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요
알칼리머그 레시피
가정용 전자레인지
700W기준

힐링요 신뢰성

사용상 주의사항
전자레인지 사용

회전가능한 전자레인지 사용

건강한 자연을

힐링요 특허/성적서

(전자레인지 사양과 재료의 양에 따라 조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분해되어 부드러운
재 료
조리법

재 료
조리법

tip

과립커피&믹스커피

과립커피 1ts(한 봉), 물 200ml
1. 힐링요 알칼리머그에 수돗물 또는 생수를 넣어주세요.
2. 과립 커피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주세요
믹스커피 한 봉, 물 150ml
1. 힐링요 알칼리머그에 수돗물 또는 생수를 넣어주세요.
2.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주세요.
3. 힐링수에 믹스커피를 넣고 저어주면 완성!

힐링요는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사용하시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힐링요의 효능을 보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닥이 회전하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닥이 회전하지 않으면 물이 끓어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유아 주의

고온 화상 주의

한국세라믹기술원
유해물질 불검출 시험성적서

힐링요 알칼리머그의 바닥은 고열이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나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림과 설탕이 포함된 믹스커피를 물과 함께 넣고 돌리시면, 끓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탈나지 않는 속 편~한

우유

재 료 우유 200ml
조 리 법 1. 힐링요 알칼리머그에 우유를 넣어주세요.
2. 뚜껑을 덮은 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주세요.

tip
간편하게 우려내는
재 료
조리법

우유가 맞지 않아 배탈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 티백 1개, 물 200ml
1. 힐링요 알칼리머그에 수돗물 또는 생수를 넣어주세요.
2. 녹차 티백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주세요.

tip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이 사라져 부드럽게 마실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규정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후, 교환 및 반품 불가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받은 제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단순변심, 사이즈 및 색상교환, 배송정보오류로 인한
배송비는구매자 부담 (교환_6,000원 / 반품_3,000원)

원적외선 발열도자기
특허증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열충격강도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힐링요 기술의 과학적 규명
식재료별 힐링요를 이용한 조리 및 분석실험결과
건강조리 도자기
‘힐링요’
를 이용한 조리메뉴얼의 과학적인 규명
힐링요 알카리수를 이용한 여드름치료 실험사례

빛으로 조리한다!

힐링요
알칼리머그
가이드
www.healingyo.com

(주)다손, 서울대, 2013.12
한양대학교, 2013.10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07

언론과 소비자가 인정한 힐링요

구매자 귀책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제품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상실된 경우
(다기/식기류는 차나 음식이 닿으면 도자기 특유의
성질인 스밈현상이 발생해 교환 및 반품 불가)
가스레인지로 사용했을 경우,
제품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교환 및 반품 불가

* 제품은 구매하신 해당 구매처에서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며, 사전 접수 없이 발송된 제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할 수 있으니, 제품 발송 전 반드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02-373-5000)에서 신청바랍니다.

엄지의 제왕
『생명을 지키는 체온 1℃의 기적』편

도전한국인상 수상
매일경제
성공다큐 최고다
MBN 뉴스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이 되는 찜질 독이 되는 찜질』편

극한직업
『생활자기제작』편

2012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10인상 수상 (김용 총재, 싸이, 장미란, 에릭스 도자기 외 10인)
에릭스 도자기, 세계적 디자이너 클라우디오 벨리니와 힐링요 디자인 손잡아…
강화자기에 이어 내열자기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도자기, 건강한 생활자기를 위한 장인
원적외선 방출 고기능성 내열 도자기 연구개발에 10년간 100억 투자

* 그 외 MBC 생방송 좋은 아침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소개

서울 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2길 19 보양빌딩 7층 T 02.373.5000
본사/공장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봉명양장로 15-37
T 061.454.7100

Caffeine
Lactose
Ta n n i n

OUT

전자레인지에 딱 2분만 돌려 주시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배탈을 유발하는 유당!
떫은 맛을 유발하는 타닌!

힐링요 알칼리머그 비교실험

..

잠 못 들까 두려워 커피를 피하셨나요?

..

수돗물, 생수

몸에 좋은 우유 배탈날까 못 마셨나요?

동일한 조건으로 약재 성분을
추출했을 때, 힐링요 주전자&머그로
약재를 우려낸 차가 일반주전자로
약재를 우려낸 차보다 색, 맛, 향이
더욱 진합니다.

저분자화

소화불량, 위산과다,
만성설사에 효능이 있고,
활성산소와 염증제거에 탁월한
알칼리수로 환원!

좋은 물 찾아 비싼 생수를 사서 드셨나요?

알칼리수

힐링요 알칼리머그에 수돗물 또는 생수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주시면, 에너지가 살아있는 건강한 힐링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분류

힐링요 알칼리머그 생육성장 비교
8주차 화분 성장상태

동일한 조건의 화분으로 실험했을 때,
힐링요 주전자&머그에 물을 끓여
식힌 힐링수를 준 화분은 활발한
성장을 보이나, 일반 수돗물을 준
화분은 거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힐링수는 일반 수돗물보다 5~10배의
생육을 촉진합니다.

힐링요 알칼리 머그는 수돗물 또는 생수를
알칼리수로 환원하여 노화 및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하며,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일반 수돗물로 자란 식물

힐링수로 자란 식물

힐링수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오염물질이 제거되지만 인체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도 제거되기 때문에 물 고유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힐링요 주전자&머그를 사용하실 때에는 수돗물이나
자연에서 취한 생수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주전자(가스레인지)로 힐링요 주전자(전자레인지)로
영지버섯을 우려낸 물
영지버섯을 우려낸 물

알칼리환원수

..

생명을 살리는 물

3회차 추출 - 물 1000ml, 영지버섯 10g

..

떫은 맛 때문에 몸에 좋은 녹차 안 드셨나요?

가정용 전자레인지 700W
물 200ml 기준

(전자레인지 사양과 재료의 양에 따라 조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힐링요 알칼리머그 약선추출 비교

저분자화
힐링요 알칼리 머그는 커피, 우유,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 유당, 타닌을 저분자화하여
불면증, 배탈, 떫은 맛 걱정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힐링요
알칼리머그 레시피

차/음료

품목

재료

조리시간

티백티

티백 1개

2분

봉지한약

1봉지

1분

액상유자차/액상대추차

50g

3분

통보리/옥수수

5~6g

3분

건솔잎/생솔잎

1g / 10g

3분

결명자/구기자

3g

3분

계피/오미자/둥글레/여주

4g

3분

복분자/산수유/오가피/헛개

6g

3분

영지/차가/홍삼/인삼

4~5g

3분

구지뽕/황칠나무류

20g

3분

조리TIP
머그에 티백을 넣고 돌리면,
특유의 떫은 맛이 사라짐
머그에 봉지한약을 넣고 돌리면,
약의 효능이 더욱 높아짐
-

3회 이상 재탕가능

5~10회 이상 재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