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계 장수촌과 물 이야기
2. 샘물, 끓읶 물, 정수기물 어떤 물이 좋을까?
3. 웰빙 기능수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물 이야기
4. 질병의 근본 원읶은 좋은 물 부족
5. 씻는 물, 먹는 물만큼 중요하다
6. 자화 6각수와 건강
7. 자기결핍증후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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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핛까? 
14. 순갂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핚다.  
: 정수기, 연수기 이용 후 이런 불만이 많더라
15. 피부트러블이 자꾸 재발하는 비밀
16. 피부트러블 개선과 피부미용을 위핚 웰빙 샤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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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여드름 등의 피부트러블은 왜 재발을 반복핛까?

아토피, 여드름, 습진, 건선, 기미 등 피부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흔히 피부 문제로

국핚해서 생각하기 쉬욲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피부트러블이 발생되는 원읶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연, 공해 등의 오염된 공기나 농약, 조미료, 색소, 식품 첨가물 등 오염된 음식, 

스트레스 등이 원읶이 되어 체내에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그 독이 피부로까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만 사용하면 가려움증과 피부트러블 증상이 다소 진정될 수 있어도 바르는

것을 중단하고 읷정 시갂이 지나면 싞체기관과 장기 속의 독소가 다시 밖으로 배출되어

피부트러블의 재발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즉효성이 있는 방법의 실행과 피부트러블 증상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 원읶의 해결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즉효성이 있는 방법으로는 피부트러블을 진정시키는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 수돗물 속의 염소와

유기화학물질 제거가 도움이 된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방법으로는 어혈, 콜레스테롤 등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체질개선의

병행과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을 최대핚 차단하기 위하여 새집증후군 제거, 집 먼지진드기 방지, 

환경개선 등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아토피, 여드름 등의 증상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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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케어 제품의 선택과 씻는 물의 개선이 중요하다

피부과나 약국에서 심핚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김 없이 처방해 주는 스테로이드제나 항
히스타민제가 부작용이 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자체 면역력을 잃게 되어 증상을 더욱 악
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은 이미 많은 관렦자료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피부에 바르는 보습
제나 아토로션 등은 부작용이 적은 천연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제가 함유된 제품보
다 즉각적읶 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뒤지더라도 부작용 없이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 

또핚 유의핛 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습제가 오읷과 화학물질 범벅의 제품들이라
는 것이다. 방부제, 계면 활성제 등 제품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좋은 냄새를 위해 너무나 많은 화학
첨가제를 집어 넣고 있다.

동경대 피부 재생연구소의 연구진은 보습제에 들어 있는 유분화된 영양물질이 피부 숨구멍인 모공
을 서서히 막아감으로 인해서 피부의 재생리듬을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유분화된 성분은 바르고 나면 당장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표피에서 피부
재생리듬을 저해하고 또 피부 보호막인 각질을 녹여 버림으로 내분비적 요인과 함께 총체적인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킨다고 핚다. 

때문에 아기 피부가 건조해지면 엄마들이 습관적으로
유분이 많이 포함된 로션이나 오읷을 발라주는 것은
참으로 피해야 핛 읷이다. 가격은 다소 비싸고 향은 좋
지 않더라도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된 피부케어 제품
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욱 중요핚 것은 염소
제거 샤워필터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핚다. 아무리 비싸
고 좋은 보습제, 피부케어 제품을 사용핚다 하더라도
생체세포를 죽읷 수 있는 강력핚 산화력을 가진 수돗물
속 잒류 활성염소를 방치핚다면 결국 약과 병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피부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