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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영구자석과 공기흡입 및 분사수단을 구비하고, 공기

를 자화시켜 만든 활성공기를 수돗물 또는 지하수에 폭기시키는 활성공기 발생기를 포함하는 활성수 제조기; 상기 활성수

제조기와 연결되어 이로부터 유입되는 활성수 및 이와 별도로 유입되는 미네랄 파우더를 수용하는 반응조와, 이 반응조를

가열하는 가열수단과, 교반수단을 포함하는 반응기; 상기 반응기의 상단에 연결되고 내부로부터 석관, 자석관 및 유리관으

로 구성되는 응축기를 구비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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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과 공기흡입 및 분사수단을 구비하고, 공기를 자화시켜 만든 활성공기를 수돗물 또는 지하수에 폭기시키는 활성

공기 발생기를 포함하는 활성수 제조기;

상기 활성수 제조기와 연결되어 이로부터 유입되는 활성수 및 이와 별도로 유입되는 미네랄 파우더를 수용하는 반응조와,

이 반응조를 가열하는 가열수단과, 교반수단을 포함하는 반응기;

상기 반응기의 상단에 연결되고 내부로부터 석관, 자석관 및 유리관으로 구성되는 응축기를 구비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

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축기에 장착되어 석관을 가열함으로써 원적외선을 방사하도록 하는 히터;

상기 응축기의 유입구 및 유출구와 연결되어 유리관으로 냉각수를 공곱하는 냉각탑;

상기 응축기의 하단에 연결되어 이로부터 유입되는 응축수를 수용하는 저장조;

상기 저장조에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함으로써 감압 증류 및 증기와 응축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진공펌프;

상기 저장조에 연결되고 첨가물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 및 첨가물의 혼합물을 위한 교반수단을 포함하는 혼합조;

상기 혼합조에 연결되고 미네랄 파우더로 이루어진 필터를 포함하는 pH 조정조를 더욱 구비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기의 반응조는 활성수의 유입을 위한 유입구와 미네랄 파우더의 투입을 위한 투입

구를 포함하고 진공펌프에 의해 그 내부에 감압이 유도되며, 상기 가열수단은 반응조의 하부 외주면에 설치되어 반응조를

가열함으로써 반응조에 수용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감압 증류시켜 파우더로부터 미네랄을 용출 및 이온화시키며, 상기

교반수단은 반응조에 장착되고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반응조에 수용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교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석관은 게르마늄(Ge), 셀레늄(Se)을 함유하는 페그마타이트 원석을 가공하여 라이닝한

것으로 반응기의 상단에 연결되고 히터에 의해 가열되어 반응기로부터 유입되는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는 증기 및 응

축수에 원적외선을 방사시키며, 상기 자석관은 석관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증기 및 응축수를 자화시키며, 상기 유리관은 자

석관의 외주면에 장착되고 냉각수가 흐르는 내부공간과 냉각수의 출입을 위한 유입구 및 유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pH 조정조의 필터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 볼 형태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미네

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통과시켜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 pH를 7.5 내지 8.5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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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미네랄 파우더는 페그마타이트를 0.35 내지 1 ㎛로 미분쇄한 후, 이를 게르마늄(Ge), 홀뮴(Ho), 세

륨(Ce), 지르코늄(Zr), 란탄(La), 이트륨(Y)과 함께 혼합한 다음,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로 숙

성시킨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활성중산소를 포함하는 자화 활성수

를 만드는 활성공기 발생기와, 자화 활성수에 미네랄 파우더를 투입한 후 감압 증류시키기 위한 반응기와, 이온화된 미네

랄을 함유하는 증기를 응축하면서 원적외선 방사 및 자화가 이루어지는 응축기를 구비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

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로부터 지하의 광천수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광천수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

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천수를 이용하여 증발건조방식으로 추출한 미네랄을 동물에 투여한 결과 암 발생률과 암세

포의 크기를 크게 줄이고 항암면역력을 높이면서도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천수 10 ℓ를 증발 건

조하여 1 g 정도의 미네랄을 추출한 후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칼슘(9.47%), 마그네슘(7.65%)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이 미네랄 속에는 나트륨, 규석, 망간, 철, 니켈, 구리 등의 미네랄 성분이 나왔다. 이와 같이 광천수를 잘 이용하면 좋

은 항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미네랄은 뼈, 치아, 혈액, 모발, 손톱, 신경조직 등 신체의 구성재료로서, 미네랄이 없으면 상기 조직들이 형성될 수 없으며,

미네랄은 체액의 산 알칼리 평형에 관여하고 효소의 활성기 부분으로 생화학반응에 관여한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이 토양에서 유실되어 사라지고 있고 그런 토양에서 자란 식물체에서도 사라지

고 있다.

미네랄은 산성비에 의해 표토에서 씻겨 내려가며, 쏟아 부어지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토양 미생물이 박멸됨에 따라 식물

체의 뿌리에서 유기화 과정이 실패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란 야채와 과일에 미네랄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네랄은 식품가공에 의해서도 손실된다.

[표 1]

미네랄종류 밀가루(%) 백설탕(%) 백미(%)

칼슘 60  80

마그네슘 90 99 83

칼륨 77 98  

나트륨 78   

인 71   

철 76 64 64

아연 72 98 75

구리 63 83 26

망간 88 93 45

크롬 87  75

몰리브덴 60 83  

코발트 50   

셀레늄  10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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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네랄의 보충은 중요한 문제이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성격이 온순해진다.

