체는 여전히 의
약품 제조업체로 인증된다. 그러나
전기 분해 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정
확한 치료 절차에 대한 확립된 원칙
은 없다
의사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하
지 않는 대신 환자는 기분 전환을 위
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언제 얼마만
큼 마셔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오늘날 우리는 일본 연구를 통해서
알칼리 활성수의 작업 원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안전한 치료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
알칼리 활성 수는 확실히 좋고 물
맛도 좋아진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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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 분해 수에 대한 질의응답
가장 중요한 질문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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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많은 이름 : 무엇이 무엇인가?
이 책의 6-7쪽에 많은 이름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 모든 용어가 같은 종류의 수처리를 의미한다
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은 단지 필터이다 또는 이 제
품은 단지 산성 수 아니면 알칼리 수만 생산한다와 같
은 생각을 가지고 이온수기를 구매한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조차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유명한 과학 용어는 “알칼리
환원수“(ARW)였다. 화학자들은 그 말을 좋아한다. 그
들이 쓰는 “감소했다“는 의미는 : 나는 전자를 가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 H2O라는 분자는 전자가 “환원되고“쓰여지
는 H2O-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다. 전자를 얻는 것은 물
을 만드는 두 개의 이온 중 하나인 H +입니다. 이 H + 이
온은 전기 분해 셀의 음극에서 환원되어 수소 원자(H)
가 된다. 즉시 두 번째 H 원자와 결합하여 H2 분자를 형
성한다. H 원자와 H2 분자는 모두 화학 반응에서 다른
파트너에게 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극의 물에 대한 올바른 용어는 “알칼리 환원
수“이어야 한다.
과학에서 조차 이온수기의 의미가 혼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온수기“라는 용어는 말도 안 된다
고 말한다. 나는 전기 분해 중에 물 분자가 두 개의 물 이
온인 H +와 OH-로 되기 때문에 “환원된 물“이 더 나은
용어라고 생각한다. “이온수기“용어 비판의 이유는 그
것의 전기 분해 때문이 아니다. 물이 분해되면 수분 해
© Karl Heinz Asenbaum

리 (자가 분해)는 물에서 자연스러운 기본 과정이다. 그
러나 물 전기 분해는 음이온인 H+ + e - → H (환원) 및
OH --> O + H+ (산화)에서 물 이온이 양극에서 탈 이
온화 (환원 또는 산화)되기 때문에 분해 과정을 증폭시
킨다.
따라서 적어도 “이온수기“는 결국 다이어프램 이온수
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일반 물에서처
럼 각 챔버에 더 많은 수분 이온이 있다.
최근까지 전기 활성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에 1931년 이래로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술이 발표
되었다. 원래 발명가 Alfons Natterer는 산성, 알칼리성
및 중성 전해수에 대해 언급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이
후 내가 좋아하는 “화학 이온수기“와는 반대되는 전해
질 생산이다.
일본에서는 다른 셀 구조로 인해 처음에는 알칼리성 및
산성 제품만 생산되었다. 따라서 알칼리성 이온화된 물
을 마실 수 있는 알칼리성 부분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
러나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정의이다.
물은 산성 및 알칼리 이온으로 분해되는 분자의 일부로
인해 알칼리성이 된다. 이온화가 되어 전해와 분리되므
로 막의 한 쪽 면에 알칼리수 (OH- 이온)가 나타나고 막
의 다른 면에는 H + 이온이 생성된다.
알칼리성 활성수의 반대 용어는 산성 이온수이다. 흔히
산화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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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Dina Aschbach가 책에서 내놓은 용어 : "이온
화된 물“은 물의 이온을 중요한 위치로 가져 오기 때문
에 불행하게도 잘못된 단어의 선택이다. 그것은 단지 "
활성화 된 물“의 전기 활성은 OH- 및 H + 수 이온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성 또는 산성 특성에 직접적으로 나타
나지 않고 오히려 산성 수의 용존 산소의 농축 및 알칼
리성 물의 물이다.
이러한 용해 된 가스로 인해 산소 쪽에서 1200mV (SHE)
까지 그리고 600mV까지 매우 낮은 (네거티브) 산화 환
원 전위까지 매우 높은 (양) 산화 환원 전위 (ORP)에 도
달한다. SHE 전극 (수소 전극)으로 측정 할 수있는 값이
다. 실제로 CSE 전극 (silver / silverchloride 전극)을 이
용한 측정은 거의 산소 측에서 + 1000mV (CSE), 수소
측에서 -800mV까지이다. 이 값은 25ºC에서 측정 한 값
으로, 측정 방법과 SHE 측정의 차이는 + 207mV의 차이
가 있다. 다른 온도와의 관계는 다음 그래프
http://www.angewandte-geologie.geol.uni-erlangen.de/paramete.htm)에서 증명된다.

위 : 표준 수소 전극 (SHE)과 일반적인 Ag / AgCl 전극 (CSE) - 다른 온도에
서의 빨간색 라인의 전압 비교. 수돗물 (파란색 선)에서 정상적인 물 마시는
온도는 실온 (녹색 라인) 207 mV에서 SHE 값을 얻으려면 CSE 값에 220 mV
를 추가해야 한다.

다이어프램 격막으로 전해조에서 물을 전기 분해함으
로써 물 분자로부터 수분 이온 H +와 OH-를 형성 할뿐
만 아니라, 산소와 수소도 방출된다. 양 측면의 차이는
산소 가스와 수소 가스가 다른 용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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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압에서 산소 mg / l의 용해도 101,325 Pa
5 degrees C:

2,756

20 degrees C:

2,501

25 degrees C:

2,293

30 degrees C:

2,122

35 degrees C:

1,982

그러나 O2는 25 ℃에서 물에서 1,6 배 더 잘 용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H2의 명확한 잔여분은 어디 있을까?

1 기압에서 수소 mg / l의 용해도 101,325 Pa
15 degrees C:

1,510

20 degrees C:

1,455

25 degrees C:

1,411

30 degrees C:

1,377

35 degrees C:

1,350

전기 분해에 의해 2 개의 물 분자 H2O는 다음 가스량
을 방출한다 :
•

2H2O —> 2 H2 + O2

산소 가스에 비해 수소 가스의 양은 항상 두 배이다.
© Karl Heinz Asenbaum

Hofmann Voltametre 는 화학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실험 중 하나이다. 명확한 디자인 덕분
에 방정식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든 화
학 교사는 두 가지 가스가 2 : 1 비율로 형성되었음을 보
여주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한다. 물이 두 가스에 의
해 포화되지 않으면 다른 용해력과 용해 속도 (산소에
서 수소)에 따라 1 : 2,5의 비율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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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끝나면 폭발적인 가스 효과를 위해 순수한 산소
와 수소를 얻을 수 있었지만 공기압과 온도에 따라 포
화 된 수소로 포화 된 산소와 알칼리성의 물을 가진 산
성의 물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음용수에는 CSE 전극으로 측정 한 ORP 값에
영향을 줄 수있는 많은 다른 이온이 있다.

그렇다면 왜 ORP는 알칼리성, 수소가 풍부한 물에서
매우 높은 음의 값으로 떨어질까?
ORP 값은 직접 측정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ORP는 항상 두 화학 반응 파트너 사이의 전류 값이므
로 상대적인 크기이다. H2 수소 가스는 표준 전위 (E0)
로 정의된다. 수소 전극 (SHE)과는 대조적으로 금은 +
1680 mV의 ORP를 가지지 만 리튬은 3040 mV를 나타
낸다. 전압 차이 때문에 4720mV (4,72 볼트)의 리튬 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마이너스 값은 전자 잉여가
있음을 의미하고, 양수 값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
을 의미한다.
물 분자 H2O는 H2와 O의 두 반응으로 구성된다. 산소
(O)는 H2에 비해 거의 + 1200mV의 양의 ORP를 가지
므로 전자의 경우 "Greedy“반응을 보인다. 이 1200mV
의 전압 차이는 모든 pH 값과 측정 방법에서 두 반응
의 값이 떨어질 때라도 일정하다. 아래 차트를 참조하
시오.
알칼리성 전해수는 산소보다 훨씬 많은 수소를 함유하
고 있다. 누락 된 부분은 +1200 mV이다. ORP는 가라 앉
고 음수가 된다. 반면 산성 전해수는 수소보다 훨씬 많
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ORP는 양수가 된다.
아래 차트는 순수한 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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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가스의 완전한 제거 가능
이 세 가지 기본 매개 변수는 서로
보완한다. 이들의 동시 사용 가능 여
부는 다이어프램 전기 분해 방식의
이온수기에서만 가능하다. 다이어
프램이나 풍부한 수소 생성기가 없
는 화학적 이온수기나 전기 분해 장
치는 이러한 매개 변수의 수준에 도
달 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 독일에서 저널리즘으
로“알칼리성 활성 물“이라는 용어
를 사용했던 사람은 2006 년 출판
된 Dietmar Ferger 엔지니어였다 :
"알칼리 활성 물 -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이 확장 버전
책은 "Jungbrunnenwasser“(청소
년 물의 분수)라는 제목으로 독일어
로도 제공된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알칼리성 활성 물 (pH 9.5)은 H2의 ORP가 -700mV까지
도달한다. 이것은 실온 상태이다.
따라서 알칼리성 활성 물의 값을 정의하는 세 가지 기본 매개 변수가 있다.
• 용해 된 수소로 최대 포화도
• OH- 이온의 더 많은 잔여분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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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Walter Irlacher와 나는 또한
2006 년에 처음 등장한 "Service
Handbuch Mensch“
(인간을위한 서비스 안내서)에서 "
알칼리성 활성 물“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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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Ferger와 함께 책과 다큐멘터리 "알칼리성 음
료 - 알칼리성 활성 물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주제에 대
해 깊이 파고 들었다.
2008 년에 지배적인 관심은 전기 화학적 측정 값, 알칼
리성 활성 수, 증가 된 pH 값에 의한 것이었다. 음이온
ORP. Vitold Bakhir 러시아 연구원은 ORP가 비정상적
으로 낮고 고전적인 ORP 화학 방정식으로는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믿었다. 산성 활성 수의 ORP
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설명 할 수 없는 것처럼 보
였다.
1997 년 Sanetaka Shirahata는 원자 수소 만이 물의 항
산화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ORP가 비정상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지 않았고 원자핵
수소를 함유 한 물의 종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가 수소 원자의 양과 함께 긍정적으로 시험한 이 물들
중 하나는 독일의 노르 데 나우에서 온 자연수였다. (이
책의 18 페이지)

노르데나우 현상
Shirahata의 연구가 Nordenau의 슬레이트 광산에서
나온 Nordenau의 물은 독일 밖에서 유명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치료 용수로 판매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특히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칼리성 전해수의 자연적인 형태라고 주장했다.
2006 년에 처음으로 나는 슬레이트 광산에서 물을 시험
하기 위해 그곳을 여행했고 알칼리성 전해수와 유사하
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산화 ORP가 + 134mV (CSE) 인 경우 약간의 알칼리성
(pH : 8.19)이었다. 10 년 후 나는 병에 든 노르데 나우
물을 테스트하여 pH가 훨씬 낮았고 (7.5), ORP도 +244
mV (CSE)였다. 또한 측정 가능한 수소 가스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항산화 능력이 정말로 의심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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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ZA WATER

으며 10 세 이전에는 30 %의 사망률을 보이고 성인의
10 %는 40 세 이전에 사망한다. (출처 : Ensminger, A.,
간이 식품 백과 사전, 2nd ed 1995, p 619).
해발 2500m에있는 훈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아닌
주로 해빙된 것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이 물과 함께
필요했던 비교적 높은 질의 크리스탈 소금으로 유명했
다. 이 물은 주로 소금 (염화나트륨)과 미량 원소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은 매우 낮다. 아마 낮은 기대 수명에 대한 한 가지 이유
일 수도 있다.

Kangen® Water
Marianne S.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Hunza인
들은 거의 미네랄이 부족한 빙하수를 마셨던 고대의 사
람들이다, 정말로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활성 물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훈자 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았던 곳은 어디에
도 없다. 신화는 스위스 Muesli 발명가 인 Bircher의 아
들 인 "Hunza - 질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고
대 책에서 기원한다.
실제로, 기대 수명이 짧았다. 영아 사망률은 매우 높았
© Karl Heinz Asenbaum

KANGEN WATER®는 2005년부터 일본의 전통적인
회사인 ENAGIC TM에서 생산된 이온수기의 알칼리
활성 수를 위해 등록된 상표명이다.
I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다중 레벨 마케팅 회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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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LevelukTM 상표의 이온수기는 조립 및 전해 성
능에 있어서 다른 이온수기와 유사하다. 사용 설명서에
서 Kangen® Water는 pH 8,5, pH 9, pH 9.5, pH 11의
활성 알칼리성 물에서만 사용한다. 여과되고 산성 인
물은 Kangen® Water로 설명되지 않는다. Kangen®
Water는 고품질 알칼리성 활성 물이다.

이 액체 전해 촉진제는 차아 염소산 나트륨 (NaClO- 차
아 염소산 또는 "오 드라 브라 크 (Eau de Labarraque)“
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일반적인 식염수
(NaCl)와 차별된다. 차아 염소산 나트륨은 예를 들어
가정용 세제의 살균 및 표백을위한 활성 성분이며 "활
성 염소“로도 알려져 있다.

pH 11 물은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Kangen®
Water“(> pH 11)는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
이러한 물은 윤기 나는 얼룩을 제거하고 어류, 육류 및
야채를 헹구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Leveluk ™ 장치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 "강한 산성
수“(양극 액)와 "강한 Kangen® 물“(음극 액)을 만들기
위해 이 장치에는 작동 레벨을 선택할 때 올바른 양의
물을 섞을 수 있는 Enagic Osaka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되어지는 강산성 수를 위한 촉진제가 있는 용액
탱크 설비를 갖추고 있다.
© Karl Heinz Asenbaum

나는 이 보충제의 필요성을 발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금 결정을 위한 공급 파이프를 통해 보통의 소금을
어떤 이온화 장치에 섞어도 양극 실에서 차아 염소산
을 대량으로 생성하기 때문이다. 차아 염소산은 산화성
물의 살균력 측면에서 양극 액의 결정적인 활성제이다.
나는 "전기 분해 강화제 (Electrolysis Enhancer)“의 차
아 염소산염 첨가제가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 특히 염분 용액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작은 병에도 판매 기한이 없다.
또한 액체 소금 (Sole)을 사용하여 양극 액을 만드는 산
업용 장치는 소금 결정의 첨가와 비교하여 소위 "Venturi-pump“로 더 정확하게 투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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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양과 다양한 속도로 용해된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장치와 구분되는 것처럼, LevelukTM 장치는 실시간 디스플레이가 없으므로 정확한
유량 제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치는 수도 꼭지와
만 연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유속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체 용수 연결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결과
를 보장한다.
2016년 민간 및 전문가용으로 유사한 이온수기가 한
국 이온회사인 Ionia에 의해 개발되었다. AquaVolta®
ECA 트랙터. (ECA는 전기 화학적 활성화를 의미함). 정
상적인 알칼리성 활성수를 위한 것과 전기 분해 전에
소금을 주입하는 기능성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 (pH
2,5 및 11,5)을 위한 두 개의 물 배출구가 있다. 강산성
또는 강한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 일반 알칼리 활성화 식수용 전극이 9 개인 트랙터
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적 ECA-Water를 생성하기 위
해 염수 주입이 있는 수돗물 용 전극 7개가 있다. 모든
시험에서 측정 가능한 물 매개 변수 (pH, ORP, 용존 수
소)에서 이 새로운 장치의 효율은 Kangen® 급수 장치
보다 훨씬 뛰어났다. (참조, 126 쪽)
또한 디스켈링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고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현대의 이온수기가 반드시 가
져야 하는 실시간 흐름 제어가 표시된다. 이제는 일본
Enagic® 회사가 최신식 Kangen® 장치가 아닌 구식 제
품을 업데이트 할 때이다.
The AquaVolta® ECA tractor works with separate electrolytic
cells: One with seven electrodes for the normal alkaline activated drinking water. The other with 5 electrodes for the tap
water with saline injection to generate functional ECA-Water. The efficiency of this new device in all measurable water
parameters (pH, ORP, dissolved hydrogen) in all my tests was
much better than any of the Kangen® water devices. Especially the values of dissolved hydrogen differ a lot at a pH of
10 (ionized tap water Munich)
Leveluk SD 501		
0,7 ppm 			
AquaVolta ECA tractor 2,0 ppm 			
(both measured with H2 blueTM)
This enormous difference may be due to the new type of
3-layered platinum electrodes (polymer-ion-mesh method).

AquaVolta® ECA 트랙터는 별도의 전해조로 작동한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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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ypes of plates..
또한 디스켈링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고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현대의 이온수기가 반드시 가
져야 하는 실시간 흐름 제어가 표시된다. 이제는 일본
Enagic® 회사가 최신식 Kangen® 장치가 아닌 구식 제
품을 업데이트 할 때이다.
In a closer look at the surface we can see the obvious advantages of this new spray-type galvanization:

AquaVolta® ECA 트랙터의 또 다른 포인트는 가격이
다. 멀티 레벨 마케팅 시스템이 아닌 일반 유통업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저렴하다.

Photos: www.euromultimedia.de (left), IONIA (right)
Photos: IONIA

The new electrode type with its larger surface seems to create more nascending hydrogen and smaller hydrogen bubbles that dissolve better in water than the big bubbles from
© Karl Heinz Asenbaum

376 x 185 x 435 mm 치수만 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장치에 있는 두 개의 큰 사전 필터 카트리지 때문
이다. 첫 번째 필터는 활성탄 과립을 포함하고, 두 번째
필터에는 칼슘 산과 오늘날 여과의 표준인 중공사막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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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본의 Ohta Shigeo 연구는 2007년에 음이온 ORP를
담당하는 분자로 용해된 수소 가스가 항산화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분자 수소 가스는
의약 연구에서 인기 있는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
이다. 12) 가장 널리 퍼진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이다.
분자 수소는 특히 모든 자유 라디칼을 직접적으로 파
괴하는 히드록실 라디칼을 퇴치한다. 오존 (+ 2000mV)
이상에서도 세포 파괴자의 최고인 (+) 2300mV의 ORP
를 가지고 있다. H2는 다른 매우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
에 비해 부작용이 없다. 단지 물만 만든다!
산화 환원 전위와 수소에 대한 1년 동안의 토론을 시
작하자. 산화 환원 전위는 부작용이 있다. "자유 전자‘
또는 "비접촉식 전송‘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토론은
2016년의 오래된 뉴스이다.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매우 쉽고 실
질적인 결과가 있다. 알칼리성 활성 수를 보관하기 위
한 금속 용기에 관한 모든 경고는 무시할 수 있다. 용기
가 가스 밀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리 또는 스
테인리스 스틸 : 관련성이 없음. 반면에 플라스틱 용기
는 심지어 연화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용기조차도 단기
간만 보관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병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 일단 개방되고
© Karl Heinz Asenbaum

대기와 접촉하면 불가피하게 매우 빨리 수소가 빠져 나
간다. 그러므로 병은 짧은 시간 내에 소비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양보다 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알칼리성 활
성수에서 가능한 많은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될 때까지
이 함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수소는 물에서 대기로 매우 빨리 빠져 나간다. 이전에
전기 분해로 제거된 산소는 대기 중에 21 %가 함유되어
있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수소를 치환하기 때문이다.
O2 물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그것은 수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의 관
점에서 보면 이것은 유용하지 않다. 산소는 버너이고,
수소는 우리 몸의 연료이다. 신체에서 NAD+를 NADH
에 충전하는 것만으로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이 가
능해졌다. Albert von Szént-György는 1937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것을 이미 발표했다. 그런데 그 해는
전해수가 독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된 해와 같다.
수소는 식품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으로만 얻을 수 있는
데, 신진대사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수소를 얻을 수 있
으며, 우리 세포의 전체 생화학적 정교함은 다음과 같
은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옥시 하이드로겐 반응
으로 분해하게 된다.
산소는 원하는 양으로 얻을 수 있으며 폐를 통해 세포
로 분배된다. 모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독점적으로 수소
를 분포하는 것은 우리 유기체의 문제이다.
알칼리성, 수소가 풍부하고 활성화된 물의 도움으로 대
사 체인을 건너뛸 수 있으므로 호흡기 체인과 구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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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없이 수소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 작은 분자 크기
로 인해 수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전신을 통해 쉽
게 흐를 수 있다. 알칼리성 활성수로 삶의 연료를 쉽게
마실 수 있다. 또한 수소는 가장 작은 산화 방지제 일뿐
만 아니라 가장 멋지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에너지
를 발산하게 되면 그것은 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
다. 마실 수 있는 물에 가장 많은 수소 가스를 어떻게 용
해시킬 수 있을까? 2013년 이래 전 세계에 열띤 논쟁이
있었다. 다음 장에서 아이디어와 결함이 있는 아이디어
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새로운 방법 및 장치
무엇보다 다이어프램 전기 분해가 적용된 고전적인 이
온수기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물 분자를 양극 및 음극 실에서 분리한다. 따라서 수산
화 이온은 양극 측에 농축되고 양성자 측 (H + 이온)은
물 분자와 결합하여 H3O + 이온을 형성한다.

