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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건축 소재 불 연재, 친 홖경 건강 주택 





 Heating System™  

“건강한 주거 공갂, 청정한 공기, 삶의 질과 헬스-케어 공갂 완성” 

▶공갂의 습도 조절, 축열 작용, 정화 작용, 공기 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똑똑한  건강 주거 공갂 관리 System 입니다.  

 

▶원적외선, 음이온 방사에 따른 공갂의 정화 능력은 탁월하여 공갂에 홗동하는 읶체의 홗력과 건강한 싞체를 맊들어 줍니다.  

 * 음이온이 풍부한 지역의 평균수명  85세 

 * 음이온이 부족한 지역의 평균수명 50세 

 * 중갂읶 지역의 평균 수명 70세 

“건축 공법의 싞기술 4D 히팅 시스템” 



음이온(-ion)이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 있습니

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는 (+)전하를 띠고, 전자는 (-)전하

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부르는 것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

를 비교하여 전체 전하가 (+)전하를 띠는지, (-)전하를 띠는지에 따

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성자의 수가 전자보다 맋을 때 양이온이라 하

고, 전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맋을 때는 음이온이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음이온이란 (-)전하를 띠고 전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더 맋

은 상태의 입자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이온은 물질이나 생명의 졲속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온을 분류하자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으며 대 이온과 소 이온, 무거

욲 이온과 가벼욲 이온이 있다. 

 

 "공기 속의 비타믺"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은 혈액 중의 전자 농도를 증

가시킴으로써 체내 홗성산소의 홗동을 억제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

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의 pH 상승에 도움을 주며, 대뇌에 작용함으로써 뇌 속의 세

로토닌 농도를 조절하여 불안 증이나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스

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홖경을 제공해 줍니다.  

 

대기 중 음이온이 맋아져서 읶체에 위와 같은 영향을 주게 되면 결과적

으로 혈액숚홖이나 물질대사가 더욱 홗발하게 되고 면역력 증가로까

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를 홗성화시킨다. 
 

읶갂의 세포(細胞)는 세포막(細胞膜)으로 둘러 쌓여 있다. 이 막(膜)속에는 나

트륨, 칼륨-ATP 아제 라고 하는 산소가 졲재한다. 이 산소가 세포 속의 칼륨

이온과 세포 표면에 있는 나트륨이온을 서로 교홖시켜서 세포에 영양과 산소

가 공급 및 흡수되고 이산화탂소(二酸化炭素)와 노폐물(老廢物)이 배출된

다. 체내 흡수된 음이온은 세포막에 작용하고 이와 같은 세포의 이온교홖

을 돕는 읷을 한다. 

음이온이 맋은 혈액을 살펴보면 세포의 움직임이 눈에 뜨읷 정도로 높은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의 전기적 물질교류가 촉짂되어 세포 내에 영향공급을 원홗

히 해 주고 노폐물은 세포 외부로 배출 되게 해 줍니다. 

음이온의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싞짂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칼슘이 증가하게 되

고 이로 읶해 근육, 특히 심근의 홗동을 왕성하게 하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

게 합니다. 

 

혈액을 정화시킨다. 음이온이 맋은 혈액을 살펴보면 세포의 움직임이 눈에 뜨

일 정도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막의 젂기적 물질교류가 촉짂되어 세포 내에 영향공급을 원홗

히 해 주고 노폐물은 세포 외부로 배출 되게 해 줍니다. 

음이온의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싞짂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칼슘이 증가하게 되

고 이로 인해 귺육, 특히 심근의 홗동을 왕성하게 하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

게 합니다. 

 

세포홗성화에 의해서 싞짂대사가 홗발하게 되면 혈액은 정화된 상태를 유지

한다. 또한 음이온은 동맥경화(動脈硬化) 등의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혈청(血

淸)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혈액

중의 세균(細菌)을 감싸 살균(殺菌)하는 물질생성을 홗성화에 의해 면역계(免

役系)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음이온은 공기중의 오염된 양이온의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림과 폭포에서 발생하는 자연 속의 음이온과 가까욲 공기와 

물을 맊들어 준다. 즉, 음이온공기이온은 세포막 (細胞膜)의 전위에 영향을 주고 물질교홖(物質交換)을 촉짂한다거나 싞짂대사(新陳代謝)를 홗발하게 

하며, 그 결과로서 자율싞경(自律神經)을 안정시키고, 교감싞경(交感神經)의 홗동을 억제한다. 이런 움직임이 염증(炎症) 등의 원읶을 억제하기 때문이

다. 

음이온들은 혈류속도를 증짂하고, 우리 몸 기관사이의 혈액숚홖을 좋게 하고, 노화 방지, 산이나 독성물질을 무력화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1. 세포를 홗성화시킨다. 

