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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의 전설을 담다
LA KE BAI KAL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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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의 푸른 눈, 바이칼 호수
지구상에는 많은 호수가 있지만 시베리아의 오지에 숨어 있는 바이칼(Baikal)호만큼 관심을 끄는 호수는 드뭅니다. ‘성스러운
호수’, ‘시베리아의 푸른 눈’, ‘시베리아의 진주’, ‘세계의 민물 창고’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깊은 오지에 묻혀 있고, 인간의 손길
이 닿지 않아서인지 바이칼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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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m

세계 최대의 담수호

2600 varieties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40m

가장 맑고 깨끗한 호수

4℃

4℃의 수온의 생명력

세계에서 가장 깊은 내륙호. 최고 수심 1,637m, 길이 636km, 평균너비 48km의 세계 최대의 담수호

2,6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며 생태 환경이 우수, 199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

수심 40m의 깊이에 있는 동전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 세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호수

바이칼 호수의 수심은 바다와 견줄 정도로 깊지만 온도의 변화없이 항상 4℃ 의 수온으로 생명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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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의 전설을 이야기하다
BR AND ST O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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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맑게 하는 우리 민족의 시원
전설의 탄생
바이칼 호수는 지금으로부터 2500만 년 전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호수의 심층수는 오랜 기간 주변의
암석을 거치면서 산소와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진주처럼 맑고 고운 호수의 물과 바이칼 주변
에 펼쳐지는 대자연은 바이칼 호수를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규모뿐만 아
니라 우리 고대의 설화와 민담과 유사한 전설이 있으며, 알혼 섬 일대에서 시베리아 사람들의 정신적 기둥을 담당해 오기도 했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칼은 레전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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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맑고 투명한 프리미엄
전설의 바이칼 기술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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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가장 신비한 물

바이칼호 지면(현지 생산공장)으로 부터 호수 중앙부위로 1,5km까지의 호수

전설을 담은 젊음의 상징

수질 층에서 특수공법으로 직접 취수하며, 세계 최고의 보틀링 설비업체인

러시아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진주’라 부르는 바이칼은 원래 타타르어로 ‘풍요로운 호수’란 뜻입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바이칼이 몽골어 ‘바이갈(Baigal)’ 즉, 순수한 자연에서 지원한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바이

독일 KRONES사의 친환경 설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매년 500

칼은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탄생한 곳이며, 세계 여러 민족 신화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담수의 20%를 담고 있으며 지금 가진 물만으로도 전 인류가 40년

억 리터 이상의 워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 1000억 리터까지 워터 추출량을

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의 물은 40m 이상 깊이까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맑고 투명하며 과학적으로 범접하기 힘든 신비한 자정능력이 있는 지상에서 가장 신비한 호수입니다. 예부터

증가시킬 수 있는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설의 바이칼 호수가 기술

바이칼 호수에는 손을 한번 담그면 5년, 발을 담그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바이칼 호수는 장수의 호수, 젊음을 유지하는 호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을 만나 Legend Baikal Water를 탄생시켰습니다.

면에서, 다시 수직 400m 아래로 뻗은 직수라인을 통해 코어라 불리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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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순수함을 기술로 담아내다
TECH NOLOG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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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바이칼 워터의 기술력

400m~500m 코어 수질 층에서 생산되는
최상의 퓨어 미네랄 워터
바이칼 호수의 가장 깨끗한 청정 워터 구역 ‘Deep Water Zone’의 400m에서 500m 사이의 코어 특수 수질 층’Core Layer of Water’ 은
지금까지 어떠한 오염물질도 검출 된 적이 없으며 항상 3.6~4℃의 수온 (용해수 온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용전산소량이 10.5~12.4mg/
L로 높으며 인간 세포의 원형질인 물 구조와 유사한 얼음 같은 구조로 뛰어난 흡수력과 부드러운 최상의 퓨어 미네랄 워터입니다.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수직 400m의 직수라인을 통한 특수공법으로 코어 수질층의 최상의 물만을 공급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맑은 구역
‘Deep water zone’을 담다
바이칼 호수는 세계 최대의 자연을 그대로 담은 담수호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은 담수의 소유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할 정도로 그 가치는 더욱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칼 국제
환경 연구 센터는 표면으로부터 심층수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 ‘Deep Water Zone’
독일 수자원 규정 준수사항에 의거 바이칼 호수의 물은 유럽과 일치하며 세계 위생 기준을 충족하
는 음용수로 인정 받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 구역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연방법으로 인하여 인접지역에 생산 공자의 인허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일
하게 LEGEND BAIKAL WATER 만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시설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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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400m 취수

스테인레스스틸 수도관
1.5km 직수 라인 설치
400m

운반 과정 없이 직접 취수하는
ONE-STOP DIRECT FACILITY 원스톱 생산설비

1.5km

레전드 바이칼워터는 코어층에서 취수 후 운반으로 인한 오염 걱정 없는 특수공법
(수심 400m의 직수라인)을 통한 직접 취수 방식과 One-stop direct 생산설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최상의 천연 프리미엄 워터만을 공급합니다.