같은 시간에 알카라인 양이온은 음극의 구획에 막을 통
과하고 산성 음이온을 양극의 구획으로 전달한다. 오른
쪽 구획 (알칼리성 전해수)에서 pH가 증가하고 왼쪽 구
획 (산성 전해수)에서 pH가 감소한다. 따라서 pH 8.5 ~
9.5 사이의 마시는 물에 사용되는 음극 물은 수돗물보
다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이 풍부
하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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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파우치

이즈미오 (IZUMIO®)는 일본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수
소 워터 마케팅을 선도하는 회사이다. 근본적인 방법은
높은 H2 압력 (물에서 정상적인 상한보다 1000ppb 높
은 2600ppb)을 사용하고 고객의 여정 시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O2는 진공 막에 의
해 제거된다. 따라서 ORP는 다른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감소할 수 있다.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단
순한 물을 형성할 수 없다. 수소 물의 전문가인 시게 오
타 (Shigeo Ohta)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물에 수소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일본에서 확립된
성공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고압으로 특수한
종류의 병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4층 알
루미늄 코팅 음료 가방이다.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음료 가방 중 하나에는
0.2 리터만 들어 있고 1 리터짜리의 평균 가격은 10 달
러 이상이다. 이 책의 8 페이지를 기억해 보면, 하루에
1 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다.
그 외에도 복잡하게 구성된 단방향 알루미늄 백은 재
활용이 어렵고 지속가능한 포장 생태계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는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 수십억 개의 플라스
틱 병에 대한 기존의 폐기물 문제는 이미 충분히 심각
하기 때문이다.
유럽 회사인 Hydronaid®는 0.5 리터 백의 수소수를 제
공하지만 내구성과 ppb 양에 대한 검소한 진술만을 제
공한다. 또한 리터 가격 (2016 년 7 월)은 7 € 50이다.
너무 비싸다.
고압 병에 담긴 물 분자 수소가 지나치게 포화되면 실
제로 마시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 저장 및 운송으로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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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수소 손실이 보상되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병 뚜껑을 열면 순간적으로 과압이 풀려서 보통 1600
ppb로 떨어지고 온도도 높아져서 더 떨어진다. 백이 냉
장 체인에서 운송되는 경우, 수소가 배출된 백 내부에
거품이 형성된다.
나는 당신에게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 수소 과산화수
(1600 ppb 이상)가 항상 수소를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
다. 내부도 4층 가방! 수소는 비극성 가스이므로 소수성
이기 때문에 수소는 실제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
것은 확산의 일종이다. 제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물에
거대한 기포가 생긴다.
나는 소위 말하는 가스 마우스에 수소 과포화 수분을
완전히 채웠다. 몇 분 후 불필요한 수소 가스가 배출되
었고 일주일 후에 큰 거품을 볼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동일한 과포화된 물로 같은 부피의 다른
기체 마우스를 채웠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순수한 금
속성 마그네슘 스트립을 추가했다. 금속 형태의 마그
네슘은 Mg ++ 이온, H2-OH- 이온으로 물에 용해되어
알칼리성과 수소를 풍부하게 한다. PH가 증가하는 일
이 일어났다.

왼쪽 : 이온수기에서의 과산화수소 전해수. 오른쪽 : 금속 마그네슘이 첨가
된 가스 마우스. 같은 물에 가스 마우스를 채운 직후.

일주일 후 마그네슘을 첨가한 gasmouse (아래)는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없었다. 배제된 수소 거품은 훨씬 더 컸다.

6 개월 후. 마그네슘 물은 더 큰 가스 마우스를 만들었다. 이 방법으로는 완
전 포화수 이온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없었다.

© Karl Heinz Asenbaum

Content

89

중성 pH 수소수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온수기의 물은 수소 과포화수를 생산할 수 있다.
화학 물질 첨가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 실험은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
전해수 이온수기는 과포화 알칼리 수소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과포화가 안정적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금속 마그네슘과 같은 화학 수소 생산도 포
화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더 좋거나 더 안정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없었다.
소위 수소 주입 기계 (HIM)를 사용한 추가 실험은 23
시간 후에 나타났다.
나는 다른 공급자의 수소 물로 가득찬 가방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높은 가스 압력으로 채워져 있었다. 시작
후 2분은 정상적인 수소 포화 (1600 ppb) 측정 값을 나
타내었으며, 실내 온도에서 수소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
었으므로 매분 100 ppb 씩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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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요소의 증가와 함께 전해수 이온수기의 일부 생산
자는 더 많은 수소를 물에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했다. 그들 중 일부는 흥미롭다. 다른 것은
아니다. 나는 많은 양의 수소를 물 속에 저장할 수 없는
약한 방법을 선호하지만, 다이어프램 전해조가 있는 고
전적인 이온수기의 상대적으로 비싼 구매가격과 비교
했을 때 분명히 생산단가가 저렴하다.
이 모든 장치의 공통점은 생산자가 수소 함유량을 주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을 설
명하고 물 또한 알칼리성이어야 하며 산소는 산화 특성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음이온의 제
거는 알칼리성 활성수에서 양이온의 증가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pH 값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수소 함량은 모든 것이 있
다. 다음 페이지에서 나는 2010 년 이래로 개발된 이러
한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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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수소 발생기
수소 수를 생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음극과 양극이
다이어프램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1개의 챔버 전기 분
해 셀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소와 수소는 동시
에 용해되게 된다. 즉 1 : 2의 비율인데, 이것이 옥시 하
이드로 겐 가스의 공식이다. 생산자는 폭발 가능성이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옥시 하이드로 겐 가스 이
온화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수
용액 및 이 양으로는 위험하다. 그들은 독점적으로 수
소를 강조하고 "수소가 풍부한 물“ 생성기에 대해 말한
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Double Bubbler“이다. 기본적인 기능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기술
적으로 매우 쉬운 것인데, 그들은 물 속에서 수소 가스
를 거의 만들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낸다. 보통의 음용
수나 미네랄 워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정
말 수소가 풍부한 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물은 수소 공
급이 충분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장점 : USB 케이블로 충전 할 수 있는 배터리의 간단한
전원 공급 장치. 이동 중에도 소켓 없이 최대 20 리터의
물을 처리 할 수 있다. OXY-Hydrogen Generator는 산
소뿐만 아니라 제거되어도 추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존 산소는 수소와 반대 극으로 작용하고 ORP가 절
대로 이온수기만큼 낮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기술의 지지자들은 알칼리성 활성수는 원하지
않지만 중립적인 경우에는 알칼리 및 산성 배출 호스를
동일한 유리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물에 비교적 많은
© Karl Heinz Asenbaum

수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 0 mV의 ORP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OH-와 H3 + 이온이 유리하다. 나
는 이것이 더 흥미로운 방법인 것을 알았으며, 또한 "더
블 버블“이 이동 중에도 언제나 특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비정상적으로 낮은 ORP 측정 값,
알칼리성 활성수를 만들 때 횡격막 수분 제거기로 수행
한 결과는 항상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예외적
인 특성을 지닌 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한 혜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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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ORP 측
정이 난센스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한 1000 개
이상의 러시아의 박사 논문도 갑자기 과거의 일이 되었
다. ORP 측정은 특히 직접 수소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
능한 곳에서 유용하다. 이것은 특히 혈액과 같은 체액
의 분석이나 오랜 기간 전에 ORP 측정이 확립된 농업
또는 양식업의 식품 또는 토양 시료의 품질 분석에 영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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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수소 발생기
H2 태블릿과 같은 화학적 수소 발생기, 마그네슘과 같
은 일부 세라믹 또는 수소 생산 광물은 산소를 추가하
지 않지만 이미 일반적으로 물 속에 존재하는 산소 가
스는 제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함량이 풍부한 물
을 얻지만 수소가 풍부한 물은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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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해조 : PEM/SPE/HIM
내가 발견한 최고의 화학 수소 발생기는 물 속에 1200
ppb의 수소를 저장했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데 12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 양식
과 맞지 않다. 그래서 몇 초 내에 1500 pb까지 "용해“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이온수기가 개발되었다.
그 동안 설립 된 이온수기 업계는 정상적인 물에서 최
대 1500 ppb의 수소를 용해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
다. 격막과 두 개의 챔버가 있는 이른바 수소 주입 기계
(HIM)는 PEM 셀과 함께 작동하는데, 그 중 하나만이
물로 넘쳐 흐를 수 있다. 두 번째 챔버는 가스 챔버이다.
또한 1200 ppb까지 생성 할 수 있는 HIM 기계의 물은
이온수기의 물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 기포를 빠
르게 분비한다.

물이 흐른다. 산소 (발생한 오존 포함)가 이미 양극 물에
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수소 물이 생성된다. (HRW- 물).
이온수기와는 달리 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은 또
한 알칼리성이 되지 않으며 원래 pH 값을 유지할 수 있
다. 이런 종류의 기본 구조를 가진 이전 모델의 경우 그
림과 같은 오존 촉매제가 누락되었다. 왜냐하면 생성된
오존 양이 임계량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
기 분해와 산소로 만든 오존이 하우징 내부로 누출되면
민감한 코는 이 독창적인 가스의 반응 생성물의 전형적
인 매운 냄새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이 디자인은 상단에 산소와 오존이 양극 실에서 소산되
도록 하는 압력 릴리프 밸브를 가지고 있다. 물이 없는
음극 측에서는 공기와 혼합된 수소 가스 형태만이 펌프
를 통해 혼합 장치로 보내지며, 이를 통해 양극 챔버의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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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없는 이온수기

v.l.t.r.: Britney Jun (KYK Overseas department), Karl Heinz Asenbaum, Dr. Kim Young
Kwi (KYK CEO), Eng. Yasin Akgün (Owner Aquacentrum Munich).

2016 년 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제조 회사인
KYK의 사장인 김영기 (Kim Young Kwi) 씨가 개발 부
서에 특수 수소 주입 기계 (Hydrogen-Infusion-Machine)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1465 ppb의 놀라운 수소
값을 전달했다. pH 중성수 중 PEM 셀의 산소 및 오존
은 공기 파이프를 통해 퍼지게 된다.

그 동안 이온수기는 시리즈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었으
며 뮌헨의 첫 번째 모델 중 하나를 테스트 할 수 있었다.
1457 ppb (1,457 ppm)의 수소 결과는 서울에 비해 거
의 악화되지 않았다. ORP는 (-) 675mV (CSE)까지 가라
앉았다. 또한 pH 값은 7,7에서 9,4로 상승했다. 이 결과
는 3 가지 선택 가능한 레벨 중 가장 높은 레벨에서 달
성되었다.
폐수가 없는 이온수기의 비밀은 여전히 KYK 회사의 비
밀에 속하는 혁신적인 셀 구조에서 비롯된 것 같다. 결
과는 다음 순서로 설명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은, 만약 서울뿐만 아니라 미
네랄이 부족한 물이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럽 물의 경
도가 한국과 일본 생산자가 주장한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으로 나타남을 알고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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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제가 83쪽에 제시한 HIM 셀의 거울 이미지
이다. 양극 챔버는 물에 넘치지 않는다. 산소와 오존만
형성되고 장치의 배출구를 통해 가스가 배출된다. 반대
편에는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형성되는 음극 실에서 전
기분해 된 물이 있다. 따라서 pH 값은 상승하고 ORP는
강한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 장치는 pH 값과 수소 농
축을 생산할 때 고전적인 이온수기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용존 산소가 제거되지만, 양이온의 동시 감소 동
안에 음이온의 증가는 없다.

어떤 종류의 액체도 첨가하지 않고 상승하였으며, ORP
는 가라 앉았다. 다소 힘든 과정을 46 페이지에 있는 고
전적인 이온수기의 알칼리성 활성수와 비교하라. 메인
콘센트에서 OZONE WATER 모드로 생성된 물은 소독
효과 때문에 청소에 사용할 수 있다.

위 이미지 : OZONE WATER 모드에서 음료수를 수소로 버블링 할 때 가스
유출관을 사용하라. 약 330 ppb의 수소와 우유 및 과일 주스 혼합 결과는 1
분 이내에 달성하였다. 약 1 리터의 오존수가 주 출구에서 채워졌다.

3 개의 조절 가능한 수소 수준 (파란색으로 경계가 있
음) 옆에 있는 새로운 장치는 소독 목적으로 오존수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기능에는 설정 레벨이 하나뿐이
다. (빨간색 원). "오존수“기능을 하는 동안 수소 가스가
출구 파이프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음료
를 버블링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의 수소 함량은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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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리수가 유행에 뒤 떨어지는가?
오늘날 유럽에서 발명된 물 이온수는 주로 먼 동쪽 제
품이다. 나 자신은 유럽의 고객들에게 12 년 동안 물 이
온수기를 판매 하면서 알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전기
활성수를 마시도록 설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가격이 높은 엔트리 레벨이다
특정한 위치의 이온수기
알칼리 활성수의 짧은 내구성
3 가지 문제는 88 페이지에 제시된 OXY-Hydrogen 생
성기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러나 고정식 이온수기와 비
교한 측정 값은 오토바이와 포르쉐를 비교하는 것과 같
다.
저는 2014년 이래로 배터리 구동 방식의 모바일 이온수
기를 만들기 위해 업계를 괴롭혔다. 따라서 수소 이온,
pH 값 및 광물 변위에 관한 모든 최대값에 도달할 수 있
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프로토 타입으로 입증
되었다. 필요한 경우 H2 / O2뿐만 아니라 양극액 및 음
극액을 생성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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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위의 다음 AquaVolta® Everfresh는 약 5V의 USB 전압의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를 지닌 휴대용 배치 이온수기입니다. 전압은 양극에 오존층을 형
성하지 않는다. 그리드 모양의 양극은 Nafion® Proton-Exchange-Membrane과 직접 접촉한다. 예를 들어, 그리드 형상의 캐소드는 0.5 리터의 식수
챔버에 배치된다. 그림과 같이 양극 실이 물로 채워지면 장치는 알칼리성 및
산성수를 생성하는 정상 배치 이온수기처럼 기능하게 된다. 캐소드 챔버만
채워지면, 양극 챔버의 스크류 캡이 개방되어 양극 측에서 생성된 산소가 가
스 배출되게 한다. 음극 실은 거품이 없으면 항상 수소 포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채워진다. 과압 밸브는 버스트 보호 기능을 한다. 생산은
15~30 분 내에 진행될 수 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최적의 물을 생성하기 위
해 기기를 1-2 분 동안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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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된 알카리수의 흡수
이 경우 전해조의 새로운 디자인은 85-93 페이지에 설
명되어 있으며, 활성화된 물은 수소 함량에 초점을 맞
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고전적인 이
온수기처럼 수소 과포화 수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산성 - 알칼리성 균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에게 이것은 괜찮은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알칼리성 식
이 요법이나 효과적인 음식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은
충분한 알칼리성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추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전해 수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했던 시기가
있다. (64 ~ 66 쪽과 중간 편 참조). Alfons Natterer의 발
명가인 Alfons Natterer는 3 가지 유형 (알칼리성 - 중
성 - 산성)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제공
했다. 가장 맛있는 유형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당신에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는 대개 무엇이 최선인
지 알고 있다. 일부 치료사는 전기 분해된 물을 진단 도
구로 마시는 경우에도 맛의 감각을 사용한다. 오늘 기
술의 도움으로 모든 종류의 전해 수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소가 음용 가능한 전해 수의 가장 중요한 건
강 요소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알칼리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만한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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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Thermal Bath Bad Füssing에서 Dr. Walter
Irlacher와 12 년 동안 일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그에게 헌정했다. Bad Füssing 온수는 510ppb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수소가 풍부한 수원이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에게 알려진 측정값이
올라갔을 때이다. 극동 러시아, 미국의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그러한 가치와 이에 상응하는 낮은 ORP
를 보여주고 있다.
왜 Irlacher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
를 치료하기 위해 2004년에 이온수기에서 나오는 1.5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치
료용 온천욕에서 목욕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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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온천수와는 달리 알칼리성이며 산성화된 환
자가 이것을 통해 가장 유익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
신했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성공은 그가 제대로 증명했
으며 많은 치료사들이 그의 이론을 따랐다.
그러나 Irlacher 박사는 탈산소화를 위해 알칼리성 활
성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소와 산소는 몸에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가장 강력한 산
성화 요소이다. 치료는 항상 개인차가 있음을 결코 잊
지 말아야 한다.