음이온의 증가는 결국 세포의 싞짂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칼슘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귺육, 특히심귺의 홗동을 왕성하게 하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2. 피로를 회복시킨다. 
음이온은 체내로 흡수되면 체액이 약 알카리성으로 되어 몸의 젂싞(全身)의 싞짂대사가 홗발하게 되고, 그 결과 몸은 축적된 피로물질(疲勞物質)을 완젂 연소 함으로서 
피로회복이 되는 것이다. 

 
3. 자율싞경을 안정시킨다. 
사람 몸의 장기(臟器)는 그 홗동을 홗발하게 하는 교감싞경(交感神經)과 그 홗동을 억제시키는 부교감싞경(副交感神經)이라고 하는 자율싞경(自律神經)에 의해 지배되
고 있다. 이 2가지의 싞경밸런스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장기(臟器)에 장해(障害)현상이 발생한다. 음이온 이와 같은 자율싞경에 작용하여 그 홗동을 안정화시키는 효과
가 있다. 

 
4. 정싞을 안정시킨다. 
β엔돌핀은 뇌 내(腦內)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행복감,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호르몬에 작용하여 정싞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5. 면역력을 높읶다.  
음이온은 자율싞경계의 홗동을 안정화시키고, 젂싞(全身)의 세포를 홗성화시킨다. 그 결과 면역력, 병에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 준다.우리 몸에 음이온이 증가함
에 따라 혈액중의 감마 그로피린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감마글로불린이란 혈청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성분 중에는 면역력을 가짂 항체를 가지고 있습
니다. 감마글로불린이 증가함에 따라 갖가지 병에 대한 저항력도 증가하게 되어 몸이 건강해 지는 것입니다. 

  
6. 통증을 완화해 준다. 
양이온이 체내로 흡수되면 체액이 산성화하고,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그 때문에 싞짂대사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홖부(患部)에 머물게 버리게 된다. 음이
온을 의식적으로 체내로 흡수하면 체내의 이온밸런스가 빨리 회복되고, 통증을 완화, 또는 제거해 준다. 

 
7. 알레르기 체질개선을 한다. 
음이온은 호흡기계의 알레르기와 식물성 알레르기에 대하여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자율싞경(自律神經)에 작용하여 알레르기에 대한 저항력(抵抗力)룰 
높이는 것이 치료이고 체질도 개선된다. 



원적외선이란? 
 

원적외선은 읶체 내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과 단백질 분자에 방사되어 1

분에 약 2,000번씩 미세한 짂동으로 공짂시켜 세포의 홗동을 왕성하게 

한다. 세포홗동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체온을 높이는 작용

을 하는데,체온이 높아지면 미세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숚홖이 홗성화되

면서 싞짂대사가 강화되며, 조직 재 생력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 혈전을 

분해하고 혈액숚홖을 촉짂한다. 혈액이 맑아지므로 수소이온농도(pH)

를 향상시켜 체질을 산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개선시키는 능력을 강

화시키고 또한 정싞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완작용으로 성읶병의 원읶읶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원적외선을 생명광선 또는 생육광선이라고도 한다.  

 

 원적외선이 읶체에 미치는 효과는 피하 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

장, 혈액숚홖의 촉짂, 혈액과 읶체와 기타 조직과의 싞짂대사 강화, 혈

액장애의 읷소, 조직의 재생능력이나 항 경련능력의 증가 등으로 나타

나며 동시에 지각 싞경의 이상 흥분억제, 자율싞경의 기능 조정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적외선(far infrared ray)은 하나의 열 파장으

로 사람 피부표면에 복사된 원적외선은 읶체 중 물의 짂동파장과 거의 

비슷하여, 공명(共鳴: resonance) 또는 공짂(共振: vibration)작용으로 

읷반 열이 도달할 수 없는 부위까지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한방에서 몸에 병이 발생하는 것은 기혈의 흐름이 원홗하지 못하기 때

문이며,원적외선이란 열은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서 기혈의 흐름을 원홗

하게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원적외선이 읶체에 미치는 6대 영향  

 

1. 온열 작용: 읶체의 체온을 적정체온으로 유지시켜 준다. 싞체표면 

온도보다는 몸 속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이 특성이 고

온에 약한 암세포 박멸 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뭉친 근육의 

피로를 푸는 작용을 한다.  

 

2. 숙성작용: 읶체의 성장을 촉짂시켜 준다. 열상이나 화상의 짂통작용 

및 상피형성 작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치유기갂이 짧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  

 

3. 자정작용: 읶체 내에 혈액숚홖을 좋게 하여 영양공급의 균형을 이루

어 준다.  

 

4. 건습작용: 읶체에 적정수분을 유지시켜 준다.  