기능수에 대한 종래기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999-31091호에서는 피처리수의 수용용기와, 상기 수용용기

내에 설치되며 상기 수용용기내의 피처리수의 유출입이 가능한 내부공간을 가지고 1차처리수를 제공하는 다수의 맥반석

육각체와, 상기 육각체들로부터 제공되는 1차처리수가 유통가능한 유통로와 상기 유통로를 둘러싸는 고리상의 영구자석

을 가지고 2차처리수를 제공하는 다수의 자화처리부와, 상기 자화처리부로부터 제공되는 2차처리수를 여과하는 여과부

와, 상기 여과부를 거친 최종처리수를 저장하는 저장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수의 제조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443448호에서는 이온 투과성의 격막을 통하여 양극판과 음극판을 설치한 제1전해조에 전해질을 함

유하는 원수를 공급하여 전해하고, 상기 제1전해조의 음극측으로부터 얻어진 전해수를 이온 투과성의 격막을 통하여 양극

판과 음극판을 설치한 제2전해조의 양극측으로 더욱 전해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기능수.이온 투과성의 격막을 통하여 양극판과 음극판을 설치한 제1전해조에 전해질을 함유하는 원수를 공급하

여 전해하고, 상기 제1전해조의 음극측으로부터 얻어진 전해수를 이온 투과성의 격막을 통하여 양극판과 음극판을 설치한

제2전해조의 양극측으로 더욱 전해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과산화수소, 라디칼 OH, 및 미량의 염소를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해기능수가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21980호에서는 인체와 동식물에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수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수돗

물 속에 함유된 유해 오염물질을 다수의 정수 필터를 이용하여 정제시키는 1단계 정제장치와; 1단계에서 정제된 물을 의

료물질 생성장치를 통해 전기분해시키는 2단계 정제장치와; 2단계에서 정제된 물을 생체기능조절유도체에 통과시켜 물성

변화를 가하는 3단계 정제장치와; 상기 3단계에서 정제된 물을 세라믹 메달과 광석을 통과시켜 물 분자를 콜로이드화 시

키는 4단계 정제장치와; 4단계에서 정제된 물을 다수의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시켜 살균처리하는 5단계 정제장치로;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수의 제조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330824호에서는 유입되는 원수로부터 정수를 생성하는 필터; 상기 필터를 경유한 정수로부터

전해수를 생성시키는 것으로서, 제1전해수를 생성하는 제1전극이 설치된 제1전해수생성부와, 제2전해수를 생성하는 제2

전극이 설치된 제2전해수생성부와, 제1전해수생성부와 제2전해수생성부를 나누는 이온격막으로 구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해수생성 유닛; 상기 제1전해수와 제2전해수중 어느 하나가 출수되는 전해수출수부; 상기 제1전해수와 제2전해

수중 나머지 하나가 출수되는 전해수배수부; 상기 정수가 출수되는 정수출수부; 상기 제1전해수를 전해수출수부로 그리고

제2전해수를 전해수배수부로 흐르게 하거나, 제1전해수를 전해수배수부로 그리고 제2전해수를 전해수출수부로 흐르게

변환 가능한 것으로서, 상기 전해수생성유닛과 상기 전해수출수부 및 전해수배수부 사이에 설치되는 4-way 밸브; 상기 전

해수배수부에 설치되어 그 전해수배수부를 경유하는 전해수의 유량을 제한하는 오리피스; 상기 필터와 상기 전해수생성유

닛 사이에 설치되는 제1솔레노이드밸브; 상기 필터와 상기 정수출수부 사이에 설치되는 제2솔레노이드밸브; 상기 제1전

극과 제2전극에 DC 전원을 공급하되, 그 전원극성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원부; 상기한 구성들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수생성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3-78904호에서는 고압수 수용탱크의 내부에, 산소와 수소의 혼합가스 분사노즐과 점화 장치 및

막대 또는 선 형태의 금 공급장치를 구비한 연소실을 마련하고, 이 연소실내에서 점화장치에 의해 상기 산소와 수소의 혼

합가스 분사노즐에 점화하여 원료인 금을 용해 증발시키며 생성된 금 증기를 고압수와 접속시키고, 생성되는 금초 미립자

를 수중에 부유 분산시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 초미립자 함유 고기능수의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2-94001호에서는　　수중에 티타늄 용융물이 용해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기능수가 개시되

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물을 통하여 인체에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시키고, 나아가 광천수보다 더 인체에 이롭고 유용한 기능수를

제조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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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구자석과 공기흡입 및 분사수단을 구비하고, 공기를 자화시켜 만든 활성공기

를 수돗물 또는 지하수에 폭기시키는 활성공기 발생기를 포함하는 활성수 제조기; 상기 활성수 제조기와 연결되어 이로부

터 유입되는 활성수 및 이와 별도로 유입되는 미네랄 파우더를 수용하는 반응조와, 이 반응조를 가열하는 가열수단과, 교

반수단을 포함하는 반응기; 상기 반응기의 상단에 연결되고 내부로부터 석관, 자석관 및 유리관으로 구성되는 응축기를 구

비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장치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조장치는 상기 응축기에 장착되어 석관을 가열함으로써 원적외선을 방사하도록 하는 히터; 상

기 응축기의 유입구 및 유출구와 연결되어 유리관으로 냉각수를 공곱하는 냉각탑; 상기 응축기의 하단에 연결되어 이로부

터 유입되는 응축수를 수용하는 저장조; 상기 저장조에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함으로써 감압 증류 및 증기와 응축수의 흐

름을 유도하는 진공펌프; 상기 저장조에 연결되고 첨가물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 및 첨가물의 혼합물을 위한 교반수단을 포

함하는 혼합조; 상기 혼합조에 연결되고 미네랄 파우더로 이루어진 필터를 포함하는 pH 조정조를 더욱 구비한다.

상기 반응기의 반응조는 활성수의 유입을 위한 유입구와 미네랄 파우더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를 포함하고 진공펌프에 의

해 그 내부에 감압이 유도되며, 상기 가열수단은 반응조의 하부 외주면에 설치되어 반응조를 가열함으로써 반응조에 수용

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감압 증류시켜 파우더로부터 미네랄을 용출 및 이온화시키며, 상기 교반수단은 반응조에 장착되

고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반응조에 수용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교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석관은 게르마늄(Ge), 셀레늄(Se)을 함유하는 페그마타이트 원석을 가공하여 라이닝한 것으로 반응기의 상단에 연결

되고 히터에 의해 가열되어 반응기로부터 유입되는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는 증기 및 응축수에 원적외선을 방사시키

며, 상기 자석관은 석관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증기 및 응축수를 자화시키며, 상기 유리관은 자석관의 외주면에 장착되고