하인리히 H는 이런 맥락에서 나에게 물었다. 미국 연
구원인 타일러 르 바론 (Tyler LeBaron)은 용존 수소의
함량이 활성화된 물의 유일한 치료 이점이라고 말한다.
비록 당신과 같은 마시는 물의 이온수기의 경우 "약 알
칼리성 물“ pH 8과 9가 권장된다. 내가 너무 산성화되
지 않는다면, 나는 많이 움직이고 건강하며 알칼리성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비교적 값이 비싸고 구체적으
로 작동되는 새로운 전기 수소 제조기 중 하나가 아닌,
상대적으로 비싼 물 이온수기를 구입해야 하는가? 수
소 가스로 물을 보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선,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좋은 전기 HRW 제조사는 배치 이온수
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량의 소형 버전은 트렌디
한 HRW 장치보다 훨씬 저렴하다. 알칼리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중성의 pH 범위에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격막을 싸게 배치하고 동일한 HRW를
생산하면 된다. 배치 이온화 장치는 일반적으로 더 많
은 전력으로 더 빨리 작동하기 때문이다.
2007 년 이후, HRW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이후로 나의 생각은 당신과 Le Baron 교수에게 모순
되지 않을 것이다. 격막 없이 전기 분해하여 얻은 HRW
는 많은 치료법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Bad Füssing 스파 (바이에른). 용존 수소 함량 510 ppb / Micrograms / l. 다
른 천연 수에는 용존 수소의 함량이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없음. pH 값은 거의
중성이다 (7.4). ORP - 227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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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효과는 독일 엔지니어인 Alfons Natterer가 판
매한 것으로 1937년 의약품을 준수한다. 다이어프램
막이 없는 3 챔버 셀의 중간 챔버에서 생성 된 Hydropuryl 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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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년대에만 Hydropuryl S (산성 / 산성)와 Hydopuryl
A (염기성 = 염기성)의 중성 전해수가 밀려났다. 따라
서 A와 S를 역혼합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수십 년 동안 3 챔버 셀이 필요하지 않으며 2 챔버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었다.
충전하는 동안 알칼리 및 산성 배출구를 함께 가져 와
서 이온수기 HRW를 통과하는 각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전해조는 고성능으로 손질되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의
수율은 훨씬 더 크다. 이러한 장치는 물론 더 비싸지만,
우리가 수돗물로 이온화 하기를 원한다면 수돗물에 자
주 추천되는 내장형 프리 필터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
다.
HRW 생성기는 1셀 전해 장치이다. 물은 음극의 수소
뿐만 아니라 양극의 산소도 풍부하게 한다. 수소로 우
리는 항산화성 때문에 치료사에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산소는 수소와 산화제의 상대이지만
수소 (2H2O)의 산화는 즉각적이지 않으며, 우회로에
서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스는 합리적으로 안정적이며
물에서 분리되고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
14 시간이 지난 후 여러 HRW 생산이 끝난 후에도 뮌헨
수돗물과 함께 SUSOSU Plus (Arui Hendy와 동일)라
는 HRW 장치에서 아래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버튼을 1번 누르면 3 분간의 전기 분해 과정이 일어나
서 산소와 수소 버블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H와
ORP 외에도 TDS 값이 있으며 전도성 입자는 ppm 단
위로 측정된다. 이 장치는 또한 미네랄로 채워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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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사용이 악화된다. 그것
은 일본과 한국에서 우세한 매우 부드러운 물을 만드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별
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제품에 대해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산소는
약간의 풍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물의 소용돌이가
공기에서 산소를 소용돌이 치게 하여 ORW-Maker (산
소가 풍부한 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용돌이 치거나
상승한 물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다. 그
러나 소용돌이 모양의 장치는 보통 강력한 프리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월러 앞에 장착되어 있다. 이 장
치는 오염된 공기와 세균이 많이 함유된 공기로 권장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여과된 물로 채워진
HRW Maker는 분명히 바람직하다. 덧붙여, 그들은 또
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사하고 동시에 산소를 혼합
함으로써 ORP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손실
로 물은 약간 알칼리성이 된다. 이것은 전기 분해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HRW 장치에서도 발생
한다. 또한 배치 또는 흐름에서 이온수기를 통해 혼합
된 활성수는 일반적으로 수돗물보다 약간 더 알칼리 성
질을 지닌다.
8 번, 즉 24 분의 생산 시간을 누르면 779 마이크로 그
램이 된다. 이 값은 더 이상 생산 시간 60 분 (20 x 3 분)
또는 75 분 (25 x 3 분)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사용된 물
의 최댓값은 828 마이크로 그램 / l로 정착된다. 이것은
1577 마이크로 그램 / 리터의 최댓값으로 내가 측정한
다이어프램 이온수기를 가진 이런 종류의 물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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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을 약간 상회한다. 그래서 이 Susosu HRW 장치
와 같은 양의 수소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면 약 2 배의 물
을 마셔야 한다. . 기본적으로 강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 풍부한 일상 음료 대신 많은 양의 활성화된 물을 마
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누
가 물을 끊임없이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가. 따라서 다
이어프램 이온수기의 알칼리성 물은 HRW 장치의 물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 견해로는, 동시에 생산된 수소
와 산소 사이의 격막이 없는 전기 분해된 분리 산화 환
원 과정에서 산소와 수소의 역효과 때문이다. 이것은
아직 전기 활성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essandro Volta와 Johann Wilhelm Ritter
의 전기 화학 설립자와 물의 전기적 활성화에 대한 독
창적인 발견자에 의해 이미 짐작된 연구에서 설명의 기
초는 200년이 넘었고 간단하다고 한다. Alfons Natterer. 위의 화학자 네른스트 (Nernst)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설명하는 pH / 산화 환원 전위 방정식을 가
지고 물에 용해된 물질만 보았고, 다이어프램 전기 분
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성을 얻는 것은 물 자체를 보
지 못했다. 1970 년대의 Vitold Bakhir만 인식했지만 그
것을 설명 할 수 없었다.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상호 산화 환
원 평형 상태에 있으며, 이는 밀리 볼트 단위로 표현 될
수 있고, pH 값의 특정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지금 다이어프램, 산소 및 수소 가스가 없는 물 전
© Karl Heinz Asenbaum

기 분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가스가 물을 빠르
게 빼는가에 따라 산화 환원 평형이 바뀐다. 이것은 전
체적으로 수돗물의 완전 조성, 전기 분해 이전에 이들
2개 및 다른 가스가 물에 얼마나 많이 용해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분 간의 전기 분해가 가장
낮은 산화 환원 전위를 보인 SUSOSU 측정 예가 설명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물보다 용존된 수소가
산소보다 더 많이 얻어진다. 이 비율은 산화 환원 전위
가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7 x 3 = 21 분의 전기 분해에
서 변한 것이다. 14 시간 후에 물은 전기 분해 전과 같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서 거의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다이어프램 전기 분해에서, 산소는 음극 물에서 제거되
는 반면, 산소는 음극 물에서만 축적된다. 그러나 음극
물에 있는 수소는 산화 환원 파트너가 없으며 물은 매
우 낮은 산화 환원 전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산할 때는 다이어
프램 전기 분해가 근본적으로 우수하다. 수소가 풍부한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쇼핑 할 때와 같다 : 구매자가 신
용 카드로 모든 것을 지불하는지 여부 또는 그 사람이
정말로 부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신용카드
로 합리적인 것을 살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HRW 제조기에서 단일 전기 분해로
생성된 수소는 그러한 물을 사용하는 500 가지 이상의
심각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 웹 사이
트에서 명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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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ecularhydrogenfoundation.org/
물론, 나 같은 사람이 pH 9.5에서 11 년간 알칼리성 활
성수를 마신다면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45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간의 혈액에서 중탄산염의
알칼리성 완충액이 있다고 생각하던 Walter Irlacher
박사가 있다. 나이와 생활 방식에 따라 온천과 과민성
질환이 생긴다. 2006년 이래로 우리가 인간을 위한 서
비스 안내서에 제시한 탈 산성화에 대한 그의 개념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수만 명의 독자들과 환자
들에 의해 불만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아직도 확신한
다. : 산소는 물 속에 속하지 않지만 폐와 피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한 포화된 수소가 풍부한 물이 소화 시
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마셔야 하는 이
유이다.

것은 아니며, 너무 적은 운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당뇨병, 알레르기, 우울증과 같은 일반적인
산성 질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너무 산성이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
해, 나는 이미 HRW가 풍부한 물이 지나치게 과산화된
음료와 물의 대안으로 생각했다.
소다에서 일반 수돗물로 전환해도 채식주의자에 대한
다양한 식단의 변화보다 신체의 산성 부하가 줄어든다.
올바른 알칼리성 활성수로 점프할 필요가 없다면, 알칼
리성 HRW가 매우 약간 변화할 때 더욱 그렇다.
그것은 알칼리 영역에서 효과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어
쨌든 산성화 증후군의 캐스캐이드 (cascade)보다는 산
성화 (acidosis) 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들처럼 고통과 질병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이
러한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수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체의 모든 에너지 과정의 기본적인 통화 일뿐이다.
1937 년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앨버트 센젠 기요르기
(Albert Szent-Györgyi)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몸
은 실제로 하나의 연료인 수소만을 알고 있다. 우리의
음식인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수소 패키지에 불과하
다. 연소하는 동안 일어나는 주요 사건은 수소 제거이
다.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화학적으로, 그것은
매우 복잡하다.
질문으로 돌아 가서 : 나는 내가 먹는 것이 항상 건강한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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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된 알카리수의 흡수

또 다른 예는 칼슘 함량이 매우 낮은 Volvic® 미네랄 워
터를 사용한 테스트이다.

전통적인 다이아프램 이온수기에서 또한 일부 광물 이
온이 다이아프램을 통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슘. 우
리가 2 리터의 물을 이온화하면 1 리터의 알칼리성 전
해수에 2 리터의 용해된 칼슘을 얻는다. 또는 대부분의
경우, 약 60~80 %가 다른 일부 물 매개 변수에 따라 달
라진다.

하나의 지시등만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나는 배치 이온
수기의 알칼리성과 산성 구획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전
기 분해 (위) 전에 두 스트립은 하나의 유색 필드만을 보
여준다. 10 분간 전기 분해한 후, 산성 구획의 샘플은 적
색 변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CaCO3의
함량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알칼리성 구획의 샘플
에는 빨간색 표시기 필드가 3개 표시된다. 따라서 2,7
mmol / m3 이상의 CaCO3를 함유하고 있다. 내 눈에
이것은 다이어프램 전기 분해 동안 적어도 칼슘 이온이
멤브레인을 통해 이동하여 활성화된 알칼리성 물을 풍
부하게 한다는 증거이다.

멤브레인을 통과할 때 음이온 및 양이온의 증가 및 감
소는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하여 1 초 이내에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 분해 중에 칼슘 이온의 이동은
Aquadur® 스트립이다.

위 : 수돗물 뮌헨 (녹색). 전기 밥 알칼리 수돗물 뮌헨 (자주색). 그래서
CaCO3 함량은 2,7 mmol / m3에서 4.5 mmol / m3 이상으로 증가했다.
© Karl Heinz Asenbaum

위 : Aquadur® 스트립을 사용하여 배치 이온수기(Aquaphaser®)에서 분 =
10 분 전기 분해 후 VolvicC 미네랄 워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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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l- 및 Nitrate 음이온의 이동은 간단한 테스트 스
트립으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절반은 창자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알칼리성 전해수는 항상 원래의 수돗물보다 경도가 훨
씬 높으며 산성 전해수는 경도가 훨씬 낮다. 물론, 거의
모든 수돗물에는 양극 실에서 음극 실로 멤브레인을 통
과시킬 수 있는 칼슘 이온이 들어 있다. 나는 이 책의 26
쪽에 이것을 설명했다.
전해질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용존 수소의 함량에 근거한 것뿐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알칼리수 음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험이다.
나는 양에서 나온 Weisswurst (송아지 소시지) 내장을
가져 갔다. 나는 마이너스 286mV (마이너스 286mV)와
pH 9.5의 산화 환원 전위 (negative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ORP)를 가진 전기 분해된 뮌헨 수돗물
을 부었다. 나는 생리 식염수 용액에 넣었고, 잘 알려진
혈액 대체물인, pH 중성이었고 산화 환원 전위가 +194
mV인 것은 약간의 산화제였다. 모든 Aquadur® 표시
기는 녹색으로 유지되었다.
이동은 5분 안에 발생했다. 그 후 우리는 소금이 든 혈
액 모델(3 빨간 지표)에서 CaCo3의 중요한 부분을 흡
수했다. 염분기가 있는 용액에서는 염화나트륨만 존재
한다. 물의 총 경도 시험 스트립에서 소금물이 녹색으
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소시지의 전기 활성 알
칼리성 물은 칼슘으로 가득차 있었고 테스트 스트립은
5개 필드 모두에서 빨간색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의
© Karl Heinz Asenbaum

이 실험 결과는 물로 칼슘을 녹인 인터넷의 성가신 특
수 용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혈액에
서 물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실을 봐야
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항상 적합한 것을 얻게
된다.
이제 이 모든 것의 메커니즘을 찾아 보려고 한다. 다시

Content

103

우리 Weisswurst (송아지 소시지) 내장을 가져다가 9.5
pH 값에서 마이너스 226mV (CSE)의 음의 산화 환원
전위 (ORP)를 가진 이온수기에서 이온화된 뮌헨 수돗
물을 넣는다. 뮌헨의 전기 활성 소시지는 중성 산화 환
원 전위차가 제로 (0 mV) 인 탈 이온화된 역삼투 물에 5
분 동안 두었다. 이 물에는 에너지가 없다. 그러나 5 분
이내에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물의 소시지 전압의 절반
이 전달되었고 외부의 역삼 투 물은 -107mV (CSE)의
ORP를 가진다.

위에서의 흡수
알칼리성 전해수가 위장의 자연 산도를 방해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Prilutsky와 Bakhir는 위 주스와 유
사한 Acidin-Pepsin 용액으로 모델을 테스트했다. 그
들의 산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물은 정상적으로 위의 소수성 chyme와 섞이지
않고 장 위에 있는 장관으로 이동한다.

장의 바깥 쪽과 안쪽 사이의 균형에 대한 ORP의 감소
는 쉽게 소장을 통과 할 수 있는 이동하는 수소 가스에
의해 유발된다. 이 책의 45-57 페이지에는 이러한 전송
가능성에 대한 많은 예가 나와 있다.
© Karl Heinz Asenbaum

따라서 알칼리성 물을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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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에서의 흡수
이온수기의 일부 판매인은 미시적 군집 신화를 믿는
다. 그들은 알칼리 이온수를 "구조화 된“또는 "육각형
의 물“이라고 부른다. 작은 클러스터는 이 물의 수분을
더 공급하고 다른 과학적으로 말이 더 나오지 않게 만
든다.
물이 액체이고 얼지 않는 경우 물의 성질은 구조를 바
꿀 수 있는 빠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분의 1초
동안 미세 클러스터된 물이 있다면, 같은 초의 다음 분
수는 다른 구조로 바뀌었을 것이다.

어쨌든, 구조물의 물이 항상 채울 수 있는 프레임은 물
표면의 유형과 압력뿐만 아니라 용질의 내용에 따라 달
라진다.
분자 수소가 물에 용해 (분산)되면 전기적 성질이 변
하고 매우 낮은 산화 환원 전위 (ORP)를 보인다. 그것
은 약 50mV (CSE)인 인간 혈액의 ORP보다 훨씬 더 낮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물은 ORP가 최대 +
500mV (CSE)인 일반 수돗물보다 혈액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
했다.

혈액의 저 알칼리성 pH 값의 알칼리 특성이 약 7, 4와
함께 대부분의 산성 미네랄 워터 또는 다른 음료보다
더 잘 작용한다고 종종 인용된다. (차트 13 참조)
그것은 다음 시험을 설명한다 .
손가락 끝의 온도는 혈류에 매우 민감하다. 물 부족으
로 혈액이 두꺼워져서 혈류가 느려지면 손가락이 차가
워진다. 이것은 열 화상 카메라로 외부에서 관찰 할 수
있다.
실험에서 한 사람은 오전 10시에 1 리터의 물을 마셨
다. 실험 참가자는 미리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
았다.
첫 번째 실험일에 실험 참가자는 Gerolsteiner 미네랄
워터를 마셨다. Vulkaneifel 지역의 이 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네랄 워터 중 하나로 간주되며 미네랄 함
량이 매우 높다. 탄산 수소 652 mg / l, 칼슘 140 mg / l
및 마그네슘 49 mg / l.
이 물을 마시는 것은 41 분 50 초 이내에 화씨 3 도의 온
도 상승으로 더 높은 혈액 순환을 제공한다.

알칼리 전해수가 다른 종류의 물보다 빨리 몸을 수화시
키는 현상이 확실한 것 같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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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의 대조 시험은 물 이온수기의 알칼리성 활성수
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다음 매개 변수가 표시된다
: pH 9.52. ORP (-) 236mV (CSE). 1 리터를 마신 후 05
초 44 분 안에 온도 상승은 화씨 8.3도에서 전날의 결과
보다 224 % 높았다.
이 파일럿 실험은 또한 알칼리성 활성수가 혈액의 유
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교는
수분이 잘 함유된 다른 음료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손가락 끝에서의 혈관 확장에 따른 수화
작용으로 인한 이완 효과 또한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Irlacher 박사에 의한 전후 혈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면 혈액의 유동
성이 더 좋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긴장 완화 효과는 이
차적으로 보아야한다.

d

위의 결과는 미네랄 워터 "Gerolsteiner Naturell“이다.

© Karl Heinz Asenbaum

아래는 전기 분해된 알칼리성 물 pH 9.52 (ORP 236mV)의 결과이다. 측정은 마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
누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 약 40 분 후 온도는 미네랄
워터 3.7도, 전해 알칼리성 물 8.3도 화씨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해질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 혈액의 흐름 능력
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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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증가

위 : 알칼리 전해수 1 리터를 72.4 mmHg에서 76.1 mmHG로 마신 후 45 분
이내에 pO2가 증가한다.
사진 : 처음 (왼쪽)에 현미경으로 혈액의 흐름이 매우 나빴다. 물을 마신 후
45 분 (오른쪽) 훨씬 혈액의 흐름이 좋다. Dr. Walter Irlacher의 데이터 및
사진

사지에 혈액이 더 많이 유입되면 산소 분압 (pO2)이 아
래 예와 같이 증가한다.

© Karl Heinz Asenbaum

이것은 관상 동맥 질환, 기억 장애, 간헐적인 파행, 이명
또는 흐린 시력 문제와 같은 모든 종류의 순환 장애 치
료에 매우 유용한 효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신속하고
어떤 제약이나 도움없이 작동한다. 이것이 알칼리 전해
수가 때로는 "aquazeutical“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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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완충
Rolf G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내 의사는 혈액 가스
분석 후 내 혈액 완충제가 완벽하게 좋을 것이라고 말
했고, 나는 산성외에 조금도 알칼리성 물을 마실 필요
가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의사는 아마도 22.5에서 26.9
mmol / L의 사람을위한 혈액에서 중탄산염의 표준
내용을 측정했을 것이다. 중탄산염 또는 탄산 수소인
HCO3는 혈액의 pH 수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완
충제이다. 측정된 수치가 표준치보다 낮으면 의사는 분
명히 알칼리성 물을 마시지 않고, 산성증을 안정화시
키기 위한 정맥 주사액으로 혈액 완충 용액을 제공하
게 된다.
알칼리성 활성화된 물은 혈액에 이미 존재하는 산성증
을 퇴치하기 위해 마시지는 않으며 매우 미네랄이 많은
물로 만들어졌다고해도 충분히 강하게 완충되지는 않
는다. 어른들에게는 약 5 리터의 혈액 순환이 있다. 5 리
터가 산성일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
을 마셔야 한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심각한 임상 증상
이 나타나기 전에 „무 성상 (subclinical)“산성 증으로
가장 잘 마시는 물이다.

적으로, 특히 조직액에서 섭취될 때 물 속에 있는 많은
염기가 5 리터의 혈액을 산성화시킬 정도로 강한 산성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과다 산성 (hyperacidity) 응급 치료제는 알칼리성 활성수로서 부적합하다.
그러나 그것은 산성 음료를 위한 이상적인 대체품이다.

특히 사람은 높은 표준 중탄산염 값으로 만성 조직 과
민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때로는 피를 „저장“
하여 극단적인 폭음과 같은 강한 산성 공격에 대비해
야 한다.
의사에게 흥미로운 것은 1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기 전과 45 분 후에 비교한 혈액 가스 분석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제 경험상 의사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정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아마도 이것은 의
사에게 그 효과를 확신시켜주고, 점점 더 많은 의사들
이 전세계에서 다른 환자에게 이것을 추천할 것이다.

