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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만든 �발산 � 세계가 인정한 우리고유의 돌
영양칠보석
영양에서 생산된 영양칠보석의 특징
영양칠보석은 영양군과 (주)태관이 협약을 체결해 영양군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월산에서 생산되는 칠보원석을 가공하여
등록상표 영양칠보석이란 이름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칠보석은
민족의 영산인 일월산에서 채굴 생산되는 일곱가지 영롱한 빛깔을 띄는
아름다운 돌로써, 36가지의 강력한 생명의 기(�)를 방사하는 신비의 돌
로 일곱 가지 영롱한 빛깔을 내며 강력한 생명의 기(�)를 방사하는 돌입
니다.

영양칠보석의 우수성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됩니다.
원석에 물을 흡수시켜면 자연의 흙냄새가 납니다.
기공이 많아 표면적이 넓어 원적외선 효능이 높습니다.
굽지 않은 원광 상태로도 물질변화의 효능이 높습니다.

재료명 고유 진동 주파수(hz)
방사거리(cm)

발신(+) 흡입(-)

영양칠보석

±4.0 ±7.0 ±10.0 ±14.0 ±15.0 ±22.5 ±25.5
±25.0 ±26.0 ±28.0 ±29.0 ±30.5 ±33.5 ±35.0
±36.5 ±39.0 ±41.0 ±62.0 ±62.5 ±64.0 ±67.0
±67.5 ±71 ±75.0 ±80.5 ±85.0 ±86.0 ±88.0

±92.0 ±92.5 ±97.0 ±98.0 ±100.0

1086 1261

칠보석의 효능
기는 옥보다 250배, 맥반석, 게르마늄보다 약150배 이상이며 원적외선이 92%이상 방출되며 수맥파(대
지의 방사선)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의 기와 가장 적합한 파동에너지를 방출하며 내
향균성, 탈취효과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방출되는 음이온이 치료작용을 하고 자연치유능력이 탁월합니
다. 인체에 맑은 피를 공급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이상 세포 증식억제 및 정상세포 회복 , 통증저하 및
스트레스 해소 , 체내 유해 축척물의 배출(노폐물, 수은, 납) 등 으로 현재 칠보석 침구류, 의료기, 화장품
등 건강용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친환경 토양 개량제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양칠보석
에서 방사되는 36가지의 회전에너지는 가공모양에 따라 수맥차단, 전자파차단, 건강증진용으로 나누어
지며 폐쇄된 차크라의 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데 효과가 큽니다.

칠보석원석 제조공정

영양소개 > 영양특산물 > 가공제품 > 영양칠보석영양칠보석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industrial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industrial/jewel


1. 채광된 원광
2. 원광을 대형 다이아몬드 칼로 절단 가공
3. 모양에 따라 절단 가공
4. 표면 연삭 가공
5. 절단가공 완료제품

출처 : (주)영양칠보석의료기

영양칠보석 판매상품

구입처
문의 : 054-683-9901, 9902

영양칠보석의료기 홈페이지 바로가
기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www.ychilbosuk.com/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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