냉각수가 흐르는 내부공간과 냉각수의 출입을 위한 유입구 및 유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pH 조정조의 필터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 볼 형태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통과시켜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 pH를 7.5 내지 8.5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미네랄 파우더는 페그마타이트를 0.35 내지 1 ㎛로 미분쇄한 후, 이를 게르마늄(Ge), 홀뮴(Ho), 세륨(Ce), 지르코늄

(Zr), 란탄(La), 이트륨(Y)과 함께 혼합한 다음,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로 숙성시킨 것임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제조하는 방법은 (a) 공기를 활성공기 발생기에서 자화시

켜 활성공기를 만든 후, 이를 수돗물 또는 지하수에 폭기하여 활성중산소를 포함하는 활성수를 제조하는 단계; (b) 활성수

를 반응기에 주입하고 미네랄 파우더를 투입한 후 감압 증류시켜 파우더로부터 미네랄을 용출 및 이온화시키는 단계; (c)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는 증기를 석관, 자석관 및 유리관으로 이루어진 응축기를 통하여 배출시키면서 응축시키는 단

계; (d) 응축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수에 토코페롤, 유비퀴논, 철염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조방법은 (e) 미네랄 파우더를 이용하여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pH를 조절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할 수 있

다.

상기 (c) 단계에서는 상기 유리관을 통하여 냉각수로 증기를 응축시키면서, 게르마늄(Ge), 셀레늄(Se)을 함유하는 페그마

타이트 원석을 가공하여 라이닝한 석관을 가열하여 원적외선을 방출시켜 증기 및 응축수가 원적외선을 흡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석관을 통하여 증기 및 응축수를 자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e) 단계에서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 볼 형태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필터를 제작한 후,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통과시켜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 pH를 7.5 내지 8.5로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되는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는 상기 (d) 단계까지 거치면 pH 5.0 내지

6.0의 산성수가 되며,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e) 단계까지 거치면 pH 7.5 내지 8.5의 약칼리성 음용수가 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치의 개략도로서, 상기 장치는 크게 활성수

제조기(10), 반응기(20), 응축기(30), 히터(40), 냉각탑(50), 저장조(60), 진공펌프(70), 혼합조(80), pH조정조(90)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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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활성수 제조기(10)는 활성공기 발생기(11)와 수돗물 또는 지하수를 수용하는 수조를 구비하며, 상기 활성공기 발생

기(11)는 영구자석과 공기흡입 및 분사수단을 구비하고, 대기로부터 공기를 흡입하여 자화시킴으로써 활성공기를 만들고,

이를 수조에 수용된 수돗물 또는 지하수에 폭기시킨다.

상기 반응기(20)는 활성수 제조기(10)와 연결되어 이로부터 유입되는 활성수 및 이와 별도로 유입되는 미네랄 파우더를

수용하는 반응조(21)와, 이 반응조를 가열하는 가열수단(22)과, 교반수단(23)으로 구성된다.

상기 반응기(20)의 반응조(21)는 활성수의 유입을 위한 유입구와 미네랄 파우더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를 구비하고, 진공

펌프(70)에 의해 그 내부에 감압이 유도된다.

상기 가열수단(22)은 반응조(21)의 하부 외주면에 설치되어 반응조(21)를 가열함으로써 반응조(21)에 수용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감압 증류시켜 파우더로부터 미네랄을 용출 및 이온화시킨다.

상기 교반수단(23)은 반응조(21)에 장착되고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 반응조(21)에 수용된 미네랄 함유 활성수를 교반한다.

상기 응축기(30)는 반응기(20)의 상단에 연결되고 내부로부터 석관(33), 자석관(32) 및 유리관(31)으로 구성된다.

상기 석관(33)은 게르마늄(Ge), 셀레늄(Se)을 함유하는 페그마타이트 원석을 가공하여 라이닝한 것으로, 반응기(20)의 상

단에 연결되고 히터(40)에 의해 가열되어 반응기(20)로부터 유입되는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는 증기 및 응축수에 원적

외선을 방사시킨다.

상기 자석관(32)은 석관(33)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증기 및 응축수를 자화시킨다.

상기 유리관(31)은 자석관(32)의 외주면에 장착되고 냉각수가 흐르는 내부공간과 냉각수의 출입을 위한 유입구(31a) 및

유출구(31b)를 구비한다.

상기 히터(40)는 응축기(30)에 장착되어 석관(33)을 가열함으로써 원적외선을 방사하도록 한다.

상기 냉각탑(50)은 응축기(30)의 유입구(31a) 및 유출구(31b)와 연결되어 유리관(31)으로 냉각수를 공곱한다.

상기 저장조(60)는 응축기(30)의 하단에 연결되어 이로부터 유입되는 응축수를 수용한다.

상기 진공펌프(70)는 저장조(60)에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함으로써 감압 증류 및 증기와 응축수의 흐름을 유도한다.

상기 혼합조(80)는 저장조(60)에 연결되고 첨가물의 투입을 위한 투입구 및 첨가물의 혼합물을 위한 교반수단을 구비한

다.

상기 pH 조정조(90)는 혼합조(80)에 연결되고 미네랄 파우더로 이루어진 필터(92)를 구비한다.

상기 pH 조정조(90)의 필터(92)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볼(91) 형태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미네랄 함

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통과시켜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 pH를 7.5 내지 8.5로 조절한다.

도 1의 장치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제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활성수 제조기(10)를 이용하여 수돗물 또는 지하수로부터 활성수를 제조한다.

공기 중의 산소는 자력선과 반응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소를 이용하면 활성중산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대기 중의 공기를 활성공기 발생기(11)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3,500 내지 4,000 G의 자력을 갖는 적어도

한쌍의 마주하는 영구자석 사이로 통과시키면, 보통의 산소보다 반응성이 높은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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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성중산소의 경우 일반적인 산소와는 달리 맨 가장자리의 전자궤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핵의　구속

력이 작아져 최외각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 에너지 일부가 밖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소와 비교해서 다른 분

자들과의 반응하는 힘이 강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최외각의 궤도가 커진 상태를 가장 큰 산소 중합체라 한다.

