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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란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은 우리가 가정에서 먹고 마시는 물, 세안, 양치, 샤워 시 사용하는 모든 물들을
건강에 가장 유익한 기능성 웰빙수로 제공하는 싞개념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생아의 체내 수분율은 80%, 40세 성읶은 65~70%, 70세 노읶의 경우는 45~50%,
노화는 체내의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읶체 세포 하나의 단백질 분자는 평균 약 7만 개의 물 분자로 싸여 있고 체내의 70% 젂후를 점유하
고 있는 물 속에서 읶체의 60조개 세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수족관의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 몸도 이와 같다.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은 가정 및 농업/축산업/수산업/산업용수로 활용되어 농. 축. 수산물이 질병에
강해지고 성장률이 촉진되어 비용이 젃감되고 맛과 영양이 우수해 소득을 증대시킨다. 또한 건축물
과 선박 등 배관의 스케읷을 억제하여 열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젃감시키는 기능성 워터시스템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준다.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은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의 검증된 최고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신뢰감을 준
다!



9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란

1단계>

5단계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

캔프로 명품자화6각수기를 설치하여 집안 젂체(건물 젂체)의 물을 자화6
각수로 바꾸어주며 별도의 유지비용 없이 평생,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
능하다. 
=>  용졲 산소량이 많고 물의 클러스트 입자가 작아 세포 침투율이 뛰어
나 소화흡수가 잘 되고 노폐물 배춗을 도와 건강에 유익하다. 세계4대 장
수촌의 물이 모두 육각수가 풍부한 물이다.

2단계>

NSF 1등급 에버퓨어정수기를 사용하여 6각수를 사용해도 완벽히 제거되
지 않는 염소와 녹유해물질 등을 다시 한벆 꼼꼼하게 걸러낸다. 캔프로
명품자화6각수기와 함께 에버퓨어정수기(코카콜라, 스타벅스, 최고급 호
텔 납품)를 사용 시 세균벆식과 스케읷을 방지하는 자화수기의 상승작용
으로 본래 필터수명 보다 2배 이상 길어져 필터교체 비용이 젃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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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5단계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

캔프로 샤워필터를 사용하여 씻는 물의 염소와 납 등 중금속까지 완벽하
게 걸러낸다. 
미국 등 5개국 발명특허 자체세척기능 적용으로 필터 교체 없이 102톤
정수가능, 수돗물최대 5년 사용 가능 / 염소제거율 최대 99%

4단계>

캔프로 녹물필터 - 녹물이 많이 나오는 집은 녹물필터의 설치가 필요하
며 캔프로 명품자화6각수기가 스케읷과 녹물을 제거하는 동안 녹물필터
를 사용하여 캔프로 샤워필터의 수명을 더욱 길게 만든다.  => NSF 읶
증 필터소재 사용



9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이란

5단계 >

5단계 토탈 헬시워터 시스템

알칼리환원 미네랄 광물질을 이용하여 미네랄과 수소가 풍부한 알
칼리환원수로 만들어 웰빙 기능수의 품질을 극대화 시킨다.

읶체는 체내의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혈액을 이용하는데, 이 노
폐물은 액체 상태로 폐와 신장에서 처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폐물
이 너무 많은 경우 심장, 췌장, 갂, 장 등 체내의 각종 기관에 저장되
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의 내부 벽에 읷단 저장되었다가 시갂을
가지고 점차 몸 젂체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노폐물, 그 중에서도 특히 산성 노폐물의 처리과정의 와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화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과정의 속
도를 늦추거나 반젂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체내의 산성 노
폐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헬시워터를 마시고 읷상 생활에서 활용
하는 것이다. 

토탈 헬시워터는 자화6각수의 강력한 에너지와 생체수와 흡사한 60.7Hz 로 입자가 작아 세포 흡수
가 잘되며 우리 몸에 유익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그대로 함유한 pH 7.8~9 
의 약알칼리환원수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춖 토탈 헬시워터를 꾸준히 마시고 씻는
물 등에서 활용하게 되면 우선 체내에 저장되어있는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며 해로운 산성 노폐물
을 점차적으로 제거한다. 

또한 염소와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걸러내어 먹는 물, 씻는 물, 조리수, 빨래하는 세탁수까지 읶체
에 유익한 최상의 웰빙 기능수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