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톡시Hrs
1,000℃ 에서 300시간 이상 용융하여 제조한 순수 소금





[1]. 소금은 세포 삼투압을 유지시킨다.
소금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세포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역할을 한다. 
염분이 결핍되면 체내삼투압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감퇴, 전신 무력증, 권태,
피로, 우울증, 정신불안과 의식혼탁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뚜렷한 기능상실이 일어난다.

[2]. 소금은 체내 알칼리성을 유지시킨다.
인간의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 은 탄산과 결합하여 중탄산염이 되어 혈액이나

그 밖의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준다. 
염분속의 나트륨은 칼륨과 함께 체내에서 pH 균형을 이루게는데,칼륨이

나트륨보다 많으면 인체는 급속히 산성화가 되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3]. 인체소화액은 소금으로 만들어진다.
또 염분속의 나트륨은 쓸개즙·이자액·장액 등 소화액 성분이 되며, 
염분속의 염산은 위의 소화액을 만들어 준다.







} 소금속 나트륨은 세포내의 수분을 흡수하여
} 세포내의 삼투압을 조정한다.



[1].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해수를 염전에서태양열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듭니다. 

[2]. 죽염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넣고 다져 대나무 입구를 진흙으로 봉한 후 가마에서 1,000~1,800도로 8번 구운 후 9번째는

장작불 위에 송진가루를 뿌려 1,300~1,700도로 가열하면 천일염 속의 독성물질인 비소는 대나무 속의 유황, 송진, 
철, 성분등과 합성되어 몸에 유익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3]. 가공염
소금을 전기적으로 이온분리하여 만듭니다. 
소금의 결정입자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분쇄, 세척과정을 거쳐 입자를 작게하고 성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흰색소금 혹은 꽃소금이라고도 불려지며 전문식당용, 일반가정용, 식탁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4]. 암염
염화나트륨 NaCl 등이 오랜시간 침전해서 이루어진 암석으로된 소금입니다. 
암염에는 돌로마이트 CaMg(CO3)2라든가 석고 CaSO4·2H2O 등도 포함되어있어 무색 또는 백색인데, 불순물에 의하여
적염·황염·청색염 등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5]. 구은소금
천일염을 세라믹 용광로에서 400~450도로 4시간 동안구워서 유기물과 비소가 제거시킨후

다시 550~600도로 4시간 동안 구워서 중금속, 산화물, 카드뮴이 제거시키고

마지막 단계로 700~800도에서 4시간 동안 구우면 납, 내화성 유기물, 칼슘, 마그네슘 등 산화물과 미네랄을

제거시킨 소금.

[6].기화염 (氣化鹽)
소금을 1,000도로 끓이면 소금은 액체로 변하면서 아황산 탄산, 염소등 유독물질들은 가스로 변하여 배출되고

중금속은 용광로 바닥에가라앉게 됩니다. 
이와같이 높은온도가 지속하면 염분또한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다가 급격히 크리스탈구조인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300 시간이상 지속되면, 소금의 입자구조는 나노화되면서 인체의 흡수율이 좋아지고 맛이 순한

새로운 물질의 소금인 “기화염” 이 됩니다.
소금과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독성가스와 중금속을 100% 제거시키고, 태초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맑고 투명한

신물질 기화염은 소금의 분자가 이온화 되면서 원적외선 에너지를 방사하며,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힘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데톡시Hrs 소금용융로를 이용한 제조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