자력에서 배출되는 힘에 의해서 산소를 포함한 공기는 어느 분자와도 반응을 강하게 한다. 이 강력한 산소분자는 오존과

같은 과잉의 산화 반응력을 가진 위험한 성질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온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시킨 공기는 강력한 산소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 불어 넣어　주면 이온역할을 백분 발휘하기

때문에 훌륭한 탈취효과를 발휘하며, 또한 이온화된 공기를 가졌기 때문에 공기 청정 효과 등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이 공기를 물속에 일정하게 불어 넣어주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생겨 아주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

보통의 물은 분자 H2O가 여러 개에서 수십 개 정도 연결되어 존재한다. 물론 단분자로 존재있는 것도 있지만 상온에서 물

은 복수의 분자가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운동한다.　이 집단을 클러스터(Cluster)라 부른다.

물분자 H2O는 분자전체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국부적으로는 (+)에 대전하는 것과 (-)에 대전하는 것이 있다. 이

것은 물분자 안의 전자가 편중하여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온과 같이 직접 (+)전하와 (-)전하가 끌어당기는 강한 대전이 아

닌 약한 대전으로 평소에 물분자가 결정된 곳에 나타난다. 기체와 같이 분자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대전은 그다지

　영향은 없지만, 액체와 같이 순간적으로 분자가 나란히 되어있는 곳에서는 (+)에 대전한 곳과 (-)에 대전하는 곳이 전기

적인 흡인력으로 연결된다. 그다지 강한 흡인력은 아니지만 이 힘에 의해서 물분자는 여러 개에서 수십 개 정도가 연결되

어 하나의 집단을 만든다.

물분자는 액체 안에서 평소에 움직이고 있다. 열운동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끊어지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여 형태나 크기

는 평소에 변화하고 있다. 즉 열운동과 전기적인 흡인력이 균형을 이루어 물 집단은 터무니없이 커지게 되는 일도 없고, 모

두가 단분자로 되는 일도 없으며, 단분자의 H2O와 집단의 H2O가 섞여서 존재한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다.

이와 같은 물분자의 집단은 식물이 세포내에 물분자를 흡수할 때 또한 물에 녹아있는 영양분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때 그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나 활성공기 발생기(11)에서 나오는 중산소를 이용하여 물분자의 집단을 잘게 하고, 이러한 단분자

가 많은 물을 동식물이 섭취하면 영양분이나 미네랄의 흡수를 보다 좋게 할 수 있다. 즉 동식물의 생체수와 같기 때문에 흡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활성공기 발생기(11)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공기를 물에 불어 넣어주면 물분자 집단이 잘게 쪼개진다. 그러므로 활성공기

발생기(11)에서 생성되는 활성공기를 물속에 폭기하면 강한 산소분자가 수중으로 잘게 용존된다.

액체는 분자의 인자와 만나도록 접근하며, 강한 분자산소의 맨 가장자리 산소가 가진 전기적인 에너지가 물분자끼리 당기

고 있는 에너지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물분자의 연결을 끊어나간다. 물분자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은 어디까지나 물분자의

전자가 편중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약한 전계가 밖을 나와 그 인력으로 끌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 따

라서 결합하고 있는 옆에 정제된 산소분자가 있으면 최외각 전자가 갖는 전계 쪽이 강하기 때문에, 물분자는 물분자와의

결합을 풀어서 정제된 산소와 연결하려고 하지만, 최외각 전자는 산소분자의 외각을 자유롭게 돌아 분극(같은 곳에 같은

부하가 평소에 나타나는 것)하지 않기 때문에 결합은 순간적이며 길게 계속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하여 활성공기 발생기(11)에서 생산되는 활성공기는 물의 분자 집단을 가늘게 만든다.　물분자는 그냥 두면 다

시 분자 집단을 만든다. 따라서 이 활성공기를 물속에 계속 용존 폭기시키면 물분자 집단을 가늘게 하는 양이 재결합하는

양보다 훨씬 많게 되어, 수돗물과 같은 염소가 혼입되어 있는 물도 깨끗한 기능성 물로 전환된다.

활성공기 발생기(11)는 고성능 산소분자 및 이온공기를 생산할 수 있고, 항상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으며, 탈취효과가

뛰어나서 유황계의 취기성분을 효과적으로 없앤다.

활성공기를 물속에 넣으면 산소의 용존속도가 빨라 콜로이드화하여 활성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물 분자집단을 미세화하여

가용성 및 침투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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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활성수 제조기(10)를 이용하여 제조한 활성수를 반응기(20)의 반응조(21)에 주입한 후, 미네랄 파우더를 투입한다.

미네랄 파우더의 투입량은 활성수 1 ℓ에 대하여 0.1 내지 10 g 정도가 적절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미네랄 파우더를 생물원자극소 이론에 근거하여 제조한 것이다.

우선 페그마타이트 원석을 파쇄한 후, 이를 300 내지 400 mesh로 분쇄한 다음, 이를 다시 제트-밀(zet-mill)에 투입하여

미분쇄한다. 이때, 미분쇄 공정에서는 반드시 고압의 공기를 투입하여 분쇄를 실시해야 하며, 즉 상기 제트-밀에는 약 7 ㎏

/㎠의 컴프레서 에어(compresser air)가 투입되어진다. 그 이유는 미분쇄 도중에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분쇄기를 사

용할 경우에는 페그마타이트내의 광물질의 성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 전술한 제트-밀에서 미분쇄된 파우더를 2단 체(sieve)에 통과시키고, 이 2단 체를 통과한 파우더를 에어 블렌더(air

blender)로 투입한다. 즉, 상기 파우더가 0.35 내지 1 ㎛ 정도이면 에어 블렌더로 투입하여 혼합공정을 수행하고, 만약 그

이상이 되면 제트-밀에서 다시 미분쇄한다.