알칼리성 활성수의 알칼리성 특성은 Walter Irlacher
박사가 „탈산 소화를 위한 Perpetuum Mobile“이라
는 문구로 사용된다. 그는 물론 비유적 의미이다. 정기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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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산성화
Andrea W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내 의사에게 지금
내 호흡 곤란에 대비하여 알칼리성 활성수를 섭취한다
고 말했을 때 그는 문자 그대로 나를 비웃었다. 만약 당
신이 너무 산성이라면, 오래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것
이다. 그리고 물은 버퍼가 없어서 물을 전혀 산성화시
킬 수 없기 때문에 이온수기는 전혀 쓸모가 없고, 단지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는
완전히 혼란스럽다.
이것에 의사조차도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Walter
Irlacher 박사가 책에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안내
서“는 알칼리성 활성수를 "산성화를 위한 Perpetuum
Mobile“이라고 부르며, 급성 산증에 대한 응급 의학에
서의 사용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다. 5 리터 신체의 혈
액은 이미 너무 산성이어서 산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고도로 완충된 알칼리성 용액을 혈
액 순환에 직접 주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응급 환자
는 순수한 산소를 흡입해야 한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너무 늦어서 과다한 산성도로 몇 리터의 혈액을 채취하
기 위해 필요한 양으로 투여될 수 없다.
전통적인 의학에서조차도 급성, 만성, 신진 대사 및 호
흡기와 같은 산도 (acidosis)의 다른 유형을 구별한다.
또한 산증 (혈액, 림프액, 타액, 소변, 세포)의 위치는 의
학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낮은 pH 수준이기 때문에 산성 증을 말
© Karl Heinz Asenbaum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위산 과다가 식도로 밀어
올려진 "위산 과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종
종 발효 과정에 의해 장내에서 또는 뱃속을 위를 밀어
올리는 높은 다이어프램으로 이어지는 임신에서의 헛
배 부름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해 언급한 기사에서
항상 발견할 완화 변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물은 모
든 화학자가 알고 있는 완화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반복된다.
이것은 화학자들이 말하는 순수한 물과는 달리 알칼리
성 활성수가 매우 완화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pH 레벨에 상응하는 많은 수의 OH - 이온을 포
함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수돗물과 비교하여도 양이온
이 상당히 증가했다. 즉, 짧은 완화 물질에서 알칼리를
형성 할 수 있는 미네랄이라는 것이다.
폐가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탈 산성화 기관이라
는 점은 의사들의 의견과도 분명히 일치할 수 있다. 이
것이 호흡 부전이 몇 분 내로 사망하게 되는 이유이다.
다큐멘터리“Drink Yourself Alkaline“에서 우리는 1 분
동안 pH 9.5의 알칼리성 활성수 0.2 리터가 성인 남성
이 내뿜는 공기의 산성 부하를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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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0.2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는 5 리터 이상의
혈액을 담을 수있는 작은 탱크이다. 1 분 후에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H 2.5의 콜라 한
잔을 중화하려면 pH 9.5의 알칼리성 활성수 15-30 잔
이 필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미네랄 완화 활성수
가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연수에 칼슘을 첨가하면
활성화된 물의 완화 작용이 증가한다. 이는 대부분 정
수기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산은 강하게 완화되고 pH 9.5의 알칼리성
활성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광고 메시지의 전면에 활성화된 물의 "알칼리
성 포스“를 배치하는데, 이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 단지
보조적일 뿐이다.
어쩌면 의사는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수 있는 충
분한 시간 동안 호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받은 다이버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숨을 쉬어 야 의식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알칼리
성 활성수의 완충력은 결코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 또는
역삼투 시스템의 물 완화력만큼 낮지 않다!
광물화 된 물이 알칼리성 일 때 산을 중화시킬 수 있다
고 분명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pH 값은 순수한 비율
값이다. 하나는 자동차 경주에서 멋지게 설명할 수 있
다. 동일한 디자인과 마력을 가진 두 대의 차량이 원형
경주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최고 속도로 주행한다. 처음
에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
점에서 자동차 중 하나, 즉 탱크 용량이 낮은 차량이 정
지한다. 탱크가 비게 될 때까지 차량은 같은 속도로 주
© Karl Heinz Asenbaum

산성 생성을 약리학적으로 억제하여 몸을 산성화시킬
수 없다. 폐가 혈액 pH를 조절하는 것처럼 각 장기 시스
템은 자체 pH 윈도우를 가진다. 양성자 펌프가 일반 소
금 (NaCl)에서 염산 (HCl)을 생산하고 산성 위액으로
물을 생산하면 알칼리성 중탄산염이 췌장과 혈액으로
옮겨진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면 특히 장기간
사용 후에 알칼리성 췌장 분비물 생성을 차단한다. 중
탄산 나트륨을 복용하는 경우 산성 - 반동 효과가 있다.
즉, 위장은 산성 생산이 증가하는 잘못된 곳에서 침윤
성 중탄산염을 완화하는 동시에 췌장은 중탄산 나트륨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결국 두 장기가 완전한 고
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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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xifying
Daniela G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Dietmar Ferger의
책 "Jungbrunnenwasser“(Youth Water의 샘)에서 임
신 초기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
는다. 신체의 산성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태아
에게 해를 줄 수있는 해독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
면에 “임신한 여성이 임신 6 개월 전부터 알칼리성 활
성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사춘기 태아 건강에 이상적“
이다.“

해 오랜 시간동안 책을 저술한 저자이다. Walter Irlacher 박사와 나는 2008년 출판된 책 "Drink Yourself
Alkaline“의 첫 번째 판을 공동 저술한 사람이다. 이 논
문 내용에 동의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
를 가지고 있다.
많은 웹 사이트와 책들은 독소가 염기와 산에 의해 씻
어 내릴 수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예를 들
어 매우 독성이 강한 중금속은 기본 제조제라 불리기도
한다. 그들은 알칼리의 도움으로 결코 방출될 수 없으
며 오히려 중금속을 물에 용해시키고 소변으로 배설할
수있는 특수한 산, EDTA 또는 DMPS와 같은 킬레이트
제를 필요로 한다.
알칼리성 물은 미네랄 완충의 범위와 함께 탈 산성화
될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산성인 독성이 없으면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해독할 수 없다. 이것들은 알코
올, 니코틴, 카페인과 같은 일상적인 독소가 될 것이다.
해독은 중독을 구별 할 수 없으며 해독을 위해 산성 제
거제를 추천 할 수없는 아마추어를 위한 인터넷상의 놀
이터이다.

알칼리성으로 활성화 된 물은 해독 대상과 반복적으로
연결되는데 만약 전문가가 알칼리 활성수가 해독효과
에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아말감 치아 충전재에 숨어있는 최악의 독약 중 하나인
수성은 산성 타액과 산성 음식을 통해 서서히 양이온으
로 스며 나온다. 아말감은 또한 흡연과 두뇌에 대한 장
및 후각 신경을 통한 아말감 봉의 부적절한 천공으로
인해 공기를 통과한다.

디트 마르 퍼거 (Dietmar Ferger)는 활성화 된 물에 대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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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흡수되기 때문에 오염 위험성이 있습니까?
섭취 단계 후 중금속은 표적 기관에 저장되고 신진 대
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한다. 머리카락에도 중금
속은 저장되어 있다.
머리카락에서의 제거는 너무 낮아서 퇴학의 반감기가
수십 년이 걸린다. 나는 모발 분석이나 표적 기관의 조
직 표본이 해조류 제제 또는 기타 구강 제제를 복용함
으로써 해독의 효과를 개선했을 것이라는 조사에 익숙
하지 않다.
독성학은 의학에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분야
에서 돌팔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소수
의 사람들이 실제로 중독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상
의 치료법“은 고양이의 발톱을 치료하거나 전기 충격
을 주거나 어떠한 것도 마법처럼 삼키는 것과 같은 것
을 할 수 있다면 해독하기가 매우 쉽다.

훌다 클라크 (Hulda Clark)의 해독 방법에 관하여: 그
녀의 두꺼운 책에서 그녀의 기생에 관한 기본적인 논문
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W. Irlacher 박사는 매년 1,000
건 이상의 필수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 감염으로
30-40 명 이상을 찾는다. (아래 그림 참조) Clark 여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것이 목표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생물 공명 요법이나 모든 종류
의 치료법을 문서화 할 수있는 운동 요법이다. 특히 이
전에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납득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
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온수기의 생산자가 잠재
적인 반응(위약 효과)을 제안했기 때문에 구체화된 활
성수 전문 보고서에서 수많은 "해독 증언“을 계속 찾
는다.

클로렐라 같은 해조류의 해독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인
터넷 주장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처럼
중금속을 흡수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왜 분말 보존된 보
존물로 해독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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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은 해독으로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산성의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Ferger의 진술은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실 때 이온수기
를 선호하는 광고 전략이 될 것이라는 기술적인 관점에
서 볼 때 사실은 비논리적이다. 어떻게 알칼리가 산성
시기의 계기가 될수 있는가? 알칼리성은 항상 중성화
할 수있는 만큼의 산을 동원할 수 있다.
알칼리성으로 활성화 된 물의 완화 작용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산이 중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혈액 세포의 기생충 감염. 사진. Dr. med. Walter Irlacher

그러한 반응의 예 : "나는 생식으로 전환했을 때 경험했
던 것보다 극단적인 해독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변
성된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으로 볼 때, "확실히 알칼리
성으로 활성화 된 물에는 "생식“효과가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해독 효과가 아니라, 수소로
인해 전자 디스펜서가 발생하는 전자가 풍부하고 알칼
리성인 섭취로 전환한 경험이다. 탈산소하고 활력을 주
© Karl Heinz Asenbaum

이제는 임신 중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셔서 시작해서
는 안 된다는 이상한 진술에 이르렀다. 태아의 추가 신
진 대사를 가진 임산부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산
성 부하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마지막
으로, 2 개의 장기 시스템의 산성 잔류 물은 단일 처분
시스템에 의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임
신 중에도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매
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또한 최
대 pH 값이 9.5 (일부 국가에서는 pH 9)인 모든 식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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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인 식수법이 적용되며 이는 임신 중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

금식

알칼리성 활성수의 전자 과잉은 부정적으로, 임신한 여
성 및 태아에게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음료는 산화성이며 임산부에서
는 이미 존재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Hildgard F.-K. 나에게 물었다. 나는 정화를 위해 2 주간
의 금식을 원한다. 알칼리성 물뿐만 아니라 Glauber의
소금이나 건강 기능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까?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보고를 할 수있는 것은 음이온
산화 환원 전위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화 방지
수소가 출산 후의 모유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5mV와
-70mV 사이의 값으로 모유를 측정했다. 모유 수유모에
게 2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를 (pH 9.5, ORP -280 mV)
투여했을 때, 모유의 음이온 산화 환원 전위는 24 시간
내에 두 배가 되었다. 아기를 위한 더 많은 전자!
유방 펌프에 모유를 저장함으로써 음수의 산화 환원 전
위를 잃어 버리게 된다. 약 12 시간 동안 보관 한 후에는
아기 분유와 동일한 값을 가지며 산화성이 된다.
신선한 알칼리성 활성수와 혼합하면 유아용 분유는 고
품질 모유와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유라
는 표제를 좀더 읽어 보기를 권장한다.
호프만 (Hoffmann) 교수에 따르면 식품 품질 측면에
서 이는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
다. 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이 실험은 방법론
과 재현성에 대한 대학 연구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
며, 대부분은 현재 개인 권장 사항을 말하고 있다.
© Karl Heinz Asenbaum

금식 기간을 모니터하는 의사 또는 치료사에게 확인해
야 한다. 해독하기를 원한다면 Glauber 소금이나 음식
보충제와 같은 완하제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
한 여부만 알려줄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일반적인 조언
만 할 수 있다.
„해독제“라는 용어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광범위한 용
어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는 결장 정화를 의미하
고 다른 것은. 예를 들어 투석과 같은 혈액 투석을 포함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난해한 것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Detoxification_(alternative_medicine) 참조).
단식 전문 의사인 Buchinger는 금식하는 동안 용어
를 소개했다. 그는 아마도 "Reverse Jourend“의 독일
어 "Der Weg zurück“에서 Sang Whangs의“Reverse
Aging“책의 Dietmar Fergers 번역과 함께 알칼리성 활
성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Ferger는“산성 폐기물“을
"산성 찌거기“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 공동 저서 "Drink Yourself Alkaline“(Diet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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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ger 영어 학자와 공동 저자 Walter Irlacher 박사와
공동)에서 "산증에서 슬래깅에 이르기까지“라는 용어
는 "산성화 낭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전히 나타낸
다. Whang의 "산성 폐기물“이란 용어는 실제로 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화된 알칼리성에서 발생하는 산
성 중화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요산의 광
물 완충으로부터 발생된 요산 결정 또는 아미노산과 지
방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탈산화 폐기물에 속하는 고체
구조를 형성하는 아테롬성 동맥 경화 플라크를 기대하
고 있다. 신장, 방광, 담즙 방광 또는 대변석과 같은 석
조 구조물조차도 탈산 소화 폐기물의 성분에 따라 예상
할 수 있다.

서 이 값싼 장내 Omniflora 배양물은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빨리 알칼리성 활성물에서 배양 되었다. 이것들에
의해 위를 통과하는 것이 더 잘 생존한다면 여전히 연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식 중 음식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 간장의 설탕 공급
량이 급격히 고갈된다. 그 후, 신체 기능을 위해 필요한
칼로리는 연소하는 신체 물질, 즉 근육 및 지방 공급 물
로부터 얻어진다. 금식의 두 번째 날에 지방 연소가 중
요하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풍부하게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산의 분해이다. 우리는 왜 "금식 위기“가 적
은지 "알콜 중독자“에서 문서화했다.
Glauber의 소금, 관장기 및 이와 유사한 수술로 인공
설사를 일으킨 경우 많은 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장내
의 룸메이트의 상당 부분을 잃어 버렸을 것이다. 콜론
의 "좋은“박테리아가 낮은 산화 환원 전위를 높이기 때
문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균형 잡힌 장내 식물군과 함께
마시는 것이 그들의 재정착과 건강한 면역계의 개발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 적어도 내 실험실 실험에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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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세척

대부분의 연구는 장 기능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루고 있다. 알칼리성 활성수(Prilutsky / Bakhir, P.123)를 이용한 궤양성 결장염의 치
료를 위한 러시아 요법 프로그램도 있다.
장 정화는 결장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결장은
항상 알칼리성이다. 대장에 들어갈 때 대변의 평균 pH
는 5.5이므로 산성이다. "후기의“구역에서 대변은 항문
에 도달하여 pH 7 (평균 pH 6.5) 바로 위의 값까지도 도
달한다. 내 실험실의 측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기를 먹는 사람의 대변 : pH 7.16

Sigrun F는 물었다 : 누군가는 장 정화 (관장기)를 위해
알칼리성 활성화 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결장의 산화 환원 전위에 관해서는 러시아의 연구 논문
이 있다. (Vorobjeva, N., 전기 분해 환원수에 의한 인
간 장에서의 혐기성 미생물 성장의 선택적 자극, Med
Hyp 2005. 64 (3), pp 543-546) 혐기성 장내 박테리아
는 -97에서 -197 mV ORP까지의 잠재적인 창에서만 증
식한다. 결장 세균 (너무 많은 호르몬)의 불균형때문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셔야합니다. 콜론 - 하이드로 매
트 (Colon-Hydromat)와 같이 결장에 직접 도입하면
-97에서 -197 mV 사이의 산화 환원 값을 갖는 알칼리
성 활성수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
다. 관습적인 결장 hydromats는 산화 환원 전위 친화
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값의 정
확한 제어는 물의 가열 프로세스만큼 어려울 수 있다.
© Karl Heinz Asenbaum

채식주의자의 대변 : pH 6.45
Actimel® Probiotica 4개를 함께 마신 잡식주의자의
대변 : pH 6.30
알칼리성 활성수로 내장을 정화하면 모든 결장의 pH
환경이 상승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장 통과에서
pH 값의 조기 증가는 특히 육식 동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패 세균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 성장이 효과
적으로 Bifidobacterium 산성화의 존재에 의해 저해된
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알칼리성 물로 관장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장 정화를 위한 물은
세균의 섬세한 환경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 의견으
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책 "Service Handbuch Mensch“에서 Irlacher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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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Lydia O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 당신이 썼던 "Service Handbuch Mensch“책에서, 당신은 45 세의 나이
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것은 14 년 전이었다. 알
칼리성 활성수로 생존 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러나 의사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측정 가능한 암 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알칼
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것과는 별도로, 나는 다른 치료
법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건강한 사람은 없으며 대
부분 검사가 제대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세포가
영구적으로 퇴화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암
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은, 우리의 면역계가
얼마나 많은 양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 능력은 나를 위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종양이
특정 효소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에 관한 종종 언급된 바르 부르그 가설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퍼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한다. 따라서 나
는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알칼리성 활성수를
사용하여 암과 싸우는 것에 관한 논문은 지지하지 않는
다. 적어도 대부분의 암 진단과 마찬가지로 암은 비가
역적으로 세포를 괴롭혔다.
"Trink dich basisch“책에서 우리는 치유서를 포함시
키지 않고 알칼리성 활성수가 암에 대항하는 유용한 매
체라고 썼다.
일부 일본 암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기존의 의학적 치료
© Karl Heinz Asenbaum

의 일환으로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신다는 사실이 잘 알
려져 있다. 시라하타 (Shirahata) 교수는 매일 4-6 리터
를 마시는 WDR에 관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hirahata 교수의 방사선 또는 화학 요법 치료
후 알칼리성 활성수의 "급진적 캐쳐 기능“이 의사들로
부터 크게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의 수자원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알칼리
성 활성수가 방사선 방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
다. 따라서 그 방사선 요법에서 명백히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는 항상 긴밀히 협력하고 그 의견
에 동의해야 한다.
Dina Aschbach의 저서 "Ionisiertes Wasser“에서 알
칼리성 활성수의 종양 억제 특성이 동물 연구에서 나
타났다.
Ashot Kathatryan Papikovich 교수는 활성화 된 물로
특수 암 치료 계획을 개발했다 (출처 : http://eng.ikar.
udm.ru/sb/sb43-3e.htm, 이미지포함). 전이가 있는 3
단계 및 4 단계의 유방암과 피부암의 치료 경과가 사진
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치료는 24 일간 지속되었으
며 특정 pH 및 ORP를 갖는 음극 액 및 양극 액으로 작
업하였다.
이 활성화 된 액체를 마시면 박테리아의 재 축적과 주
입을 통한 장 세척을 위한 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
소와 혼합된 알칼리수를 마시게 된다. 산성 및 알칼리
성 활성수뿐만 아니라 양극 액 및 음극 액으로 덮인 베
스가 있다. 단기적인 향상은 그림에 분명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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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간 및 장기간의 개선이나 최종 이미지의 치료
법은 나의 믿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D. Aschbach는 그녀의 저서 (Ionisiertes Wasser,
Hochheim 2010, p171)에서 적어도 이 방법의 재현성
을 확인했다. 이 책은 현재 독일에서 중고품으로만 제
공된다.
V. Prilutsky와 V. Bakhir (a.a O. p112)는 고도의 산화
활성수 (양극 액)의 "충격량“으로 처음 3 일 동안 시작
한 러시아 발명가인 DI Krotov의 암 치료 시험에 대해
보고한 후 고도의 항산화 활성 물 (음극 액)의 마시기
지, 나는이 치료의 성공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피부암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동물 실험에
서 알칼리성 활성수를 투여한 쥐는 종양의 성장이 감
소하고 상당히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효과
는 알칼리성 활성수의 급진적인 캐쳐 능력에 기초한다.
(Lee, KJ., ua 항암 효과, 알칼리 환원수) 출처 : http://
www.jungbrunnenwasser.de/index.php/studie-anti-krebs-wirkung /).
또한 암에 감염된 동물의 예가 있다. 알칼리성 활성수
에 적신 동물은 수돗물에 담긴 대조군보다 항상 종양이
작다. (사진의 Youtube 비디오에서 유래된 그림 링크).

그러나 나는 그 동물들 중 하나의 종양이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의 암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종
양 억제에 대한 인상적인 증거가 있지만, 암에 대한 치
료 효과의 증거는 없다.
Sanetaka Shirahata와 다른 연구자들은 알칼리성 활성
수가 염색체를 단축시켜 종양 세포의 수명을 현저히 단
축시킬 수 있다는 기초 연구 (전기 분해 된 물에 의한 암
세포의 줄기 세포 단축술, Springerverlag 1998)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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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했다. 이것은 항암 효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일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본적인 연구일 뿐이며 실제
암 치료와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칼슘의 역할
Andrea G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실험실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보냈다. 오염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
만 보았다. 매개 변수가 좋았지만 물의 경도가 독일 수
위보다 5도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필터가 칼슘과 마그
네슘과 같은 단단한 염을 제거합하는가? 아니면 전기
분해 중에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처음에 수돗물보다 항상 더
단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실험실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검사하지 않았
다. 왜냐하면 분석이 일어나고 미네랄이 더 이상 물속
에 없기 때문이고, 이미 이완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이
다. 또한, 물의 가스 조성과 석회-탄산 밸런스가 변경되
었다. 경도 시험지를 물에 담그면 경도가 증가하고 미
네랄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은 아쿠아리움 샵에
서 가져온다).
며칠 후 경질 염이 떨어지면, 이완된 활성화 된 물은 사
실 수돗물보다 부드럽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경도 감
소는 두 개의 경도 테스트 스트립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아쿠아리움 샵). 부드러운 물을 선호하는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홍차를 만들기 위해 이완된 물을 아
주 잘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처음에 수돗물보다 항상 더
경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실험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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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가 없었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검사하지도 않았
다. 왜냐하면 분석이 일어나고 미네랄이 더 이상 물속
에 없기 때문이고, 이미 이완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이
다. 또한, 물의 가스 조성과 석회-탄산 밸런스가 변경되
었다. 경도 시험지를 물에 담그면 경도가 증가하고 미
네랄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은 아쿠아리움 샵에
서 가져온다).
며칠 후 경질 염이 떨어지면, 이완된 활성화 된 물은 사
실 수돗물보다 부드럽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 경
도 감소는 두 개의 경도 테스트 스트립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아쿠아리움 샵). 부드러운 물을 선호하는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홍차를 만들기 위해 이완된 물
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
여전히 미네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성화 된 물은 차갑
게 처리해야 한다. 경화 소금 칼슘과 마그네슘은 인간
에게 필수적인 무기질에 속한다. 천연 칼슘과 마그네슘
화합물은 물의 맛을 좋게한다. 세탁과 같은 기술적인
목적을 위해 경수는 번거로울 수 있다. 따뜻한 물로만
부드럽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을 마시지 마라.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ÖNORM M 6245 규정에 따라
18 ° dH 탄산염 경도보다 먼저 따뜻한 물 연화가 권장
된다. 그러나 화학적인 연화 (Codex Chapter B1 Drinking Water) 후에도 최소 경도는 8.4 ° dH (칼슘 60mg /
l에 해당) 여야 한다.