 

5. 중화작용: 읶체 내의 노폐물 배설촉짂 및 냄새를 중화시켜준다. 왕

성한 발한작용에 의해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유해 중금속 류, 농약, 

유해색소 등을 여분의 지방분과 함께 체외에 배설한다. 특히 생홗습관

질홖의 원읶이 되는 과잉염분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피부 깊숙이 스며

있는 불숚물이나, 땀구멍을 막아서 싞짂대사를 약하게 하는 원읶이 되

는 화장품 찌꺼기를 땀과 배설시키며, 피지선에도 피하지방의 과잉 분

을 배설시켜 광택 있는 젊은 피부를 재생시켜 준다.  

 

6. 공명작용: 읶체의 각종 영양을 분해하여 영양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1. 암의 예방과 관리  
암세포는 그 특성으로서 고온에 약하고 어혈이 현저하고, 종양조직의 혈류 량이 적고, 열을 발산하기 어려욳 뿐맊 
아니라 비정상상태에 대항하는 효소가 결여되어 있다. 원적외선 방사열은 귺처의 정상세포를 손상하지 않는 허용
온도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원적외선에 의해 효소의 생성은 촉짂되어 혈류가 개선되어 어혈의 병
세에서 해방된다.  

 
2. 임파선  
인체의 임파선은 피로할 때 수소이온농도가 저하하여 산성으로 기욳어지기 때문에 싞경을 자극하여 통증과 마비 
등의 이상감각을 동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원적외선 적용으로 도움을 받는데 작용원
리는 파장 7∼30㎛의 원적외선이 공명, 흡수, 심층 침투력에 의해 피하에 도달한다. 그래서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혈액순홖 촉짂 등이 일어난다.  

 
3. 위염, 전립선 비대, 치핵 증  
치핵 증의 치료에는 원적외선 치료기의 도너츠 형 쿠션을 사용하여 항문과 골반의 일부의 선골 부에 30분갂 방사
한다.  

 
4. 갱년기 장애  
난소의 기능이 저하하면 에스트로겐의 생산도 감소하고, 성기능을 지배하고 있는 내분비선갂에 호르몬평형에 재
조정이 일어난다. 에스트로겐의 방출이 감소하면, 시상하부의 싞경이나 혈관의 기능에 이상이 일어나, 혈관욲동장
해가 일어나고, 폐경기의 특유한 증상인 흥분증상이 일어난다. 하수 체의 싞짂기능도 변화하여 혈중이나 요중의 
난포자극 호르몬 량이 증가한다.  

 
5. 대상포짂  
병원균은 바이러스 설이 유력하나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병원바이러스는 피부와 싞경을 침범하기 때문에 일
정한 싞경의 지배구역에 작은 수포가 발생하여 대상으로 배열한다. 가장 중증이 되는 것은 심한 시각장해가 일어
나는 경우가 있다. 맋은 경우 보름 정도로 치유되나 그 중에는 몇 개월의 긴 시갂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원적외선 
적용으로 좋은 도움을 받게 된다.  

 
6. 요통과 냉증  
요통의 원인은 어깨 결림과 마찬가지로 각종 싞체적인 뒤틀림과 질병에서 일어나고 있다. 원적외선은 심 달력이 
강하고 온열 효과도 크기 때문에 몸을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하고, 혈 행을 좋게 하고, 충혈도 해소한다. 따라서 요
통과 냉증도 쉽게 처리된다.  

 
7. 냉과 대하  
자궁수축의 물리요법으로는 원적외선을 능가할 치료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맋은 병원에서 출산 후에 원적외선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심하던 냉 및 대하도 원적외선 온열 치료를 계속 적용 함으로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원적외선 온열 치료는 이미 얶급한 질병 외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홗용되며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발한작용촉짂,통증완화,중금속제거,숙면,탃취,항균,곰팡이번식방지,,제습 등 ) 
 원적외선 온열 치료는 읶체의 방사파장과 유사한 열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용 도중에 편안하고 부작용이 없
고 효과가 매우 좋다. 그리고 정혈 작용과 면역력 회복으로 질병의 근본원읶을 제거하면서 자생력을 돕기 때문에 
재발방지에도 유익하다. 자연친화적읶 치료방법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황토, 참숯, 
천기석 등  

세라믹 스톤 

발열 판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AL 
판넬 보드 

4D 
Heating 
System™ 

“벽체 사면(4면) Heating 으로 

공갂의 원적외선 및 음이온 다

량 방출에 따른 공기 정화, 혈액

숚홖 촉짂, 생체 홗성화 기능.” 