미분쇄된 페그마타이트와 게르마늄(Ge), 홀뮴(Ho), 세륨(Ce), 지르코늄(Zr), 란탄(La), 이트륨(Y) 등의 무기물을 전술한

에어 블렌더에 투입한 다음, 이를 약 4 내지 5분간 고속 블렌딩하여 혼합시킨다. 이후 혼합된 파우더를 70 내지 80%의 습

도 및 35 내지 45℃의 온도에서 약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이를 다시 건조시켜 미네랄 파우더를 제조한다. 상기 숙성

단계에서는 생물원자극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전통 장류에서 추출한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

를 사용한다.

생물원자극소의 이론에 대하면 살펴보면, 모든 생물 개체의 죽음은 죽는 순간에 조직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절

단되어 냉장된 조직은 아주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살아 있다. 절단된 팔목이나 손가락, 음경 등은

수 시간 이내에 접합수술을 하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며, 뼈 조직도 부러졌던 부분이 다시 이어지면 접합된 부분이 더 강

하게 된다. 본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특수물질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한 필

라토프는 그 새로운 물질을 생명에 기원된 자극이라는 의미에서 비오겐 스템리아틀(베 에스: 생물원자극소)이라고 명명했

다.

또한 얼지 않을 정도로 냉장한 뒤에 이식된 각막은 오히려 주위의 혼탁한 부분이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대

칭 각막도 투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이 사실은 생물원자극소가 체액과 혼합하여 신체의 다른 부분

으로 돌아 전신의 조직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이 영하 2 내지 4℃의 저온, 고온, 자외선 등에 노출되거나 과로 상태에 빠지면, 생물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생물원자극

소라는 새 물질이 자연 발생한다. 그에 의해서 생체의 생명현상이 활발하게 되어 대사 작용이 항진되며 생체의 저항력을

항진시킴을 실증했다.

생물원자극소는 밀폐된 고기압 속에서 120℃로 끓여도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되는 화학적 성질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수용성이어서 일부분은 수증기화하고, 트립신(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다.

생물원자극소는 식물종자의 발아나 성장을 촉진하며 생물의 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상처치유를 촉진하고 조직호흡을 강화

한다.　동물에게 사용해도 효력이 있다. 미생물이 사멸할 때 생물원자극소를 다량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진흙(개흙)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러시아에서 실제 응용되고 있다. 루마니아 장수연구소에서는 펠 아말을 사용한 진흙 요법을 개발

하였는데, 이것도 주로 토양미생물 집단의 생물원자극소와 금속염으로 효과를 얻은 것이다.

생물원자극소는 항생물질과 같이 병원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전신의 모든 세포와 방위조직(임파구 등)에 작용하여 기능을

향상시킨다. 요즈음 해양요법, 머드팩, 진흙요법, 황토찜질방 등의 이론적 뒷받침은 생물원자극소의 이론이다. 우리나라

모든 개펄은 바로 생물원자극소 덩어리이어서 개펄속의 미생물과 해양생물들이 생물원자극소를 흡수하여 그것을 양분으

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떡갈나무잎을 15 내지 20매 정도 따다가 냉장고 속에 넣어두면, 나무에서 떼어낼 때 강한

절단자극 때문에 생물원자극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부패세균을 살균시키기 때문에 냉장고 안의 악취가 사라진다. 한 숟가

락 정도의 황토, 모래, 개펄 등에는 약 5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런 모래와 흙을 80 내지 100℃로 가열하였다가

0℃ 정도로 냉각시키면 미생물에서 생물원자극소가 발생하여 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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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미네랄 파우더는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를 사용하여 생물원자극소를

함유시킨 것이다.

다음, 반응기(20)에 투입된 미네랄 파우더를 함유하는 활성수를 교반수단(23)으로 교반하면서 감압 증류시킨다. 가열수단

(22)은 반응조(21)의 하단에 장착된 자켓(Jacket)과 이 자켓에 투입되는 스팀이나 기타 열원 및 온도제어장치 등으로 이루

어진다. 감압 증류에 의해 미네랄 파우더에 혼입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이 이온화 용출되며, 이 이온화 용출된 미네랄을 함

유하는 활성수 증기는 응축기(30)로 유입된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광석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용출은 찬물에서는 0.4%가 용출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2%가

용출된다고 증명되어 있다. 미네랄 파우더에는 분석결과 게르마늄 성분이 0.014%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보면

0.014%×2%(고온) = 0.028%×10,000 = 280 ppm의 게르마늄이 물속으로 용출된다.

따라서 증류의 목적은 염소 등 유해 휘발성 물질의 제거 뿐만 아니라, 미네랄의 이온화 용출량을 증대시키는 목적도 있다.

다음, 반응기(20)에서 배출되는 미네랄 함유 활성수 증기를 응축기(30)에서 응축시키면서 자화시키고 동시에 원적외선도

방사시킨다.

이때 배출 관로는 일반적으로 금속파이프가 아니고, 내부에는 게르마늄, 셀레늄을 함유하는 페그마타이트 원석(Ge, Se

pipe)을 가공하여 라이닝(Lining)한 석관(33)과 3,500 내지 4,000 G의 자력을 갖는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 파이프 자석

관(32)으로 구성하고, 외부는 유리를 라이닝한 유리관(31)으로 구성한다. 냉각수는 냉각탑(50)에서 냉각되어 유리관(31)

에 공급되며, 유리관(31)의 유입구(31a) 및 유출구(31b)를 통하여 순환된다. 응축기(30) 외부에는 125A의 전원으로 석관

(33)을 가열하는 히터(40)가 장착된다.

반응기(20) 내부에서 활성수가 이온화된 미네랄을 함유하면서 수증기화되어 응축기(30)의 석관(33)으로 배출될 때, 히터

(40)로 석관(33)을 가열하면 열을 받은 석관(33)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면서, 응축되는 물 분자가 더욱 작게 되어 극미량

(7 ppb)의 미네랄에 의해서도 물이 구조화되며, 이때 더욱 촘촘해진 물 분자의 입자크기는 직경 1,000Å 정도이다.

응축기(30)를 통과할 때 응축되는 물은 영구자석관(32)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화수가 된다. 자기장 에너지는 물이 원래에

가졌던 에너지로 복원시켜줌으로써 물의 용해력, 세정력, 침투력, 향균력을 뛰어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원리로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이 전자기장의 원리이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자기장을 통과할 때 강력한 자기장에 의하여 수질의 분자구조

가 6각형의 고리구조로 세분화되는데, 이렇게 변화된 자화수는 인체의 세포조직이 가장 좋아하는 물로 변화되게 된다.