하게 칼슘이 물에서 제거된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pH
영역에서 약간의 나트륨 맛이 있다. 그것과는 별도로
나트륨은 식이요법에서 충분히 섭취하는 성분이다. 칼
슘은 체내에서 1 ~ 2kg을 함유하고 있는 대량 성분으로
서 사실상 항상 필요하다.

이온수기 디스케일링
대부분의 이온수기에는 자동 스케일 제거 시스템이 있
다. 왜 수동으로 디스케일링 해야 하는가?
아기는 기저귀가 필요하고 개는 산책을 해야하며 커피
메이커와 이온수기는 디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제조업체는 슬프게도 "자동 스
케일 제거“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배경 정보를 줄 것이다. 이온수기의 석회석
퇴적물은 항상 음의 전하를 띠는 음극에서 유래한다.
양극으로 충전된 칼슘 이온은 더 두꺼운 층에서 금속에
끌려 붙는다. 이렇게하면 음극 표면이 줄어들어 전기
분해 셀의 총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차가운 수돗물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알칼리성 활성
수의 맛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온 교환
을 통해 보통의 물 연화제를 사용하면 나트륨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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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도록 길게 탭이 된다. 단점 : 사용자는 알칼리
성 물이 활성화 될 때까지 30 초를 기다려야 한다. 장점
: 수도관에서 정체된 물을 따뜻하게 하고 프리 필터를
통해 흘러 나오게 된다. 일반 사용자는 물이 차가울 때
까지 기다릴 것이다.

또한, 다이어프램의 음극 측이 석회화 될 수 있다. 이러
한 침전물은 탈 제거 시스템에 의해 제거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장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

방법 1 : 상류 탈석회작용 : 물의 도화로 시작하려면 전
기가 30 초 동안 반전된다. 이것으로, 음극은 양극이 되
고, 양전하는 칼슘을 튕겨낸다. 폴 반전 동안 기기는 알
칼리 콘센트의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경고 표시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를 다시 켠 후 30 초 동안 물을 두드
리면 완벽하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음극이 석회암층
© Karl Heinz Asenbaum

방법 2 : 하류 탈석회작용: 물을 끌어 올린 끝에 장치는
몇 초 동안 전기 분해 셀에 약간의 물을 여전히 보유하
고 방법 1 에서처럼 극성을 뒤집는다. 이어서 산성수가
흐르는 배수관을 통해 물이 흐른다. 장점 : 대기 시간
이 없다. 단점 : 단 몇 초간의 전기 역전 현상과 처음 물
을 끌어 올 때 수관과 프리 필터로부터의 고온의 정체
된 물이 발생한다. 시원한 온도에서 물이 흘러 나올 때
까지 시간이 걸리며, 석회질 층이 형성될 수 있다. 결론
: 방법 1보다 안 좋은 방법이다.
방법 3 : 주기적 탈석회작용 : 전기 신호의 극성은 경보
신호가 있는 30초 청소주기 동안 일정한 유량 또는 일
정 시간 (일반적으로 12 시간) 후 역전된다. 장점 : 방법
2보다 기술적으로 쉽고 저렴하다. 단점 : 특히 하루에
소량의 물을 빈번하게 출수 할 때 비록 많은 양의 물이
생산될지라도 탈석회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케일링 (scaling)의 경향이 높아지고 수작업으로 포
스트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시간 동안 활성화
된 물이 생성되지 않아도 전극을 바꾸어 줌으로써 탈석
회 작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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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 된 산성 물이 흘러 나오고 결코 알칼리성 물
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경수에
일정한 간격을 제공한다. 고급 장치는 정당한 수동 해
체 방법에 대한 자동 지침을 나타낸다. 이 표시를 따르
고 장치를 분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법 4 : 유동 변화 - 극성 변화 및 배수 반전 : 셀 챔버로
사용된 이전에 사용된 음극 챔버는 음극 챔버가 되어
극성이 변경되고 배수가 다른 출구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영구적 자체 제거 프로세스가 발생한다. 장점 : 매
끄러운 전극 제조 (전해조)를 통해 이 방법은 석회화로
부터 세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국
회사 Alkamedi (유럽 상표명 Aquion®)에 의해 특허되
었다. 단점 : 원칙적으로 알칼리성 활성수는 독점적으
로 상단 배출구에서 나오고 결코 산성수를 유출하지 않
는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생성 후 즉시 이완되기 시작
하므로 (이완 기간), 세포를 떠날 때 미네랄이 격리되어
유출을 억제 할 수 있습다. 따라서 유출량이 감소하면
수동 탈질이 필요합니다.
방법 5 : 수동 탈석회작용. 획득된 pH 산출량이 동일한
물의 유량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알칼리성 활성수
의 유동 용량이 산성수와 비교하여 적으면 동일한 양
© Karl Heinz Asenbaum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스케일 제거 펌프를 사용하여 수
동 스케일 제거를 수행하십시오. 펌프는 스케일 제거제
로 최소 1 시간 (최대 12 시간) 작동해야합니다. 35 ° C
보다 따뜻하게 해서는 안된다.
석회화 - 예를 들어 시트르산염 (석회 제거제 인 구연
산에서 나오는 석회 염)이 흰색 결정으로 떨어지거나
스케일 제거제가 황색으로 변할 때와 같이 스케일 제
거 용액을 교체해야 힌다. 스케일 제거 과정을 거친 후
펌프를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는 것을 잊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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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펌프가 부스러기 때문에 막힐 수 있기 때문
이다.
당신이 1 시간 동안 맑은 물에 담궈두면, 펌프가 다시 작
동한다. 수동 탈석회작용 후 "정화“(여과 물)에 물 이온
수기를 설정하고 약 10 리터의 물이 씻어 흐름을 통해
보자. 이것은 물을 마시지 않고 여전히 스케일 제거의
흔적을 포함할 수 있다.
PEM-Cell 구조를 갖춘 새로운 설계 플로우 수소 주입
기계의 경우 한 가지 스케일 제거 방법 만 볼 수 있다.
제조업체가 구연산으로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를 제공
하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H2 Blue
™ Kit 수소 측정 드롭을 사용해야 한다. 장치가 처음부
터 보다 적게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아무것도 하
지 않은 경우 : 그것을 판매 한 사람에게 무엇을해야하
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장치의 유지 보수 개념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PEM 또는 SPE 셀로 수소 수 제조기를 선
호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그것을 채울 때마다 음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어쨌든 그들
은 더 많은 압력으로 작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 장치
(1.2ppm)보다 훨씬 더 많은 수소 (최대 6ppm)를 물에
용해시킬 수 있다.

전도도 측정
PPM은 백만 분의 일을 의미한다. 전도로 미터로 모든
용해된 입자의 수를 측정할 수 있다. 전도성은 종종 마
이크로 지멘스에서도 나타난다. 물 성분의 품질이 아니
라 그 양에 관해 말한다. 5ppm 납, 수은, 우라늄 또는 카
드뮴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1000ppm의 칼슘은 완벽
하다! 전도율을 측정하여 물의 품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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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진실을 말
하지 않고, 역삼투를 광고하기 위해 다른 섹션에서 이
것을 언급한다.
전기 분해 전의 물이 걸러지고 오염 물질이 제거되더
라도, ppm의 증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음극 실에서
미네랄은 1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에 2 리터의 물을
축적한다. 일부 필터를 제외하고는 -> 칼슘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와 활성수의 완충에 좋기 때문이다. 이것이
알칼리성 활성수에서 측정 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양
이 대부분 ppm 이상이지만 오염 물질이 적은 이유이
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컨덕턴스만 전해질을 사용하
므로 이온은 물 속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지적해야 한
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측정 할 수 없다.
또한 납, 수은 또는 우라늄, 호르몬 및 항생제와 같은 매
우 나쁜 오염 물질은 매우 유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금속은 마이크로 그램으로 측정되며, 칼슘, 마
그네슘 또는 칼륨과 같은 우수한 금속은 밀리그램 단위
로 측정되므로 크기 순서는 천분의 일이다. 필터가 물
에서 ppm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악의적인“것들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H측정

이온수기 제조업체는 pH를 측정하는 것보다 소비자에
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다. 이
온화의 효과를 표시하려면 착색된 수돗물과 알칼리성
활성수 사이의 차이점을 다른 색상 표시기로 관찰하기
만 하면 된다.
소수점 이후의 절대 pH 값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물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차이가 최대로 2색 레
벨에 해당한다. 수돗물은 대부분 녹색이며 가벼운 알칼
리성 활성수는 푸른색이며 강한 물은 자주색이다.
검사지는 보통의 지시약 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
교적 비싸다. 스트립을 물 밖으로 당길 때 결과가 공기
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코팅되어야 한다.
전기식 pH 미터는 저렴하다. 오늘날의 보증 규정에서
는 특히 아마추어의 손에 들어있는 활성 물 측정치가
거의 유지되지 않으므로 액세서리로 제공되지 않는다.
비싸고 값싼 pH 미터가 있는 경우이다. 전극은 활성화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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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에서 빠르게 파괴되며 값 비싼 계량기에서만 교환
할 수 있다.

ORP측정(산화 환원 전위)

정확한 측정을 원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작업, 특수 액 산화 환원 측정 범위의 알려진 이중 기능 측정기는 재
체 저장 및 새 보정 용액에서의 모든 교정 작업에 대처 교정 될 수 없으며 실제로 활성화 된 물의 모든 측정에
할 수 있다면 교환 용 전극으로 보정 할 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구매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 나는 이미 수백 가지를 썼다.
산화 환원 측정기는 pH 계측기보다 비싸다. 그러나 동
보정 용액이 담긴 가방과 저장 액체가 있는 가방을 충 일한 제한이 핵심인 pH 측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적
분히 구입하고 세척을 위해 항상 증류수 나 탈 이온수 용된다.
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ORP 전극은 "American Ma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의 전문 아쿠아리움 샵에서 측정 rine Pinpoint“의 장치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가
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액세서리를 다 말씀해 드렸듯이, 이것은 전문가를위한 것이며 활성화
시 살 수 있으며 문제가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알준다. 된 물이 전극을 매우 빠르게 공격하기 때문에 전극을
이온수기 소유자는 pH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 자주 교환해야한다.
절한 기능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일 정확한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 측정 후, 매우 비싼
반적으로 드롭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하다.
세정용 스트립을 사용하여 전극을 세정해야 한다. 그
렇게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측정 값을 얻게 된다.

일반적인 산화 환원 계 (CSE = 보통은 전극, 때때로 Ag
/ AgCl이라고도 함)로 측정한 산화 환원 전위는 과학적
표준인 Eh (때로는 SHE = 표준 수소 전극)와 일치하지
않는다.
측정 값을 비교할 때 어떤 전극이 사용되었는지 표시해
야 한다. 또한 수은이나 금이 있는 전극이 있으며 약어
는 없다. 또한 측정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값은 대기 중에서 정지한다. ORP 값은 특정 전극
© Karl Heinz Asenbaum

Content

125

에 대한 참조 값일 뿐이다.
전환율 : CSE (mV) + 207 mV = Eh 및 역전된 Eh (SHE)
mV - 207 mV = CSE. 기준 온도는 250 ℃이다. 좋은 기
기는 온도를 등록하고 해당 측정을 수정한다. 게다가
다른 변환 매개 변수와 함께 특정 종류의 전극도 있지
만 CSE와 SHE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적어도 2 시간이 필요하다. 시
간은 수돗물의 산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은 여러 종
류의 물을 비교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Nordenau에서 "유명한“산화 방지 물을 섭취한다. Cf.
p 81.

위 왼쪽에서 오른쪽 :
1. 요오드 용액으로 수돗물.
2. 같은 양의 요오드와 함께 교반 된 전해 알칼리성 물
(EAW) pH 9.5.
3. 변색되는 EAW :
4. 비타민 C와 같은 산화 방지제 (1 g)
더 많은 양의 요오드가 변색 될수록 용존 수소 때문에
물의 ORP는 낮아진다.

왼쪽 : 물의 산화 방지 능력에 대한 스틸 울 테스트. 3 시
간 후. Cf. p 81.
•

"Nordenau“생수

•

알칼리성 전해 수돗물 (Munich)을 물 이온화 장치 (pH 9.5)에서 분리
합니다.

•

금속 마그네슘 2g이 함유된 탈 이온수

보시는 것과 같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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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측정
수소 측정은 물 분자 수소 (수소 가스) 함량의 백만 분
율 (ppm) 또는 십억 분율 (ppb)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에는 이런 종류의 측정이 소수의 과학자에게서만 이
루어졌다.

수 있다. 물과 함께 6 ml 컵에서 1 개의 변색된 물방울
은 물 속에 100 ppb (0.1 ppm)의 용해 된 수소를 의미
한다.

어떤 한 종류의 물이라도 완벽했다면 모두가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알칼리성 일수록 더 정확하지 않는
다.

위 : TOA-DKK Company의 휴대용 폴라로그래피 DH 미터 ( "용해 된“수
소). 이 장치는 전해수 연구용으로도 인증되었다.

2010 년 "수소가 풍부한 물“붐이 시작된 후 덜 복잡하
고 저렴한 수소 측정 방법이 필요했다.
2012 년에는 수소가 풍부한 물의 새로운 전기 분해 기
술을 개발한 일본의 MIZ - Company가 자사의 MIZReagent를 발표했다. "물에서 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 : 콜로이드 백금을 이용한 메틸렌 블
루의 사용“(Seo 외, Medical Gas Research 2012, 2 : 1).
용해된 수소가 존재하면 메틸렌 블루와 백금을 기준으
로 한 물방울 형태의이 약제가 무색의 leucomethylene
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소 함량을 결정할
© Karl Heinz Asenbaum

Nihon Trim의 유명한 제조업체에 의한 비교된 것은 알칼리 전해수 pH 9.0
에서 수소 604 ppb로 부정확함을 보여주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4gWhCGFJVY (2016.06.07)에 게
재됨.
결과치가 300ppb로 나타남.

Nihon Trim은 다음과 같이 썼다. "MIZ 제조 기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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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수소 물에 맞게 조정되었다“

Decoloration during electrolysis

사실이다 : MIZ 기계는 중성 수소수를 생성한다.

DC 20 – 32 V.
H2 Blue Drops in Cathode compartment
Color change between electrodes almost
Immediately.After 30 min. all cathodic
water, which should have a high H2
content, is colored azure blue. Due to
decay of methylene blue by

Nihon Trim의 비디오는 2014 년에 출판되었다.
또한 미국의 한 단체는 "H2 blue ™ 테스트 키트“라는
이름으로 같은 개념의 테스트기를 배포하였다. 2016
년 9 월에 실시한 테스트에서 MIZ 및 H2 blue ™ 테스트
키트는 수소 물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
둘 다 정확히 100ppb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드랍 양이
같은 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색상 강도의 작은
차이는 무시되고 동일한 측정 장비로 간주될 수 있다.

hydroxide ions. Happens also with alkaline ionized water after electrolysis.

DC 7 - 8 V.
H2 Blue Drops in AquaVolta Pocket
1. Start
2. After 20 sec.
3. After 25 sec.
Hydrogen bubbling. No forming
of hydroxide ions. All is decolored.

SPE/PEM Cell

SPE/PEM Cell

SPE/PEM Cell

copyright Karl Heinz Asenbaum 2016 mail@quantomed.com

어쨌든 결과는 전자 측정 또는 ORP 계산에서 수소 생
산 방식에 따라 다르다. 눈길을 사로 잡는 것은 메틸렌
블루가 짙은 색의 물이 다이어프램 워터 이온수기에 의
해 생성되면 하늘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을 알칼
리성으로 만들지 않는 PEM 수소 발생기로 이것은 발
생하지 않았다.
© Karl Heinz Asenbaum

일부 화학 출판물에서는 수산화 이온의 영향하에 메틸
렌 블루가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알칼리성 활성수
는 과량으로 존재한다. (예 : Adamcikova, K. Pavlikova 및 P. Sevcik : 알칼리 용액에서 메틸렌 블루의 붕괴,
React.Kinet.Catal.Lett. Vol.69, No 2,91-94 (2000). 지
금까지 테스트한 모델인 알칼리성 활성수처럼 pH 값
이 같은 단순한 잿물 (9,5)을 처리할 때 하늘빛 색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음극액 생산 중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전자 측정으로 항상 제어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더 개발되고 있으며, 정의된 수역 유형에서 사
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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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enau의 "Stollenwasser“와 같이 최소한 수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Trustlex ENH 1000의 전자 측정
장치와 합의된 드랍이 있어야한다.

하다. 일본 오오타 시게오 (Shigeo Ohta)가 개발한 이
표준은 적어도 800ppb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나는 적어도 500 ppb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것은 또한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또 다른 유
명한 미국 작가인 랜디 샤프 (Randy Sharpe)는 페이스
북 블로그에서 치료 수준으로 하루에 3000ppb (3mg)
을 제안했지만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004-2015 년 동안 약 2만 명의 알칼리 이온수로 환자
를 치료한 Dr. Walter Irlacher는 매일 체중 10kg 당 0.3l
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가 생산할 수있는 물은
단지 900 ppb의 용존 수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평균
70kg의 사람이 하루에 2,1l을 마시고 하루에 1,9mg의
용존 수소를 섭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 배치 이온수기에서 Nordenau 물을 30 분 동안 전기 분해하면
pH 10,7, ORP (-) 739 MV (CSE) 및 1600 ppb 값의 알칼리성 활성수를 얻게
된다.(1, 6 ppm)은 수소의 완전한 포화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러한 전기 분
해 시간이 긴 모든 배출수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과학적 문헌을 통해 용존 수소의 가치가 "치료 기준“을
다루는 것은 결코 명백하지 않다. 미국 수소 운동의 선
구자 인 타일러 르 바론 (Tyler Le Baron)은 이와 관련하
여 이렇게 썼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개인과 질병에 따라 다르며, 얼마나 많은 음료
를 마시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1 리터는 1000ppb
또는 5 리터는 500ppb이다. 어떤 경우에는 80ppb 정도
면 충분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이 필요하기도
© Karl Heinz Asenbaum

내 개인적인 견해는 취향에 근거한다. 내 자신뿐만 아
니라 2000 명이 넘는 사람들과 몇 년 동안 접촉하고 있
다. 대부분이 이온수기에서 알칼리성 수소가 풍부한 물
을 마시고 있으며 일부는 새로운 장치 중 하나에서 중
성 수소를 마시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물
이 더 부드럽고 더 많은 수소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것을 측정하고
스스로 테스트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 속에 있는 수소
의 느낌을 좋아한다. 그들은 즉시 수소가 함유된 물보
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실 것이다. 제가 마신 최고의 물
은 6100 ppb (6,1 mg)의 수준이었다.
오늘날 고전적인 알칼리 이온수기로는 높은 수준에 도
달할 수 없다. PEM-Cell이 장착된 AquaVolta Hydrogen Booster와 같은 고압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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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용존 수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고압 하
에서 용해되는 수소 방출 첨가제를 쓰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H2 blue kit 결과와 비교하여 ORP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전자식 측정 장치 Trustlex
ENH 1000을 사용하여 결과를 볼 수 있다. 모든 테스트
는 2016 년 여름 / 가을에 수행되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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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 수소 생성 시약

Comparison I: Additives
Method

Description

Trustlex
H2
ENH
blue
1000 ppb ppb

Remarks

Hydrogen bubbling in open Reverse Osmosis
water (ROW) 20 min.