세계 최고의 보틀링 설비업체
독일 KRONES사의 친환경 설비 사용으로 안전하게
BAIKAL AQUA LLC사는 바이칼호수 400m아래에 있는 물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로서 친환경 산업단지인 러시아 바이칼 호수 인근
Baikal sttlement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틀링 설비제조회사 중 가장 유명한 독일 KRONES(크로네스)사의 최신 친환경제조시설을

3단계 필터 과정

2단계 살균 과정

생산과정

≫

≫

≫

≫

≫

≫

≫

필터과정

필터과정

필터과정

자외선살균

2차살균

물 주입

진공포장

0.65 micro

0.45 micro

0.2 micro

갖추고 있으며 매년 500억 리터가 넘는 Baikal water를 생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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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율 : 20~40mi/cm2
진동파 : 254nm
살균 : 99.8% / 유속 : 22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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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수 권장 및 아토피의 효능 논문
바이칼호의 물은 러시아 식품영양 연구소에서 영유아의 분유를 타는 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흡수력과 산화방지 효과로 면역력 강화에 있어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연구 결과로 증명한바 있습니다.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보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알러지질환에 대한
복합적 치료에” Lake Baikal Water 의 사용 효과에 관한 연구

인증서
독립연구소 수질검사
㈜바이칼앤코는 BAIKAL AQUA LLC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
필터 과정을 거치기 전 Core Layer of water의 원수는 취수 직후 독립 연구소에서

LEGEND BAIKAL WATER의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 유통 및

수질검사를 진행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원수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의 Frezenius instiute 및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의 품질 인증서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지상에

※ LEGEND BAIKAL Water 만을 위한 독립 연구소 검사 시스템

제 68-5/898 호 인증 증명서, 허가증 No. 38.ИЦ.06.001.Л.000003.07.12

서 가장 깨끗한 워터입니다.
독일 Frezenius Instiute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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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질 인증서

한국 품질 인증서

러시아 품질 인증서

21

L E G E N D B A I K A L WAT E R

바이칼 워터의 프리미엄을 마시다
PR O DU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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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심층수의 특별함을 담다
여섯가지 프리미엄 포인트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성인부터 영유아까지 자극 없고 뛰어난 흡수력이 장점으로 첫 목 넘김이 부드럽고 뒷맛은 청량한 것이 매력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주변의 암석을 거치며 만들어진 바이칼 호수의 심층수는 산소와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프리미엄
워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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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산화환원반응의
탁월한 항산화 효과

수소 이온 농도 7.6p의  
자극이 없는 순도

성인부터 영유아까지  
뛰어난 흡수력

부드러운 첫 목넘김부터
뒷맛까지 상쾌한 청량함

낮은 염도와
균형잡힌 무기염류 함량

뛰어난 O2 함유량으로
인체조직에 산소 공급 증진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산화, 환원전위가 음용수로서 산화환

레전드 바이칼 워터의 수소 이온 농도 지수는 7.6ph로 사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얼음이 녹아 순수한 12면체의 입자로

레전드 바이칼 워터의 중수소와 산소 동위 원소-18의 함량

레전드 바이칼 워터의 낮은 염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칼슘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용존산소량(Dissolved Oxygen)이

원반응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산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람의 정상 지수 기준 7.4ph와 거의 동일하여 인체에 자극

구성되어 인체에 자극적인 요소가 없으며 성인부터 갓난아

이 매우 낮아 레전드 바이칼 워터는 ‘부드러운 물’로 사랑받

함유량으로 인한 공급과잉 및 부족 등 불균형의 문제를

10.5~12.4mg/l으로 인체조직에 산소 공급을 증진시켜 산화

이 없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고 있습니다.

해소합니다.

해독작용을 촉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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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캔 생수 제품부터 고급스러운 유리병 제품까지!
취향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의 바이칼 생수를 만나보세요

PET BOTTLE

330mL

CAN

500mL

1.5L

GLASS BOTTLE

330mL
28

330mL

SPARKLING WATER

500mL

750mL

500mL
29

L EGEND

OF

B AI K AL

워터, 그 이상의 레전드를 경험하세요
НАСТОЯЩАЯ
БАЙКАЛЬСКАЯ
ВОДА

‘LEGEND OF BAIKAL’
레전드 바이칼 워터의 특별함과 신비함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