응축기(30)에서 응축된 자화 활성수는 응축기(30)의 하단에 설치된 저장조(Vacuum Tank)(60)에 수용된다. 이때 저장조

(60)에는 진공펌프(70)가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하며, 이 진공압에 의하여 반응기(20)의 감압 증류부터 저장조(60)까지

의 증기와 응축수 흐름이 유도된다.

다음, 저장조(60)에 저장된 자화 활성수를 혼합조(Blending Tank)(80)로 이송하여, 비타민 E인 토코페롤(Tocopherol),

유비퀴논(Ubiquinone), 염화제일철(FeCl2)과 염화제이철(FeCl3)로 이루어진 철염(F2+, F3+)을 혼합한다. 상기 유비퀴논

은 조효소 Q(coenzyme Q)라고도 하며, 생체의 산화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전달물질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체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생체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첨가물들을 일정 농도(2×10-12 M)가 되도록 자화 활성수에 희석하여 2시간에 걸쳐 충분히 혼합한다. 이때 혼합은 교

반수단으로 활성공기 발생기(11)에 의해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자화 활성수는 생체 기능성을 띠어 인체의 건강, 미용, 환

경정화, 수산, 축산, 농업, 식품가공 등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유용하다.

다음, 혼합조(80)에서 기능성 물질들이 혼합된 자화 활성 기능수를 미네랄 파우더로 이루어진 필터(92)를 포함하는 pH 조

정조(90)에 이송하여 자화 활성 기능수의 pH를 조절한다. 상기 필터(92)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 볼(91) 형태로 1050℃

에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상기 필터(92)에 통과시키면, 각종 이온화된

미네랄에 의해 약알칼리수(pH 7.5 내지 8.5)가 되며, 이때 pH 조절은 센서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pH 조정조(90)를 통과한 자화 활성 기능수는 pH 7.5 내지 8.5의 약알칼리수로서 음용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pH 조정조(90)를 통과하지 않은 자화 활성 기능수는 pH 5.0 내지 6.0의 산성수로서 화장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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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제조한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는 흡수력이 빠르다. 물 분자구조가 아주 조밀하고 작기 때

문에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 침투력이 좋아 흡수(5 내지 10분)가 대단히 빠르므로 많이 마셔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상온에

서 그 어떤 물질에도 침투가 빠르게 나타난다. 물분자가 작기 때문에 마셨을 때 미각을 더욱 돋아주며, 부드럽고 느낌이 좋

아 혀끝에 야릇한 느낌을 주며,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도 며칠 동안만 마시면 자연히 몸에서 잘 받는다.

각종 미네랄과 효소,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 부작용이나 부담감

이 전혀 없고 부드러움을 준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토코페롤과 셀레늄, 게르마늄이 만나면 항암역할을 한다.

미네랄과 효소, 비타민 E로 하여금 맛을 돋아준다. 셀레늄, 게르마늄과 토코페롤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다수의 천연미

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항암면역력과 예방능력을 갖고 있다.

인체의 면역체계를 증강시켜서 인터페론을 생성, 알칼리체질로 전환해주면서 체내의 중금속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

킨다. 인체의 50억개의 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 세포의 활성화와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작용을 한다. 체내의 해로운

수소가스를 산소와 결합하여 물로 바꿔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시켜주며, 음식물 대사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탄소를 산소

와 결합시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스로 배출시킨다. 통증을 부드럽게 완화 및 안정시켜주며, 불안, 초조, 불면증을 제

거하는 역할을 한다.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전환시켜 세포를 노화시키는 아마노이드 성분을 억제 및 방지하며, 산성

화된 체액을 중화시켜 약알칼리 체질로 바꾸어 주면서 인체 내의 공해물질인 중금속물질과 결합하여 체내 밖으로 배설시

켜주기 때문에 각종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분석결과 물속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없고, 물분자가 작고 미네랄을 함유하여 장기간 보존과 음식물 저장에 있어서 오

랜 기간동안 저장능력이 뛰어나며, 기억, 전승, 전달 능력을 갖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하루에 약 1.5 ℓ 이상 마실 경우 고혈압, 당뇨, 위장, 간장, 대장, 방광염,

전립선, 변비, 설사, 두통 등에 효능이 있다.

또한 돼지고기, 닭고기, 바다 생선류, 회, 오리고기, 밥 짓는 물 등 음식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유의 냄새가 제거되고 맛

이 더욱 좋아진다. 식품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두부나 달걀의 신선도가 오래가며, 특히 생 달걀의 경우 몇 개월도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김치를 담아도 맛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가며, 양조(술)용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소주에 약 10 cc 정도 혼합하여 마시면 설사가 없고 두통이 없으며 위가 편안하여 숙취제거에 효과적이다. 입냄새, 발냄새,

냉장고,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제거에도 효과적이다.

무좀, 습진, 가려움증 등의 피부질환에 효과적이며, 특히 기미, 주근깨, 미백, 여드름, 잔주름 등 피부미용에 좋아서, 의약품

원료 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향수, 샴푸, 영양크림 등 각종 화장품 원료로 사용가능하다. 작물 재배 및 양식어 육종에도 유

용하다.

[실시예]

먼저, 활성수 제조기(10)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활성수를 제조하였다. 활성스 제조기(10)의 수조에 물을 정량하여 받고 활

성공기 발생기(11)를 통과한 활성공기를 이 물속에 용존 폭기하였다. 용존 폭기시간은 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하였

다. 이렇게 하여 수돗물 속의 염소(Cl2)와 같은 화학성분을 모두 제거하는 동시에 물분자가 작고 가늘며 둥글게 변한 활성

수를 제조하였다.

이 활성수를 정량하여 반응기(20)에 투입하였다. 반응기(20)는 100 ℓ의 반응조(21), 220 V 단상의 전기히터(22), 440 V,

5 Hp의 구동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교반수단(23)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활성수를 자켓이 부착제작된 G/L(Glass lining) 반응기(20)에 투입하고, 여기에 0.5 ㎛로 미분쇄한 미네랄 파우더를

활성수 1 ℓ에 대하여 1 g을 정량 혼합 투입하였다.