Generator: KYK H2H in Ozone Level 3

0447

0200

different

Hydrogen bubbling in open tap water Munich
(TWM) 30 min.

Generator: KYK H2H in Ozone Level 3

0868

0400

color
reaction

Hydrogen bubbling in gasmouse /(20 ml) TWM
10 min.

Generator: KYK H2H in Ozone Level 3

1451

0200

Metallic Magnesium

2 h in ROW
2 h in TWM

0905
0847

0600
0400

Reaction in TWM stopped
after 70 min. Reaction in
ROM continued 2 h.

Aqua H2 hydrogen generating pills in TWM in
completely filled up double walled steel bottle.

2 pills in 0.75 l. Bottle closed for 12 h.

0403

0200

Acceptable taste

After 20 h open

0000

0100

Bad taste

4 pills in 0,75 l. Bottle closed for 12 h

0833

2800

Very bad taste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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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프럼 이온수기의 H2 측정

Comparison II: Diaphragm water ionizers
Method

Description

Trustlex
H2
ENH 1000 blue
ppb
ppb

Remarks

Aquion Premium (Alkamedi) 5 Electrodes

Level 4. Flow 1.8 l/min. TWM.

1140

0600

Decalcified (4 years old)

Enagic Leveluk SD 501 (Enagic) 7 Electrodes

Level 9.5, Flow 1,8 l/min. ORP -434 mV
(CSE). TWM.

872

0300

Enagic Leveluk SD 501 Platinum 7 Electrodes

Level 9.5, Flow 1,8 l./min.

1488

0700

Decalcified. No Enhancer
salt solution used. 5 years
old.
Decalcified. No Enhamcer3 years old.

Ionwater Premium 7-Electrodes pH 9.8
Aquion Premium 4100 (Alkamedi) 7 Electrodes

Level 4; 1,2 l/min.
Level 4, 1,5 l/min.

0926
1280

0900
0600

New device
Decalcified (4 years old)

Allsbon Dion Special 9 Electrodes (undersink)
AquaVolta EOS Touch (Jay) 9 Electrodes

Level 4; 1,2 l/min.
Level 3; 1,1 l/min.
Level 5: 1,1 l/min.

1514
1199
1578

0700
0600
0800

Decalcified. (2 years old)
½ year old.

Tyent YT 11; 11 Electrodes

Level 3; pH 9,5
Level 4; pH 10,3

1239
1432

0100
0700

4 months old. Decalcified.

AquaVolta ECA tractor
7 + 5 electrodes by Ionia

Level 3; pH 9.5
Level 4; pH 10.9
Level 4; pH 10.0 with AFM System
Level strong Alkaline pH 11.8 (catholyte)

1203
1594
1730
1720

0500
1100
2000
1700

5 months old. Decalcified.
Not ecacified
7 months old. Decalcified
With Enhancer salt
solution. Same Result with
Trustlex and Drops!

Level max, 1,2 l/min. TWM

1463

0700

Life Water M 13X, 13 Electrodes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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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SPE 기술을 적용한 H2 발생기

Comparison III: Hydrogen Generation by PEM/SPE
Method

Description

Trustlex
H2
ENH
blue
1000 ppb ppb

Remarks

H2fXCell HIM
HfXCell HIM (same sample)

TWM
TWM (prefiltered)

1291
1136

0700
1100

New
3 months old

GiseAqua HIM (similar to H2fXCell)
GiseAqua HIM (same sample)
GiseAqua HIM (other symple)
KYK H2/O3 Hisha (reversable for Ozone water)

TWM
TWM (prefiltered)
TWM (prefiltered)
TWM

0952
1085
1221
1202

0300
0600
0500
0800

New. ORP – 390 mV (CSE)

AquaVolta Everfresh Pocket. Batch SPE-Cell

ROW 5 min.

0969

0800

new

ROW 7 min.
ROW 7 min. production + 30 min. open
TWM 7 min.
TWM 5 min.
Aqua Panna 7 min.
Evian 7 min.
Volvic 7 min.
Volvic 7 min. prod. + 30 min. open
Volvic 5 min.
Staatlich Fachingen Healing water 7 min.
Mehrner Quelle „Nothelfer“ Healing
water since 1267. 7 min.
ROW with 235 TDS of Punjab Salt Range
(so called Himalaya red crystals) 7 min.

1074
0963
1106
1094
1050
1134
1076
1040
1018
1110
1078

1200
0400
1700
1300
1900
1300
1300
0800
0600
0800
1400

TDS before/after 251/301
pH before/after 7.9/7.9
T: 22 d C

1327

0700

Nordenauer Stollenwasser

1033

0500

Everfresh Pocket treatment of mineral waters

Everfresh Pocket treatment of designed water

Everfresh Pocket treatment of bottled table
water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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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된 물의 이완 시간

원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수소 원자는 H2 분자 수소에
빠르게 결합한다. 둘 다 매우 강력한 산화 방지제이다.

알칼리성 또는 중성수를 얼마나 오래 마실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동안 활성적인가? 언제 그것의 유용성을
잃는가?

1997 년 이후 Sanetaka Shirahata (Shirahata et al.,
Electrolyzed reduced water는 활성 산소 종을 제거
하고 ECTS DNA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제거한다. Biochem. Biophys. Res. Commun., 234, 269174, 1997).
DNA 레벨에서의 이 원자 수소가 자유 라디칼로부터의
산화를 방지한다는 것이 발견되어 입증되었다.

이 질문은 전기 활성화 수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완 시간의 지속 시간에 관한 것이다. 알칼리성
활성수가 항산화 특성을 유지하는 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완 기간 후에는 더 이상 알칼리성 물이 아니고, 더 이
상 활성화 된 물도 아니다.
연구원 Prilutsky와 Bakhir (전기 화학적으로 활성
화 된 물 : 변칙적인 성질, 생물학적 작용의 메커니즘,
Moscow 1997)로 돌아 가면, 완화 시간 동안 알칼리성
활성수에서 예외적으로 낮은 산화 환원 전위를 측정 할
수있는 기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기후 조건
에서 물에서 물까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궁극적으로 경험적 측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산성의 활성수와 비교하여 수년간
유리한 조건하에 보관할 수 있으며, 몇 분에서 며칠의
매우 낮은 이완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소위 준안정 상
태이다. 수산화물 이온과 수소 함량은이 지수 매개 변
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양이온의 성질과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휘발성인 매개 변수는 음극에서 생성된 H 원자이
며, 산화 방지제 용량은. 예를 들어 삼산화 텅스텐의 환
© Karl Heinz Asenbaum

1997 년 이래로 이들 수소 원자들이 수소 가스로 결합
하기 전에 이들 수소 원자들이 어디에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차“했는지에 대한 다른 가설들이 발전했
다. 예를 들어, Dietmar Ferger는 알칼리 나노 미네랄
콜로이드라고 하는 가설을 나타낸다.
이 콜로이드는 모순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Quote
: Ferger, „Jungbrunnenwasser“, Weil am Rhein,
2011, p. 71 :
„알칼리성 미네랄과 수소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구
름‘은 사실상 존재한다. 그래서 수소도 마이너스전자
로 하전되며 활성화되고, 활성화 된 수소가 생성된다.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해 앞서 언급 한 과학적 설명이
실제로 정확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단순히 수소 가스로 풍부한 물의 산화 방지 현상에 대
한 적절한 설명의 일환이다. 수소 포화가 전적으로 음
의 산화 환원 전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소 함량을 측정하기가 다소 어려워지면 산화 환원 전
위 (ORP)도 감소한다. 따라서 하나 또는 다른 값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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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는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압력이 가해지는
전기 분해 셀의 물이 이온화되는 이온수기를 통과하는
경우 음극 실에서 수소 가스가 방출되는데 이는 정상
조건에서는 수 중에서 최대 1500 마이크로 그램 / 리터
의 수소 가스만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전
기 분해가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물 이온수기의 배출
호스에서 흘러 나올 때 수소 가스 거품이 형성되고 몇
초 후에 대기로 증발한다. 단, 매우 새롭고 버블링되는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셔야한다.
배치 이온수기를 사용하면 음극실에서 수소 가스로 활
성화 된 물을 완전히 포화시킬 수 있다. 거품의 잉여 수
소의 가스 배출은 이미 긴 전기 분해 과정에서 일어난
다. 배치 이온수기뿐만 아니라 modern 9 전극 장치와
함께 나는 완벽한 수소 포화 상태와 최대 1800 마이크
로 그램 / l의 포화 수를 가진 알칼리성 활성수를 생산할
수 있었지만, 몇 분 안에 정상 채도로 되돌아 갔다. 2007
년 초부터 Ohta Shigeo의 연구를 통해 수소 가스 (H2)
가 알칼리성 활성수의 산화 방지제 용량의 결정적인 부
분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요 : Ohta, P., 새로
운 항산화 제로서 분자 수소 : 의료 응용을위한 수소의
장점 개요, Methods Enzymol. 2015; 555 : 289-317).
따라서 이온수기가 물에 용해된 수소 가스와 함께 음료
의 경우 8.5 ~ 9.5의 이상적인 pH 값에 도달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hirahata가 1997년에 사용한 Nihon Trim의 모델과 비교하
면, 마시는 pH 범위에서 수소 함유량은 200 ~ 350㎍ / ℓ
에 불과하지만, 2010 년과 2015 년 사이에 5 배 이상으
로 상당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그 수치에 도달했
© Karl Heinz Asenbaum

다. 다른 새로운 기술은 이미 프로토 타입으로 1500 마
이크로 그램의 완전한 수소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수소 포화에 대한 추가 문제는 FAQ 중, 수소가 풍부한
물을 읽기를 권장한다. 결정적인 요소는 수소의 가스
배출을 방지하여 이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신선하게 이온화된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실 수는
없다. 이것은 병을 완전히 채우고 기포가 없는 상태에
서 병을 수평으로 보관할 때, 스테인리스 스틸과 두꺼
운 청색 유리와 같은 매우 조밀한 재료의 조합에서 명
백한 이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다음 자료를 시험했으며
수평 보관 후 19 시간이 지난 후에 (크리스탈 카라 페 제
외) 냉장고에서 다시 측정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알칼리성 활성수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일하는 일본인 연구원 Hidemitsu Hayashi가 사용한 활성 수소에 관한 것이다. 또한, 분자 생
물 학자 Sanetaka Shirahata가 이 분야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생물 학자 U. Warnke는
"H-minus water“에 대해 이야기한다. (출처 : 실제 면
접 : 자연 4/12).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수소 음이온 H-를 의
미한다. 너무 빨리 측정할 수 없으며 과잉 전자 H +를
훨씬 더 큰 반응 상대자, 또는 적어도 수소 양이온으로
가져 오는 방법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외
부 전하를 가진 무기 콜로이드로 알려진 강한 양이온
클러스터와 함께 수소 음이온이 일시적으로 거기에 머
무를수 있다는 증거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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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무기물 콜로이드 이론은 알칼리성 활성수의 이상
한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 가깝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이 물 속에 보관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이온들이 모
여 있다.
수산화 이온은 화학적 염료가 매우 오랫동안 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휘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 과도한 전자는 더 길게 유지되므로 알칼리성 활성
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산화 환원 전위에 대한 원인
이 될 수는 없다.
수소는 극도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장 용기
에 담을 수 없다. 전기 분해 중에 신속하게 생성된 수소
음이온이 실제로 광물 양이온으로“정체되는“시간을
완료하는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0-36 시간
의 양이온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식 시간의 규칙, 즉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궁극적으로
전기 분해와 콘센트 호스를 통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카운터 탑 이온수기 아래에 있는 하나의 모델
만 권장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다. 활성화된
물이 흐르지 않고 석회수에 힘이 가해져 비합리적인 수
작업으로 탈기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식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대의 이온
수기의 전해조는 도금된 백금층이 손상되지 않는 한 수
십 년 동안 부식에 강하다. 부적절한 여과의 경우, 양극
으로 오는 철 입자가 백금 층에 산화물 층을 형성하여
성능을 저하시킨다. 산화물 층을 긁어 내고 백금 판을
다시 청결하게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해조를
분해해야 한다.

산화 환원 잠재력을 수천 회 측정 한 후 질문으로 돌아
간다면, 즉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처음
3 시간 이내에 큰 혜택. 최대 36 시간의 높은 이익. 최대
48 시간의 좋은 혜택. 물이 전기 화학적으로 정상화 된
후, 이온화된 광물 잉여가 보이고 물은 더 부드럽다. 그
것은 여전히 유용한 식수이지만, 차 또는 물을 뿌리는
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에 대한 기술적 측면 : 전해조. 그
것은 건조해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카운터 탑 이온수기와 함께 사용된다. 활
성화 된 물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는 휴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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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정광의 내구성

물 분자

Sahra W.가 물었다 : "알칼리성 음료“라는 책에서 알
칼리성 농축 물을 일괄 이온수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을 썼다. Redox Potential / ORP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
관하는가?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개별 이온수기의
물 클러스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당신은 권유할만
합니까?

알칼리성 농축 물을 유지하고 희석시키는 많은 시도 후
에, 나는 그것을 가정하여 만든 것에 대해 조언할 수 있
다. 나트륨, 칼륨 및 증류수의 균형 잡힌 혼합으로 만들
지만 결국에는 묽은 가성 칼륨과 부식제 잿물만 있다.
이 잿물은 맛이 없으며 화학적으로 생성된 음이온 산
화 환원 전위만을 포함하므로 희석시에는 연관이 없다.
희석 농축물을 사용한 전기 활성화의 완화 기간은 알칼
리성 활성수를 마실 준비가 된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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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온수기의 전해조에서 크고 작은 물 클러스터는 필
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힘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는
개별 물 분자만이 아니라 전기 분해에 관여하기 때문이
다. 개별적인 물 분자는 음극 부근으로 들어올 때 기존
의 수소 결합으로부터 찢어져 나온다. 자기 공명 표현
으로 전해 셀의 잔여 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물이
전해 셀에서 나올 때 전체 클러스터 크기가 감소되었음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온수기의 출구에서 물이 빠
지면 정상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전기 분해 직후에는
더 큰 클러스터가 여전히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
분 작은 클러스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을 마시
기 전에 더 큰 물이 1 초의 순간에 형성된다. 물 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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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구조의 테라 세컨드 변화는 주로 온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실 때 더 따뜻할
수록 물 클러스터가 더 커진다. 열에너지 때문에 마시
는 물의 크기가 결정된다.

도는 것이다. 왜일까?

이온수기와 관련된 것은 제조자의 제품 설명서에서 사
진 또는 도표로 인용된다. 온도가 상승하면 증발하는
동안 구성 요소로 분해될 때까지 물 클러스터가 커지며
이것은 빙점까지 가는데, 그들이 작고 잘 아는 육각형
모양의 눈송이와 얼음 결정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수증기는 물을 독점적으로 단일 분자로 전달하고 결코
덩어리 (클러스터)처럼 우리 몸의 세포로 전달하지 못
하는 시스템이다. 고온에서 매우 크고 느슨한 물 클러
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왜 작은 물 클러스터에서는
물 분자를 취해야 할까? 개별 분자를 추출하는 데 필요
한 힘은 적은가?

물론 이온수기 판매원이 이온수기가 특히 작은 물 클러
스터를 제공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것
을 묻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물은 흡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좋을 것이다. 나는 이 판매자가 완전
히 무능하다고 말한 것은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물 분
자의 작은 클러스터 크기가 물의 흡수를 더 줄일 것이
기 때문이다.
미국산 탈 산성화 학자(de-acidification author)인 로
버트 영 (Robert Young) 박사는 "클러스터가 작으면 작
을수록 세포 안으로 빠져 나갈 수있다“고 말했다. 이것
이 우리 몸이 약 섭씨 37 도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이유
이며 고온에서 물 클러스터가 몸에 좋은 수분 공급을
보장한다. 나는 오늘 이것을 비난하며, 영 박사의 책에
서 "스스로 알칼리수를 마셔라.“라는 말을 너무나 무비
판적으로 인용했다. Dr. Young은 불행하게도 완전히
잘못되었다. 작은 물 클러스터가 알칼리성 활성수의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이유의 여전히 퇴행되지 않은
진술은 과학적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진술을 훨씬 밑
© Karl Heinz Asenbaum

최고의 물 클러스터 감소 기계는 몸의 각 세포에서 끊
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수증기.

이것은 간단한 물리학이다! 더 큰 물 클러스터를 사용
하면 단일 물 분자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
어든다.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 이온수기에서 몸으로가
는 길을 찾지 못하는 작은 물 클러스터는 수소화에 매
우 유리할 것이다.
그 알칼리성 활성수는 세포를 더 잘 수소화시킨다는 것
은 아직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열역학적으로 우수한
미네랄 워터에 비해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혈류가 증가한다고 해서 혈액 외부의 세포가
더 잘 수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가설
을 세울 수 있다.
1. 첫 번째 : 클러스터 크기는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혈액으로의 수분 흡수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혈액 흡수 전에 온도가 체온으로 증가하므로
클러스터도 온도에 따라 동일한 클러스터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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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칼리성 활성화수는 다른 수용액에 비해 혈액에 잘
흡수되므로 혈액보다 알칼리성이 높아 혈액과 모든 생
물체에 적합하다. 부족한 장기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
쟁은 알칼리성 활성수의 광물 완충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험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
총 경도가 dH 16 인 수돗물의 2 배 이상이다.
3. 알칼리성 활성수는 다른 음료보다 산화 환원 전위가
혈액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다른 수용액보다 훨씬 잘
흡수된다. (정맥에서 측정 한 바에 따르면 -5 ~ -120 mV
(CSE))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활성수의 산화 환원 전위
는 흡수 혈액의 산화 환원 전위보다 100 내지 300 mV
낮다. 그것은 중요한 전자적 자산을 가져온다.
4. 알칼리성 활성수는 용해된 수소 가스를 운반한다. 이
것은 절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소한의 합의이
다. S. Shirahata 주변의 일본 연구원은 원자 수소의 존
재조차도 가정한다. 둘 다 몸에 많은 호흡기 질환과 질
병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는 호기성 대사로 인해 지속적
으로 필요로 하는 최대 효과의 항산화 물질이다.
포인트 4는 물이 세포로 빠르게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수소는 시라하타 (Shirahata)
( "광물 콜로이드“)의 현재 이론에 따르면, 매우 휘발성
이고, 점착성이 있는 수용액보다 훨씬 빠르다. 그것은
물 자체보다 훨씬 빨리 몸속을 돌며, 이 경우 "활성 성
분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알칼리성 물을 올바르게 명
명해야 한다. 결국, 신체에서 과도한 수산화 이온으로
구성된이 "잔류 물“은 우리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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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의 표준 모델 인 산성 수용액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분자 수소 기반의 수소 보충제에 대한 두 가
지 설득력 있는 연구에 반대한다.
1. H2O는 2007년 이후“수소로 처리된 수소“에 대한 연
구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알칼리성 이점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며 따라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2. H2 흡입 응용. 폐는 소비가 되지 않은 수소의 주된 배
출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콜론 (면역계)에 과량의 혐기
성 박테리아가 과다 출혈된다. 폐는 수소를 덜 받아들
이며 내장은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수소를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수소가 풍부한 물이 폐안에서 보다 더 유용
하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대답을 다시 하
고자 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수소 결합 덕분에 물 클러스터 (물
분자 덩어리, 힙, 정렬 된 컬렉션)는 기하학적으로 정렬
된 물 분자 연합이다. 수소 결합은 약 1 조분의 1 초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크기의 측정은 다른 종류의 수소화
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주장도 없는 스냅 사진일 뿐이
다.
이온수기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알칼리성 활성수는 여
전히 수소 가스가 빠져 나가는 수많은 이완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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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이러한 난류 소용돌이는 핵 자기 공명 영상에서
정상적인 물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알칼리성
활성수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정적이거나 유용한 클러스
터 구조는 파생할 수 없다.
물 클러스터 때문에 세포의 수소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물 분자가 아쿠아 포린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소화가 일
어난다. 단지 물을 얼리면 물 클러스터의 영구 스냅 샷
이 생기므로 모든 결정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냉동
된 물에는 생리학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얼음 결정의
구조는 생리적 효과 또는 심지어 물의 "기억“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문구를 인용하면 물은 "
우주의 창녀“로, 은하계의 모든 사건에 관여했으며 전
기 분해의 도움으로 우리는 물을 지구에 머무르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연상일 뿐이며 일부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물로 이 세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앞으
로 12년 동안 계속해서 혼자만 생각하기 전에 나는 도
발적인 진술을 선호한다.