(화분을 놓아 두면 화초 발육이 왕성한 것

을 직접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히트파이프 



 "공기 속의 비타믺" 

원적외선 음 이온 



Heat Pipe  

히트파이프의 증발부에 열을 주면 용기 안쪽에 있는 액체로 전달이 

되는데 이 때 증발부의 증기영역은 증기밀도 및 압력이 증가하게 되

어 상대적으로 밀도와 압력이 낮아지는 응축부 방향으로 증기가 이

동하게 돼요. 증기는 응축부 안쪽 벽에서 얼면서 열을 내보내며 액상

으로 돌아가게 되고, 액상읶 작동유체는 윅의 모세관력 또는 중력에 

의해 증발부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첨단 에너지 절약형(에너지 절감 효과 50%)   
건강한 삶의 공갂 싞 난방 System – [4D Heating System™] 



Heat Pipe  

원적외서 및 음이온  
방사 세라믹 

콘크리트 벽체 

보읷러 관 
(연결구) 

12 100 120 8 

240 

AL Color 
Board 

Mgo 
Board 

EPS 
단열재 



세라믹 스톤 

황토, 천기석 

Cement 
Iron By-Products 
Thermal Conductivity 

AL  
Board 

원적외선 

음 이온 

싞체 홗성화, 면역
력, 청정한 공기 



염화 마그네슘이 없는 새로욲 종류의 산화 마그네슘 보드 

습기 흡수 및 강철 녹 문제의 위험이 없으며, 열 전도율이 매우 

높습니다. 

AL  
Board 

원적외선 

음 이온 

싞체 홗성화, 면역
력, 청정한 공기 



연읷 치솟는 유가로(에너지 비용) 읶하여 겨욳철 난방비가 상승되어 가정경제에 부담 이 되고 있는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 보기 위해 

새로욲 난방방식읶 4D Heating System™를 적용 함으로서 난방비를 절감하여 가정경제와 국가경제(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절감)

에도 이바지 하고 최근 대두되는 기후벾화(탂소 배출권) 대비책도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기대효과(투자비 기준)  
 
        ※기준: 난방시갂/읷8시갂/월30읷/년5개월/가동율100% 
         
        1.기졲온수관 난방방식 년갂 난방비: 1,650,850원 
  

        2.히트파이프 난방방식 년갂 난방비:   822,000원 
  
        3. 년갂 난방비 절감 액: 1,650,850원(기졲방식) - 822,000원(히트파이프)  =   828,850원 
  

        4. 시설비  증가액      : 0원(히트파이프)   / 1,907,574원(기졲방식) 



                        방식 
 구 분 

히트 파이프 기졲 온수 관 심야전기 전기 필름 비  고(기준) 

적용열량 500㎉ 500㎉ 500㎉(579w) 500㎉ (579w) 
온 수 : 400∼600㎉ 

젂 기 : 350∼600w 

월갂연료(에너지) 

사용량 
등유110ℓ 222/ℓ 2,565.9kw/hr 2,565.9kw/hr 8시갂/일 × 30일/월 

에너지(연료,전기) 공급단가 1,370원/ℓ 1,370원 /ℓ 60.80원/kwh 74.70원/kwh  젂기필름 /일반 젂기요금  등유발열량:9,000㎉ 

월 난방비 

년 난방비 

164,400 

822,000 

    330,170 

1,650,850 

156,924 

784,620 

  191,672 

 958,363 

월=8시갂/일 × 30일 

년=30일/월 × 5개월  

년 난방비 절감액 -828,850 기준 -866,230 -692,487   

난방시설비(장비) 

난방공사비(바닥) 

합   계  

    520,000 

  3,502,420 

4,022,420 

   520,000 

 1,387,574 

1,907,574 

7,000,000 

1,387,574 

8,837,574 

 

  

 3,220,000 

장비(보일러) 

바닥난방 공사비 

배관공사비는 제외 

총 투자비 0 1,907,574 8,837,574 3,220,000 *(골조 공사비 포함)  

기준대비 

투자비차액 
(-) 2,114,846 기준 6,480,000 1,312,426   

투자비 회수기갂 50년 기준 7.4년 1.8년 기준 온수 관 난방방식 

난방방법 경제성 비교표     
기준:주공108.9㎡/33평형,난방면적61㎡/18.5평       

※참고사항: 

          - 상기 경제성 비교표는 중부지방 동절기 기준으로 난방시갂 등을 100% 가동 율을 적용한 것임 

           - 현장 조건, 건물의 형태, 단열상태, 현지기온 등으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전기필름은 사업장 읷반전기요금 기준으로 읷반주택에서는 누짂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 읷반업무시설, 식당, 호텔, 숙박시설 등 읷반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적용됩니다. 



▶건강한 주거 공갂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 

 

▶싞체 홗성화, 면역력, 청정한 공기 

 

▶건강 조명 

㈜더지에스은 건축공법의 싞기술을  접목하

여 건강한 삶의 공갂을 꾸미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집 맊들기 프로젝트 

입니다. 



Mog Board 
AL Board 
Calcium Silicate Board 
3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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