이때 미네랄 파우더는 페그마타이트 원석을 파쇄하고 이를 325메쉬까지 분쇄한 후, 분쇄된 페그마타이트를 0.5 ㎛ 정도까

지 미분쇄시킨 다음, 미분쇄된 페그마타이트에 게르마늄 0.01 중량%, 홀뮴 0.0001 중량%, 세륨 0.022 중량%, 지르코늄

등록특허 10-0693905

- 10 -



0.0115 중량%, 란탄 0.0077 중량%, 이트륨 0.0025 중량%를 혼합한 후,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를 사용하여 상기 혼합물을 습도 75% 및 온도 40℃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수분 함유량이 8% 정도가 되도

록 건조시킴으로써 제조하였다.

다음, 반응기(20)의 자켓으로 증기를 투입하여 반응조(21) 내부의 온도가 139℃까지 되도록 가열하면서 교반하여 활성수

를 감압 증류시킴으로써, 미네랄 파우더에 혼입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을 이온화 용출시켰다. 이때 진공펌프(70)로 250 ㎜

Hg의 진공압을 걸어 50 ℓ의 저장조(60)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다음, 미네랄을 함유하는 활성수 증기를 응축기(30)에서 응축시킴과 동시에 자석관(32)에서 자화시키면서 동시에 석관

(33)을 히터(40)로 가열하여 원적외선을 방출하게 하였다. 응축기(30)는 직경 125 ㎜, 길이 2,200 ㎜로서, 직경 25 ㎜의

유입구(31a) 및 유출구(31b)를 갖는 직경 75 ㎜, 길이 1,500 ㎜의 유리관(31)과, 직경 50 ㎜, 길이 1,200 ㎜, 3,500 G의

자석관(32)과, 직경 25 ㎜, 길이 2,000 ㎜의 석관(33)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저장조(60)에 저장된 응축수를 혼합조(80)로 이송한 후, 토코페롤, 유비퀴논, FeCl2와 FeCl3의 철염을 2×10-12 M

이 되도록 자화 활성수에 희석하여 2시간에 걸쳐 활성공기 발생기로 충분히 혼합하였다.

다음, 기능성 물질들이 혼합된 자화 활성 기능수를 미네랄 파우더로 이루어진 필터(92)를 포함하는 pH 조정조(90)에 이송

하여 pH를 7.5 내지 8.5로 조절하였다. 이때, 필터(92)는 미네랄 파우더를 세라믹 볼(91) 형태로 1050℃에서 소성한 것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pH 조절은 센서로 제어하였다.

이렇게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2종류로, 즉 pH 7.5 내지 8.5의 약알칼리수 및 pH 조정조

(90)를 통과하지 않은 pH 5.0 내지 6.0의 산성수를 제조하였다.

[시험예]

1. 미네랄 파우더의 성분 분석

표 2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한 바실러스 속 균주(Bacillus sp. SSA3, KCTC 8488)로 숙성시킨 미네랄 파우더의 성분

분석결과로서, 생물원자극소이론에 따라 게르마늄 등의 미네랄 성분들의 함량이 농축 증가하였다.

[표 2]

성분 함량(중량%)

SiO2 65.32

Al2O3 22.61

Fe2O3 3.10

CaO 1.69

MgO 1.30

Na2O 1.92

TiO2 0.79

K2O 2.16

Ge 0.014

Se 0.032

Zr 0.0113

Ca 0.045

Ho 0.0001

Y 0.0015

La 0.0076

Ce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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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성분 분석

표 3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미네랄 성분 분석결과로서, 게르마늄 등 다

양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성분 함량(㎍/ℓ)

Ca 230

Ma 68

Ge 1

Se 3

Na 6.5

Si 810

Mn 1

Fe 6

Ni 1

Cu 5

3.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수질검사

표 4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수질검사 결과로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는 판정을 받았다.

[표 4]

검사항목 기준 결과

1. 일반세균 100/㎖ 이하 0

2. 대장균군 불검출/50 ㎖ 불검출

3. 맛 무미 적합

4. 냄새 무취 적합

5. 수소이온농도 5.8 내지 8.5 6.0

6. 탁도 1NTU 이하 0.45

7. 색도 5도 이하 1

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ℓ 이하 1.6

9. 경도 300 ㎎/ℓ 이하 불검출

10. 증발잔류물 500 ㎎/ℓ 이하 98

11. 암노니아성질소 0.5 ㎎/ℓ 이하 불검출

12. 세제 0.5 ㎎/ℓ 이하 불검출

13. 페놀 0.005 ㎎/ℓ 이하 불검출

14. 말라티온 0.25 ㎎/ℓ 이하 불검출

15. 파라티온 0.06 ㎎/ℓ 이하 불검출

16. 페니트로티온 0.04 ㎎/ℓ 이하 불검출

17. 다이아지논 0.02 ㎎/ℓ 이하 불검출

18. 벤젠 0.01 ㎎/ℓ 이하 불검출

19. 톨루엔 0.7 ㎎/ℓ 이하 불검출

20. 에틸벤젠 0.3 ㎎/ℓ 이하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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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크실렌 0.5 ㎎/ℓ 이하 0.002

22. 불소 1.5 ㎎/ℓ 이하 불검출

23. 염소이온 250 ㎎/ℓ 이하 불검출

24. 질산성질소 10 ㎎/ℓ 이하 불검출

25. 황산이온 200 ㎎/ℓ 이하 불검출

26. 시안 0.01 ㎎/ℓ 이하 불검출

27. 총트리할로메탄 0.1 ㎎/ℓ 이하 불검출

28. 1,1,1-트리클로로메탄 0.1 ㎎/ℓ 이하 불검출

29.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ℓ 이하 불검출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ℓ 이하 불검출