소변 검사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실 때 : 어떤 시점에서 모든 산이
씻겨 내리면 소변이 알칼리성으로 전환 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은 소변을 보지 않는다. 산성 분비가 없으면
나는 당신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다. 소변의 산
성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우 산
성일 수 있고 여전히 알칼리성 소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산이 신장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성
진단을 위한 소변 검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덜 유용하다. 타액 검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지
는 않지만 더 현명할 것이며, 간질액에 나타난 부분만
을 나타낸다.
알칼리성 활성수 한 잔이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보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포럼의 소변 해
석가가 있다. 나는 내가 한 많은 소변 검사에서 항산화
수치를 측정한 적은 없지만 10년간 식수를 마셨다. 이
것은 나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왜 신체가 전자
를 화장실에서 자발적으로 방출해야 하는가?
측정된 소변 검사의 범위는 +6에서 91mV (CSE)였다.
내 측정에 따르면 단일 항산화 인체 배설량은 모유와
정액이었으며 값은 -27mV와 - 78mV 사이였다. 여기
서 전자 기증은 자신의 자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의
미가 있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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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워터

않는 다면 곧 바로 진단해 줄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그렇다면, 그는 당신에게 더 많이 마실
것을 반드시 권고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그는 고혈압
이나 심부전으로 인해 이뇨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신체
의 물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어쩌면 지방
50-55 %가 최적인 조직이 더 많은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만일 것이다.
때때로 채식주의 식단은 소금이 적기 때문에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결핍을 개선하기 위해
물에 소금을 넣으면 충분하다. 이미 Batmanghelidj는
이런 종류의 물 마실 것을 권장한다.

Richard T.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1 년 동안 매일 2
리터의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고, 과일과 채소를 많
이 섭취하면 건강에 좋았지만, 체지방 분석 결과 항상
체온의 55 % 미만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은 의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단
지 알칼리성으로 활성화 된 물을 너무 적게 마시지 않
는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문제
의 원인이 다른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체내의 물은 남성의
경우 60 - 65 %, 여성의 경우 50 - 55 %, 어린이의 경우
60 - 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생체 임피던스
저울 또는 체지방 측정기로 인해 탈수된 것으로 의심된
다. 나는 이 척도가 대개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것
은 거의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의심에 대
해 의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만약 충분한 물을 마시지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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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만들기

특수한 특성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칼리성 또는 중성 수돗물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유일한 중요한 질문 일 수 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실존적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커피를 안 마시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받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예, 커피는 신맛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Robusta 커피
원두은 필터 커피 블렌드에 혼합되어 있다. 이 커피는
저렴한 커피이다. Arabica 커피는 대부분의 미네랄 워
터보다 알칼리성이다. 산 / 알칼리 균형에 관해서는 더
비싼 아라비카 원두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기본적인 흑색, 단맛을 들이지 않는 커피에 대해
서 말하고 있다. 우유, 크림 또는 설탕과 같은 첨가제는
© Karl Heinz Asenbaum

또한 준비 방법은 pH 값의 역할을 한다. 가장 산성인
것은 터키 커피 / 그리스어로 mocca입니다. 커피 가루
가 끓는 물과 섞여서 분리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산은
물로 간다. 이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설탕으로 상쇄되
기 때문에, 산성 맛은 은폐된다. 또한 필터 커피는 파우
더와의 접촉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
는 산성이다. 가장 적은 접촉 시간은 Espresso / Café
Crema와 같으며 이에 따라 낮은 산성 부담이 있다. 즉
각적인 Arabica Espresso는 전문가에 의해 최적으로
혼합되어 즉시 용해된다. pH 수준은 사용된 물에 따라
다르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사용하는 경우, 커피는 강한 산성
완충액이기 때문에 각 준비 방법으로 pH 값을 조금 높
일 수 있다. 위산과 비슷한 물로 산성인 경우 거의 손상
되지 않는다. 알칼리성 활성수를 사용하여 커피를 조
리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신선한 알
칼리성 활성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일반 수돗물보다
더 싸다. 따라서 주전자 또는 커피 메이커는 더 자주 미
네랄이 떨어지면 가열해야 하므로 더 자주 주전자 또
는 커피 메이커를 석회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일반
적인 수돗물을 가열 할 때 미네랄은 석회질로 떨어지
게 된다.
더 분별있는 것은 떨어진 커피 미네랄을 섞어서 만드
는 것이다. 작은 속임수로 중성으로 맛이 든 칼슘이 풍
부한 미네랄 파우더 (1/2 찻 숱가락)를 섞으면서 활성
화 된 물은 더 잘 버틸 수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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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소 기계의 카페 크레마 (Café Crema)가 버퍼된 커
피 가루는 0.5 PH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Crema가 강
해진다. 맛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커피 감정가들은 칼
슘이 훌륭한 맛과 아로마 운반체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차 준비와 달리 경질 물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집에서
매우 부드러운 물을 마신다면 미네랄 파우더가 있는 트
릭이 도움이 된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나는 산성화가 심지어 커피의 주요 문제조차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커피를 최악의 경우 매일 매일 가장 좋
아하는 음료만큼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콜라, 과일 감
로, 레모네이드 또는 맥주와 같이 대량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커피 한 컵이 pH를 떨어 뜨릴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1-2 잔을 연속적으로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신속하게 보전될 수 있다.

커피에 관한 실제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항산화 성
© Karl Heinz Asenbaum

분이다. 녹색 콩을 구우면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잃
어버리지만, 값비싼 품종을 부드럽고 천천히 볶을 때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남아 있게 된다. 미국인들의 식
단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산화 방지제 공급 업체인 과일과 채소는 식단에서 예외
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2005 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
로 커피는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의 원
천이다. (출처 : Americ.Chem Society, http://chipsa.
com/coffee_O2.pdf). 유럽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건강
지향적인 음식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커피는 고급스
러움으로 간주될 뿐이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
는다. 알칼리성 활성수의 항산화력은 커피와 마찬가지
로 낮거나 심지어 네거티브 ORP 때문에 볼 수 있다. 다
양한 커피 샘플을 사용하여 + 157 mV (냉장 섹션의 에
스프레소 마끼아또컵)와 - 285 mV (인스턴트 커피, 알
칼리성 활성수 pH 9.5 / -350 mV, 전자 레인지로 가열
됨) 사이의 값을 측정했다. 일반적인 가열 방법 (전기 스
토브, 커피 메이커, 주전자)에서 알칼리성 활성수를 사
용하면 커피의 ORP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기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여 우리는 Café
Crema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물을 사용했는지에 관
계없이 신선한 Café Crema를 준비했다. 평균 -70mV
ORP를 측정했다.
시원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청량 음료만 원한다면 이 방
법을 추천하고자 한다 : 기계에 탄산 칼슘과 같은 미네
랄 첨가제를 가루로 한 1/2 찻 숟가락의 에스프레소 2
컵과 신선한 알칼리성 활성화 물을 탄산 음료 기계에
두어 탄산 처리한다. 에스프레소를 0.5 리터의 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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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든 유리에 부으시오. 원하는 경우 얼음 조각을
추가하시오. 맛있고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고 가볍게 탄
산, 신맛, 쓴맛 및 향긋하다. 이것은 "차가운 커피“가 아
닌 커피 애호가를 위한 콜라이다! 당연히 설탕이나 감
미료없이 말이다.

체중 감량

pH 다이어트의 발명가 Robert O. Young 박사는 수년
간 설교를 하고 있으며, 지방은 대사 산증으로부터 신
체를 보호 해주는 것이다. 비만 세포는 과다한 산으로
신진 대사에서 아웃소싱되는 지방 저장소이다.
Sangh Whang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방은 산성이
다. 그리고 그는 야심찬 시도를 고안하여 쇠고기 지방
을 산성 지방과 강력한 알칼리성 활성수에 번갈아 넣었
다. Lo와 behold, 활성화된 알칼리성 물에서 지방은 점
차 사라지고 말 그대로 „녹아 버렸다“. 그러나 이 두 가
지가 모두 사실이지만 알칼리성 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
이 된다고하는 것은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알칼리성 물을 사용
하여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우
리가 마시는 물은 외과적으로 제거한 다음 알칼리성 물
에 담그지 않는 한 우리의 몸에있는 지방질의 찌꺼기까
지 도달해야 한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
이고 체계적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알칼리성 물
은 신진 대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지방을 줄
이면 산의 양이 증가하여서 산이 생성된다. 그러나 지
방 섭취량이 필요한 칼로리 섭취량보다 적은 식사량일
때만 시행하면 된다.

Mario M.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알칼리성 활성수를 얼마나 마셔야합니까?
© Karl Heinz Asenbaum

사람들이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셔서 과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고 에너지 음료를 저칼로리
상태로 바꾸어 같은 양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체중 10kg 당 최대 0.3 리터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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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5)의 양일 경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뇨 효과
가 있는 약을 복용중인 경우 치료 의사는 심장의 성능
에 따라 물 섭취량을 처방해야 한다.
식수로 체중을 줄이는 이유는 식수 (0 kcal / 리터)에 의
해 일반적으로 과음된 음료수의 과소 섭취 칼로리 섭취
가 실제로 덜 섭취하지 않고 감소하기 때문이다. 청량
음료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의 좋은 예가 멕시코인입니
다. 오늘날 그들은 전보다 덜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지
라도 세계의 비만 통계의 최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
다. 그러나 1 인당 국민들은 매년 160 리터의 고 칼로리
소다를 매년 마시고 있다. (출처 : ZDF Morning Magazine 2. 7. 2013). 그의 강의에서 Walter Irlacher 박사는
음식보다 음료보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지적한다. 그는 2 시간 만에 뮌헨 옥토
버 페스트에서 2 리터의 강한 맥주를 마시기가 아주 쉽
다고 말한다. 그러나 돼지 고기 2kg을 동시에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http://www.dr-irlacher.de/publi.htm)

자주 나는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는다. "과자에 대한
나의 악명 높은 갈망은 끝났다! 나는 여전히 과자를 먹
을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때마다 멈출 수 있는 것 중
가장 적은 것. 똑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에 위산
이 문자 그대로 올라오고 있던 것으로부터 갑자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나의 마음의 문제
를 인정하지만 내 몸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이
것들은 새로운 지평이다. "이것은 정신 장애가 있는 듯
하다 : 음식은 피곤하게 만들고 쉬는 단계를 시작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서 예고없이 빗나가게 하므로 행복의 대용품으로 사용
한다. 특히 설탕이 많은 식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희
생시켜 소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준을 증가시킨
다. 따라서 설탕은 약물이 될 수 있고 높은 칼로리 때문
에 또한 약화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음식에 대해 생각
하자마자 소화 시스템의 두뇌 (머리) 단계가 시작된다.
위가 약 4의 휴식 pH를 낮추기 시작하고 위산의 분비가
시작된다. 이제 중독성 과자 대신 물만 마시면 위장 상
태가 잠시 동안 증가한다. 그러나 소화의 두경부가 칼
로리 섭취없이 최종 상태가되도록 소화할 것은 없다.
따라서, 위장은 휴식 pH로 되돌아 간다. 위산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뇌에 알칼리성 활성수의 급속
한 섭취는(태그 → 산화 환원 전위→수소화)혈류를 통
해 더 잘 공급된다. 이것은 "간식이 거의 없다“는 가장
큰 이유이다. 물속의 흡수가 빠른 미네랄 때문에 칼로
리를 섭취하지 않고 포만감이 생기게 된다.

© Karl Heinz As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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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직전에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면 위 벽에 가해지
는 압력이 줄어들어 위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포만감이
훨씬 빨라지므로 많은 양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
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캐스케이드는 "포만감“에
대한 반사가 있다. pH 증가에 의한 소화 효소의 불활성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위산. 탄산 음료는 위장 용적
을 통해 팽창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자
연스런 식욕을 억제한다. 알칼리성 물에는 활성탄이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위가 비어 있다면, 십이지장의 게이
트 를 통해 직접 위 윗부분을 통해 흐른다.

에서는 정수 필터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Misterwater의 회사 철학은 32 페이지에 있다. 이 회사는 기성 필
터 시스템을 판매하지 않고 사이트에 필요한 요구 사항
을 충족시킨 후 다른 필터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이것
은 또한 이온수기 공급자에 의해 수행된다.
Misterwater 요구에 따라 최적의 식수 :
1. 세균 면역
2. 높은 발진 에너지
3.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 pH 값

중요 의견

4. 산소가 풍부한

미스터 워터

5. 세포에 낮은 mineralization 가용성

Sandra P .: 웹 페이지 www.misterwater.eu에서 „비
밀스런 물의 보고“가 3 개 있다. 보고서의 세 번째 부분
에서는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 크게 자문
하고 있다. 그 외에 이온화된 알칼리성 물에 관한 10 페
이지의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것을 마시지 못
하게 한다.

6. 가장 높은 화학 순도

이러한 독점적인 정보는 고객의 주소를 얻고 자신의 제
품에 대한 금단의 치유 진술을 피하고 경쟁의 명예 훼
손을 피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송할 수 있다. 이 웹 사
이트는 Erich Meidert 관리자가 대표하는 EM Wassertechnologie GmbH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 3
© Karl Heinz Asenbaum

7. 물리적 오염 정보의 자유
그의 보고서 33 페이지에서 Meidert는 산화 환원 전위
의 개선에 대해 말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웹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제공되는 필터 시스템은 „Futura with organic energy“, „Futura with Joana Energy“, „Cortesia with
organic energy“, „Direct Flow New Generation“,
„Bio Energie“, 특히 „Joana Energy“및 비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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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 월 발행) ) 설치 비용없이 1595 ~ 3199 유로. 필터
교환 평판은 179 - 219 유로이다. 세균 장벽과 별도의
배출 파이프가 있는 필터 시스템과 함께 이 시스템은 "
동종 요법에 따른 미묘한 준비를위한 에너지 모듈“과 "
최적의 미네랄 화를 위한 수질 Alchimator 장치“도 받
을 수 있다.
또한 Misterwater는 830 €에서 11.400 € 사이의 주파
수 캐리어인 "Frequator“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링 모
양으로 수도 본관 및 주파수 캐리어 주변에 알루미늄으
로 만든 도화지 "삶의 꽃“ 도장을 한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 실리콘은 100 € ~ 209,25 €에 "Vivalisator“라
고 불렀다. 제품 견적 : "Vivalisator는 음식과 음료에 생
명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유통 기한을 연장하고
집중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저장된 자연 및 활력 정
보를 모든 음료 및 음식과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
적으로 난해한 무역 박람회를 통해 번화하지 않는 사람
들에게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작은 글씨
로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 "과학
적 기준에 따른 Vivalisator의 효과는 측정할 수 없다.“
생물 광자는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은 더 많은 생물 광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대
담하다. 그런 측정은 Vivalisator를 위한 Misterwater에
의해 제시되지 않는다.
• 웹 페이지 http://www.misterwater.eu/allgemein/so-wird-aus-einer-trueben-bruehe-klares-wasser.html에서 예를 들어, 투석기의 응용 분
야는 일반적인 초정밀 여과와 "생성 된 물과 그 순
© Karl Heinz Asenbaum

도는 아주 소수의 천연 온천과 비교될 수 있다.“ 나
는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 천연 온천에는 기술적으
로 순수한 물이 없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인가?
• "미묘한 재료의 준비“는 Wilhelm Reich, Viktor
Schauberger 및 George Lakhovsky의 이론을 바탕
으로 Masaru Emoto의 스타일로 물결 사진으로 기
록된다. 물 결정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것들은 얼음 결정체이다. 그러나 얼음은 식수와 완
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더 잘 설명하
려면 Töth, Ewald 제목 아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운좋게도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가 누락되지 않았
고, 준비 방법 중 어느 것도 측정 가능한 과학적 효
과를 가져 오지 않았다.
• (http://www.misterwater.eu/datenblaetter/alchimatorwasser.pdf) Alchimator라는 장치를
• 사용하여 물의 산화 환원 전위가 어떻게 변하는 지
알게 된다. Alchimator는 물이 깔때기 모양으로 소
용돌이 치는 장치로 다른 섹션에서 설명한 Twister
라는 장치와 유사하다. 그것은 마치 물을 소용돌이
치는 가정용 믹서처럼 보인다. 회전 수 / 분 등과 같
은 성능 수치는 계산되지 않았다. 6 개의 대칭 구조
를 가진 소용돌이 모양의 물 분자. 그 미스터 워터
(Misterwater)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구조들은 세포의 수로 (aquaporins)를 통해 가장 잘 통과하는 구조이다.“(페이
지 11). 이것은 동화인데 Magaru Emoto의 예쁜 육
각형 얼음 결정 사진에서 저자는 아주 차가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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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인 6 개의 가장자리 클러스터가 세포의 수에
비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 Misterwater가 의미하는 이 수로는 0.3 나노 미터
를 측정하는 아쿠아 포린 (aquaporins)이라고 불리
는 매우 미세한 물로, 단일 물 세포만 통과 할 수 있
다. 그들은 물 클러스터에 어떤 종류의 기회도 주지
않으며 물 속의 수소 결합을 분해하여 정렬된 전자
기장의 물 분자를 세포 안으로 독특하게 흘려 보내
게 된다.

• 23 페이지에서 "Alchimator는 중성 내지 알칼리성
의 물을 전달하며 여전히 부드럽다. 미네랄 링과 함
께 Alchimation 동안 물이 흡수하는 미네랄은 크고
소량이며 가볍고 소용돌이 치는 빠른 속도로 변하
기 때문에 수돗물, 미네랄 또는 알칼리성 물의 미
네랄처럼 소화되지 않는다. 소용돌이 치는 미네랄
링이 있는 물에 미네랄을 첨가합니다. 미스터 워터
는 어떤 미네랄이 처리되고 있는지, 특히 "미네랄,
수돗물, 미네랄 또는 알칼리성 물“과 같이 크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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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히
려 음이온과 양이온에서 미네랄 용액으로 소용돌
이 치는 6 ~ 8 분보다 오래 작동한 물이 수 주에서 수
백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네랄을 물에
녹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왜 어떤 미네랄은
"소화가 되지 않는가“, 다른 것은 미스트 워터가 언
급하지 않은 이유이다. 미네랄은 정의상 유기 물질
이 아니며, 이러한 용어로는 가소성을 말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유기농 제품도 참조하십시오).
• 19 페이지에서 그는 킬레이트와의 상관 관계 및 생
물학적 이용 가능성과 함께 미네랄 킬레이트 의미
에 대해 언급한다. 킬레이트화는 중금속처럼 가용
성이 아닌 물질을 용해시키는 방법이다. 알칼리성
및 알칼리성 토양 미네랄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용
해되므로 물에 이온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은
전혀 킬레이트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이
온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최대로 생체
이용이 가능하다!
• Misterwater-Alchimator 물이 음용수 규정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증거는 전달되지 않았고 위
의 매우 여과된 물에서 미네랄 링으로 소용돌이 치
기 때문에 많은 미네랄이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음
용수 기준의 요건에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Alchimator의 소용돌이가 2 분 동안 작동할
때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용해되며, 8 분 동안 활동
할 때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미네랄이 다양한 속
도로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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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느 것이 먼저 사용되는가? Alchimator는 미네
랄 링으로 안전한가? Alchimator는 어떻게 멸균 상
태를 유지하는가? 미스터 워터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해답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 당신은 미스터 워터 (Misterwater)의 제안 원칙에
대해 배웠다. 마이크로 여과와 소용돌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물 활성화는 특정한 가치와 성질을 가
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물과 아날로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
안 저장될 수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마시는 음용수
의 틀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고도로 여과된 물의 광물화는 매우 빈번하다. 미스
터 워터 (Misterwater)의 다음 웹 페이지에서 이온화된
알칼리성 물은 해로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http://
www.misterwater.eu/datenblaetter/ionisiertes_basisches_wasser_schaedlich.pdf). 인용 된 주장은 Misterwater-Alchimie로 이어진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요지는 신비스런 세계관에 근거한다.