31. 1,1-디클로로에틸렌 0.03 ㎎/ℓ 이하 불검출

32. 사염화탄소 0.002 ㎎/ℓ 이하 불검출

33. 디클로로메탄 0.02 ㎎/ℓ 이하 불검출

34. 6가크롬 0.05 ㎎/ℓ 이하 불검출

35. 비소 0.05 ㎎/ℓ 이하 불검출

36. 세레늄 0.01 ㎎/ℓ 이하 불검출

37. 알루미늄 0.2 ㎎/ℓ 이하 불검출

38. 구리 1.0 ㎎/ℓ 이하 불검출

39. 아연 1.0 ㎎/ℓ 이하 0.03

40. 철 0.3 ㎎/ℓ 이하 불검출

41. 망간 0.3 ㎎/ℓ 이하 불검출

42. 납 0.05 ㎎/ℓ 이하 불검출

43. 카드뮴 0.01 ㎎/ℓ 이하 불검출

44. 수은 0.001 ㎎/ℓ 이하 불검출

45. 카바릴 0.07 ㎎/ℓ 이하 불검출

판정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4.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수질검사

표 5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독성 및 자극시험 결과로서, 무독성 및 무자극성 물

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피부감작성시험
야기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피부의 홍반, 가

피, 수종 등이 관찰되지 않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98-116호

안점막자극시험 A.O.I.값이 0으로 무자극 물질로 판명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61호

급성경피독성시험
랫드의 급성경피독성을 시험한 결과, LD50은 5,000 ㎎

/㎏ B.W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61호

자외선흡수영역시험
280 내지 420 ㎚에 대한 자외선 흡수 영역을 시험한

결과, 자외선 흡수율은 0으로 측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33호,

제2001-64호

피부자극시험(P.I.I.)
Primary Irritation Index

(일차자극지수, sum of mean/4) = 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61호

5.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원적외선 방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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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원적외선 방사율 측정 결과로서, 원적외선 방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방사율(5 내지 20 ㎛) 방사에너지(W/㎡)

0.922 3.72×102

40℃에서 FT IR Spectrometer를 이용한 black body 대비 측정

6.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와 타제품 비교

표 7은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와 타사 기능수를 비교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본 발명의 기능수가 타

사 기능수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항목 본 발명 기능수 타사 기능수

수질분석 음용수 음용수

숙취제거 ○ ×

가려움증제거 ○ ×

냄새제거 ○ ×

부패성 1년 이상 3개월

화장품원료 ○ ×

제약원료 ○ ×

숙변제거 ○ ×

일반세균수 0 100/㎖ 이하

대장균수 불검출 50/㎖ 이하

탁도 0.45 이하 1 NTU

경도 불검출 300 ㎎/ℓ 이하

음식물 신선도 장기보존 ○ ×

음식물 맛향상 ○ ×

목욕수 ○ △

체질개선 ○ △

○: 양호, △; 약간, ×: 안됨

7.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의 임상시험

표 8은 부산의 모 한의원에서 2년간 679명(이중 289명은 복합 증상)을 대상으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

성 기능수를 이용하여 효과를 임상적으로 시험한 결과로서, 내외적인 증상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증상 매우좋음 호전 양호 약간양호 무반응 합계 효율(%)

당뇨 20 9 4 1 1 35 97

고혈압 36 5 6 5 4 5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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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65     65 100

설사 45     45 100

두통 30 1   1 34 97

위염 6 5 2 3 3 19 84

간장 2 8  2 2 14 86

대장염 13 8 3 1 1 26 97

관절염 3 35 5 11 3 57 95

피부염 34 12 9 8 4 67 94

요통 7 4 8 3 2 24 92

무좀 30 6 1  2 39 95

습진 24 12 3 1  40 100

가려움증 30 9 13 1 2 55 96

피로감 81 12 6 2 1 102 99

숙취해소 270 12   8 290 72

8.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이용한 밀감 재배시험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모 감귤농장(2,000평)에서 2년간 밀감 재배시험을 실

시하였다. 조생온주밀감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였으며, 본 발명 기능수는 엽면 살포 및 토양 살포하였다.

시험재배 결과, 감귤의 당도가 13.5 내지 14도로서 일반감귤(당도 12도)보다 높아졌다. 또한, 응애(병충해)의 서식밀도가

줄어들었고, 나무의 수세가 강해졌으며,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봄순, 여름순이 돋아났다. 토양의 pH가 5.5 내지 6.9로 증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양의 유기물이 많아져 미생물이 많이 서식하므로 토양의 콜로이드화가 현저하였다. 농약(살균제)

의 사용량이 평소보다 80% 감소하였고, 항상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매일 살포가 가능하

였다.

9.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이용한 양식시험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이용하여 양식장에서 15일간 넙치 치어(1 ㎝) 및 우럭 치어(0.5 ㎝) 양식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넙치 치어 및 우럭 치어의 생존율은 각각 90% 및 95%이었으며, 치어 생존율의 10% 이내

폐사는 자연적인 감소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생존율은 100%에 이른 것이었다.

또한, 악취 및 암모니아와 같은 유독가스가 제거되었고, 배설물 및 사료찌꺼기가 빨리 분해되어 사육조 내 탁도가 유지되

었다. 탱크 사육조 내 오염된 붉은 곰팡이 및 비브리오균이 완전 소멸되었고, 대장균 등 일반 세균 및 혐기성 미생물의 증

식은 억제되는 반면에 호기성 미생물은 활성화되었다. 물고기의 경우도 스트레스 감소로 성장촉진 및 육질개선 효과가 있

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는 각종 인체 질환, 식품 신선도 유지, 각종 악취제거, 작물 재배, 가축 및 양

식어 육종에 효과적이며, 따라서 음용수 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약, 식품 등의 원료 및 농업용수 등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미네랄 함유 자화 활성 기능수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장치의 개략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활성수 제조기 11: 활성공기 발생기

20: 반응기 21: 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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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열수단 23: 교반수단

30: 응축기 31: 유리관

31a: 유입구 31b: 유출구

32: 자석관 33: 석관

40: 히터 50: 냉각탑

60: 저장조 70: 진공펌프

80: 혼합조 90: pH조정조

91: 세라믹볼 92: 필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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