았으며, 이는 제약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부분적으로
진술될 것이다. 그러나 위장 및 장 불편에 대한 광범위
한 안전성 테스트가 허용되었지만 권장되지 않았다.
(1992 년 10 월 19 일 발행된 일본 보건 복지부 제약 모
니터링 57 호)
일본의 의사가 여전히 책임지고 있는 이 치료용 물은 또
다른 규정에 따라 인증된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대부분
의 이온수기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아 결정된 표준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 일본의 Water
ionizers의 자격 이력에 관해서는 http://www.3aaa.
gr.jp/english/alkali/hs.html 또는 저서 "Activated
Water -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발명품“을 참조하십시
오. 독일에서 활성 물은 이미 1938 년에 Hydropuryl®
으로 명명되었으며 의약품 전문 분야의 Gehes 코드에
입력되었다.

화장실에 앉아 인상을 쓰고 있는 남자의 그림 옆에 있
는 Misterwater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일본 보건당국
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위장과 장의 문제를 일으킨
후에도 이온수기의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것을 제약하
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인공적인 알칼리성 물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권고한다.“

Hydropuryl® Water는 80 년대 중성 및 탈염수로서뿐
만 아니라 Alfons Natterer의 공장에서 나온 산성 및 알
칼리성 (염기성) 활성수로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소련,
일본, 한국 연구원들이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
한 것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효과가 있었고, 논리적으
로 분석되어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독일 발명품과 같은 과학적인 설명은 없으며, 활성화
된 물은 60 세의 Alfons Natterer에게 이미 연락을 취한
Fra Albertus 박사의 승인을 얻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방법이다. 일본 보건 당
국은 알칼리성 활성수를 마시는 것을 결코 권하지 않

3 페이지에있는 미스터 워터는 알칼리성 연기 레몬의
동화를 반복하며 유기 미네랄에 관한 비전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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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징한다. (알칼리성 음식). 4 페이지에 있는 미스
터 워터는 킬레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킬레이트화
(Chelation) 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수용성으로 만
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네랄 물질은 몸에 흡수되어야
하지만 아직 처음부터 용해성이어서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유기농 식품의 미네랄은 킬레이트화에 의해 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의 물에 의해 용해된다. 물
에서는 미네랄이 가장 쉽고 흡수가 가장 적은 소화 작
용을 한다. 물이 주요 미네랄 운반자이기 때문이다. 미
스터 워터 (Misterwater)가 썼을 때 (3 페이지) : "인간
은 소화 시스템에 따라 설계되고, 미네랄은 음용수가
아니라 음식에서 얻도록 되어 있다.“이것은 불합리하
다고만 말할 수 있다.
4/5 페이지에 Misterwater는 화학 전문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알칼리성 물에는 수산화칼슘 (석회
석...주 응용은 과일 농사의 살균제로서 부식 효과가 있
는 것이다.) , 수산화 나트륨 (가성 소다), 수산화 칼륨 (
부식성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 (위산을 중화시키고 완
하제로 사용하는 약) 일반인들은 놀랐지만, 전문가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물질들은 거의 모든 식수
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isterwater는 "(aq)“
라는 약자를 포함하는 것을 잊었다. 이 약은 소금이 아
닌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무해하며 심지어는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원천 징수된 알칼리성 물의 주요 특징은 열역
학적 균형 외부의 비정상적인 산화 환원 전위의 존재이
다. -> 이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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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 소다와 부식제 칼륨은 5 페이지에 있는 Misterwater의 강력한 성명서에 따르면 "조직과 관절에 스스로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으로 흥미로운 병리학은
CSI 에피소드의 대본 작가로부터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생리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쪽부터는 전자의 풍부함 대신 주스와 약한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물은 심장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Jan Roberts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
일본 의사 및 수자원 연구원인 히데미츠 하야시 (Hidemitsu Hayashi) 박사는 그의 명확한 기사를 통해 알칼
리성 활성수의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Dietmar Ferger에 의해 독일에
서 촬영되었고 그의 책 "Jungbrunnenwasser“(2011 년
Fountain of Youth Water)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다.
독점적인 역 삼투압의 유명한 옹호자인 L. 빈센트 (L.
Vincent)는 물의 경도에 관한 지속 불가능한 이론을 가
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스터 워터와 "체내 산화 환원 신
호 분자“의 파괴에 관한 이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
은 ASEATM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며 "산
화 환원 신호 분자“는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로 알려진 것이다.
9 페이지의 8 번 포인트는 Misterwater의 필터 제품 범
위에 비추어 볼 때 놀랄 일이 아니다. 이온수기의 내부
필터는 2000 가지가 넘는 잠재적인 오염 물질로 완전히
불충분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순수한 위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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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잠재적인 오염 물질은 당신에게 해를 끼
치지 않으며, 진짜 물질 만이 독일과 중앙 유럽에서 세
계 어느 곳보다 더 잘 통제된다. 둘째, 필터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특별한 필터를 선택하거나 스위치를 켤 수 있
다. 프리 필터 문제는 이온수기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
이다. 필터 -> 필터 키워드에서 설명한 실제적이고 상
세한 필터 문제. "활성탄 필터와 마찬가지로 이온수기
가 있으면 ppm 값이 너무 높다.“ 간단히 하면 : "너무 높
은 ppm 값“이 없다. 확장된 버전은 -> Conductance 키
워드에 있다. 오염 물질에 대한 ppm 값의 위조된 방정
식은 역삼투 판매 담당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Misterwater의 진술은 독일 언어로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다. 영어로는 역삼투 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의 영업 직원이었던 많은 사람들에
게 모델로 제공되었을 수도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 동
안에는 이온수기가 변경되었으며 다른 시스템 제조업
체 간의 경쟁도 있었다.

Jan Roberts
알칼리성 물은 건강한가?
얀 로버츠 (Jan Roberts)는 넥서스 매거진 (Nexus Magazine) 19 호에서 알칼리성 물을 마시면 건강상의 문
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게 사실인가?
호주 약사 Jan Roberts의 인용된 기사는 2008 년부터
다음과 같이 제목이 붙는다. : 알칼리성 물은 건강한가?
Informed Voice라는 잡지에 영어로 등장한 것은 약식
관점에서 이 기술에 대한 첫 번째 큰 의문점이었기 때
문에 물을 이온화하는 시점에 상당히 놀랐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로버트씨는 필터 회사에서 일할때 알칼리
이온수기의 경쟁 제품을 보았을 것임에 틀림 없다. 이
온수기의 제조 업체 및 유통 업체가 세계에 제품을 판
매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녀의 주장을 생각해 보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
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버츠의 기사는 요즘 설립된 정
의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한 독일의 개념적 설명과 교
육에 기여했다. 내 추론이 반복되거나 중첩되어야 한다
고 해도 기사 요점을 지적하고 싶다. 내가 생각할 때 유
용한 곳은 참조 할 것이다.
로버트씨는 "알칼리성 물“이라는 부정확한 정의에 대
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영어권 세계가 "알칼리성 물“에
대한 일본의 발명가 및 연구원들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
문에, 많은 영업 대표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물
을 알칼리성으로 만들 수있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이
모든 것은 조성에 달려 있지만, 대부분 미네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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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생각한다. 가스는 액체의 pH 값에 훨씬 더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이들 가스의 용해도는 온도에 의존한다.
산성 이산화탄소는 60도 이하에서 물에서 실제로 사라
지므로 뜨거운 욕조가 대부분 알칼리성이므로 "알칼리
성 목욕 소금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첨
가제는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산성이다.
물의 pH 값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사
전에 탈기해야 한다. 이것은 이온수기를 검토할 때 발
생하지 않으므로 pH 값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 비
판은 객관적으로 정확하지만 결과적으로 측정 값 비교
로 사용되는 수돗물은 이전에 탈기되지 않았으므로 그
다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사전
에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산성 가스는 음료를 평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한 로버츠씨는 pH 값이 산과 염기 사이의 상대적인
값이라는 점을 참고로 두 상대방의 상대적 강도는 버퍼
링 능력이라고 하는 각각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완충력이 없으면 물 속의 pH 값은 아무런 의미
가 없다. 이것은 정확하면서도 사소한 것이다. Roberts
부인은 강하게 완충된 염산과 달리 알칼리성 물의 완충
용량을 낮게 부른다. 이것은 또한 정확하고 알칼리성
활성수에 관해서는 이미 90 년대 과학적으로 분석되었
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실제적으로 활동성 위장의 pH
값을 낮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완충 능력이 실제
로 알칼리성 물과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매우 부드러운 알
칼리성 활성수와 매우 높은 알칼리성 활성 수가 존재하
© Karl Heinz Asenbaum

기 때문에 미네랄의 등급에 달려 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유형의 미네랄이 활성화된 물과 함께 이온화 되었는지
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역삼투막 옹호론자들로부터의 수많은
것들을 평가 절하했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
적인 수돗물의 무기질 함량은 무시할 만하다. 알칼리도
효과가 너무 작아서 측정 할 수 없다.“(페이지 13). Roberts 호주 고향에서는 실제로 빗물 수조 사용을 지시
받거나 담수화 된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
한 것처럼 보인다. 로버츠 부인은 유럽식 음용수 분석의
사실에 결코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3 대 도시의 물을 섭취하고 가장 중요한 4 가지
완충 관련 미네랄을 참조 하십시오 :
독일의 3개 대도시에서 매일 2 리터의 일반 수돗물을 섭
취하면 알칼리성으로 생성되는 무기물을 섭취 할 수 있
으며, 칼슘은 일일 권장량의 1/7에 해당한다. 로버츠 부
인은 이것을 측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치즈를 먹지 않고도 충분히 칼슘
을 섭취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산성수의 비용으로 전해 과정에서 미네랄 성
분이 압축되었다. 수돗물에서 새롭게 생산된 알칼리성
활성수 pH 9,5를 사용하여 뮌헨에서 제어된 측정치는
칼슘 30 mg과 마그네슘 10 mg을 얻었다!
Roberts 부인은 Google에서 키워드 "Gesundheit“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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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ches Wasser“(건강 및 알칼리성 물)를 인용하여
2013 년 7 월 23 일 약 9000 개의 결과를 제공했다. 같은
키워드를 영어로 "건강“과 "알칼리성 물“로 입력하면
1,151 만 개의 결과가 나타난다. Roberts 부인이 기사를
얼마나 오래 연구했는지 알수 있다. 따라서 부정확성으
로 인해 "알칼리성 물“이라는 용어는 찾고자 하는 용어
가 아니다. 오늘 표준 용어를 따옴표로 묶어 입력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활성 수“라는 용어는 이 책이 출시되기 전에
5500 개의 매우 흥미로운 검색어를 제공했었다.
그녀의 논문 14 페이지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라는 수사적 질문에 봉착했으나 117.000의 결과에 스
스로 관여하지 않았다. 구글은 16.9.2013에 "알칼리성
물 ",“연구 ",“과학적 ". 2013 년에는 "학자“라는 용어에
서 이미 Google에 25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었다. 그녀
는 "제조사에 대한 진술“에 대해 평범하고 단순한 이야
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무시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Andrew
Weil (15쪽)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1999 년에 "이 사고
방식은 어떤 종류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도 지지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받았다. 165 개의 과학적 출처를
가진 많은 러시아 연구원들로부터의 많은 연구조차도
Prilutzky와 Bakhir를 거쳤다. 이 진술은 Weil이 영어로
증언하기 2 년 전에 발표되었다. 러시아 연구. 또한 일
본과 한국의 연구는 1990 년 이래 오늘날 많은 국가에
서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S. Whang의 "Reverse Aging“
책을 통해 미국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독일 전해수 치
© Karl Heinz Asenbaum

료법 (1938 년 독일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등록됨)은 이
미 Albert A. Riedel의 기사에서 영어로 출판되었다.
Weil은 소스를 읽었을 뿐이다. 잠시 동안 우리는 이 주
제에 관해 그에게서 아무 것도 듣지 못했지만, 1999 년
의 그의 진술은 여전히 물 이온화 반대자들에 의해 열
심히 인용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보건부인 로버츠 (Roberts) 여사
는 14 번째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인용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의 담대함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주어
진 출처 (http://tinyurl.com/6x82j5)를 연구하면, 공식
적인 성명서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2006 년 9 월 9 일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알칼리 활성수
의 영향에 대한 학교 교과서 수준의 산/염기 균형의 절
차에 대해 묘사한 "앨리스“ 블로그에 실렸다

Hans-Peter Bartos
Hiltrut G가 나에게 물었다. : Bad Fussing에서 몇 년 전
에 머물렀을 때 나는 Walter Irlacher 박사에 의해 알칼
리성 활성수에 관한 강의를 배웠고 이온수기를 획득했
다. 나는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알칼리성 물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물을 권장해 주었다. 제 아들은
Hans-Peter Bartos의 VISION AQUA에서 알칼리성 물
이 건강에 해롭고 유해한 것으로 묘사된“알칼리성 물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사업 아이디어“라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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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렸다. 우리는 이제 알칼리성 물을 계속 마
실 수 있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언급 한 웹 사이트에서 Best-Water distribution을 통
해 이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역삼투 및 소용돌이 옹호
자들에 의한 활성화 된 물에 대한 저격 활동은 허위 진
술로 인해 경쟁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유사한 요청으로 반복적
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 기사를 알고 있다. 나는 Tödt,
Roberts, Mister Water, Twister, 역삼 투에 관한 핵심
논쟁에 대해 이미 상세히 설명했다. 나는 이제 확실히
한스 피터 바 토스 (Hans-Peter Bartos) 독일 엔지니어
가 제시한 새로운 논쟁들을 하려고 한다.

바 토스 (Bartos)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수돗물은
지역에 따라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황산 칼슘 (
석고)과 같은 다른 물질은 전기 분해에 의해 수산화칼
슘 (소석회)과 황산으로 분해된다.“
여기서 Bartos는 석고와 수화 석회가 고형물이라는 사
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칼슘 양이온과 황산 음이온은
많은 독일 광물, 의약 또는 수돗물의 수용액에서 완전
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콘텐츠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을
찾을 때 실제로 생수 병마다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온수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온은
매우 높은 잉여의 전자와 ORP (물에서 활성화된 물 또
는 "전기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물“(ECA)로 불림)을 끝
내기 위한 수단 일뿐이다.

나는 새롭고 많은 인플레이션 조건들이 시장 용어를 범
람시켰기 때문에 Bartos 씨가 비판적으로 "알칼리성
물“을 취급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기사
에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물과 가성 소다 또는 부식
성 칼륨의 부스러기를 섞어 값이 비싼 전기 분해 장치
없이 매우 저렴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 토스 (Bartos)는 글을 쓸 때 활성화된 물과 관련된 것
을 인식하지 못한다. "레몬 주스가 전혀 알칼리가 아니
더라도 극단적으로 알칼리성 물이 1 리터의 항산화력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산성 (pH 2, 4). 그러한 비
교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
다. "

그러나 알칼리성은 전기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물의 포
화 상태일 뿐이지만 주 메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Bartos 씨가 가성 소다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잿
물은 "알칼리성 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정식에는 누락된 것이 있다 : 활성 수. 이것은 전기 분해
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Bartos는 실제로 레몬이 알칼리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해했다 (알칼리성 연기 식품). 그러나 레몬은 시트르산
과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활성수만큼 풍부하지는 않지만 산화 방지제
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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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신 레몬을 녹슨 나사와 혼동했다.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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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활성수의 항산화력은 물의 알칼리성 특성과는 완전
히 독립적인 자체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사용하면 항산화 특성을 지닌 산성 또는 중성 수를 생
성 할 수도 있다. 따라서 Bartos는 알칼리성 활성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칼리성
과 항산화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Bartos의 논문 구조의 핵심은 "알칼리성 물이 건강하
지 못한 이유“이다. 위장의 소화액이 매우 산성이어서
알칼리성 효과가 없으므로 알칼리성 효과가 위를 넘어
있지 않다. 즉시 물. 오히려 이것은 위산을 약화시키고
신체는 더 많은 위산을 생성하여 반응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위장은 식
사를 소화하지 않을 때, 오렌지 쥬스 잔보다 산성이 적
은 4의 pH 값을 갖는다. 음식물 섭취 중에만 위액을 주
사하는 위액은 pH가 약 1.5입니다. 따라서 pH가 2,5 인
탄산 음료보다 약 10 배 더 산성이다. 그러나 이 위액에
는 높은 산성 완충액이있어 중성 수돗물이나 알칼리성
활성수에 의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1997 년 러시아에서 철저히 연구되어 과학적으
로 확인되었다. (FAQ : 러시아 연구, 위산). 차단된 단백
질 소화, 펩신 비활성, 기생충 촉진 - Bartos가 현재 열
거한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시기 위한 알칼리성 활성수의 pH는 대부분 9.5이며,
독일 식수법은 수돗물조차도 허용한다. 긴 산의 강과
같은 자연수는 종종 매우 알칼리성이다. 이 pH를 가진
© Karl Heinz Asenbaum

물은 알카 - 셀저 (Alka-Seltzer)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
제와 같은 특정 제제와 달리 위산 생성을 원격으로 방
해할 수 없다.
우리의 식수는 알칼리성이며 많은 해로운 산성 음료를
대체할 수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끊임없는 공격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마시는 목적으로 이온수
기의 전기 분해 셀이 설계되어 산화 방지 알칼리성 물
을 생성한다. 항산화 물질인 중성 또는 산성의 물을 만
들 수도 있지만 경험, 생리학 및 풍미는 알칼리성 물을
말한다. 그러나 주로 알칼리성으로 활성화된 물에 대해
서는 음의 ORP의 형태로 에너지가 풍부하다.
Bartos가 산화 환원 전위에 관해 쓴다면, 그것은 관계
에 대한 그의 모든 오해를 보여준다. 휴식 시간의 핵심
개념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다. 알칼리성 활성수는 항
산화 효과가 없으므로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정확
하게 이것은 신선한 사과가 오래된 사과보다 건강하다
는 것과 같은 속성이다. 따라서 산화 환원 잠재력은 시
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의 우리처럼. 알칼리성 활성수
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러한 노화 과정을 분명히 확장
할 수 있다.
Bartos에 의한 잘못 설명된 관계, 물에 있는 무기질 및
심장 마비의 위험뿐만 아니라 WHO 평가에 대해서는
심장 마비 및 위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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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관해. 헌신과 지식
이 책은 고객과 함께 살아간다! 물을 마시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12 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내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그런 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에서 특히 이 두 번째 부
분을 수행한다. 첫 번째 파트만 구입한 경우 기본 지식을 갖게 된다. 이 책을 구입 한 사람 (인쇄된 버전)은 DVD
또는 온라인의 대화 상대이다. 귀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줄 것이다. 전기 화학 물을 사용하는 날씨와 상관없
이 또는 화학 교수 또는 아마추어 운동 선수, 교사 또는 단순히 신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질
문을 하게 된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비디오 응답을 만들었다.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빠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인터넷에 "인터넷 세대“를위한 강의와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 이들을 찾으려면 출판사
웹 사이트 (www.euromultimedia.de)를 방문하면 된다.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출판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인 도구로서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물과 같다.
당신의 평생 건강을 바라며.
KarlHeinz Asenbaum (asenbaum@web.de)
나는 이 책을 월터 아이 하 커 박사에게 바친다. 수년간의 긴 관대한 요구와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았
을 것이다. 여러 버전의 편집을 돕기 위해 Orsa Repp, Eng.에게 감사드린다. Yasin Akgün, 및 Constanze Asenbaum. 번역가 Yolanda Tenorio-Tagle과 수소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인 Peng Hu 박사의 화학 코치에게 감사드
린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PR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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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Heinz Asenbaum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전기 분해
수에 대한 전문가인 그의 세 번
째 활성화된 물의 책에서 그의
12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된 형태로 가장 매력적인 건
강 문제에 관한 지식을 수집했
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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