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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autiful Mind, 

              like a touch of mother

MOM HEALTH CARE STORY "오로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인 저는 33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통증을 어루만져 

주면서 건강을 지켜드리고픈 "맘헬스케어"의 대표 김분숙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공무원이었던 저에게는 육아 휴직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번에는 꼭 산후조리를 하리라 다짐하였으나 현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계절 무릎과 머리가 시려웠고 관

절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희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혈액 순환과 심신 안정 및 통증 완

화에 효과가 있다는 자석을 사다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아픈 곳에 붙였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석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얘기는 들었지만 통증까지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여 열심히 사용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난 후에 다시 사용하려 꺼냈던 자석은 안타깝게도 부식이 되어 피부에 부착할 수 없

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식이 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석 제품을 만들어 저처럼 통증으로 고생하시

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네오디움 자석을 천연광물로 코팅하여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자기장(地磁氣

場)과 원적외선까지 생성해 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맘헬스케어" 만의 특허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의 무한한 신뢰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맘헬스케어 제품이 세계의 명품이 

되는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 지속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만 지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스를 양극으로 배출시키며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지자기 활동이 강화되면 사람은 심장활

동과 피흐름 등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이 원활해지도록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속 환경은 어떠한가요? 콘크리트 속에 살면서 과학의 발

달로 전선류, 전자기기, 자동차,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등 일상생활에 항상 접하는 물건에

서 생성되는 전자파가 자기장 교란을 유발하여“자기장 결핍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앓

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유 모를 통증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

습니다. 그리하여 맘헬스케어는 네오디뮴 자석에 더하여 자연에너지 천연광물들을 

특수 코팅 처리하여 사람들의 혈류 건강을 지키고 여러 통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개발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맘헬스케어는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로써 한국인의 

건강,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의 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미국FDA 등록된 
특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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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네오플렌)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망사 A)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허리통증완화 및 허리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

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4개의 지지대가 추가로 

붙어있어 허리 고정을 좀더 단단하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수술환자나 허리가 굽어지는 분에게 적합합니

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리

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착용방법 착용방법

01 02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2중 고무벨트로 허리 강약을 단단히 조

절하여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01 02 03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3,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1, 23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Mom Health Care_76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망사 B)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아트콜라보 A  작가 조재임 - 바람숲)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2개의 지지대가 추가로 

붙어있어 허리 고정을 좀더 단단하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수술환자나 허리가 굽어지는 분에게 적합합니

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허리통증완화 및 허리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

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고무벨트로 허리 강약을 단단히 조절하

여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착용방법 착용방법

01 0102 03 02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2,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5,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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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아트콜라보 B  작가 조재임 - 바람숲)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아트콜라보 C  작가 조재임 - 바람숲)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허리통증완화 및 허리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

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16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허리통증완화 및 허리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

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착용방법 착용방법

01 0102 02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4,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7,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16개, 20mmx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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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허리벨트
(아트콜라보 D  고흐 - 별이 빛나는 밤에)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발목벨트
(네오플렌)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허리벨트

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25mm), 6개(20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허리통증완화 및 허리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8개의 파워-칩을 허리중앙에 고정시키고, 앞 단전 중앙에 6개의 파

워-칩을 고정하여 착용할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발목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6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발목통증완화 및 발목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발목 벨트를 잘 고정시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접착 부분을 펼쳐서 파워-칩 부분을 허

리중앙과 앞 단전 중앙에 맞추어 압박 강

도를 조절하여 허리벨트를 당겨 주십시오.

허리를 편안하게 고정시킨 후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착용방법 착용방법

01 02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aist-6, 20 (검정)  

M, L, XL, XXL  

1개 (25mmx8개, 20mmx6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Ankle-1 (검정)  

M, L 

1개 (13mmx6개)   

발목벨트를 개봉후 중앙 구멍부분을 뒤

꿈치에 맞추어 자리를 잡습니다.

발목부분을 윗쪽 벨크로로 압박 강도를 

조절한 후 접착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발등부분을 밑쪽 벨크로로 

압박강도를 조절한 후 접착시켜 주십시

오.

01 02 03



Mom Health Care_1312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무릎벨트
(네오플렌)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무릎벨트
(망사)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무릎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무릎통증완화 및 무릎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무릎 벨트가 무릎안쪽에 오도록 위치하고 8개의 파워-칩이 무릎중앙에 고정시

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무릎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8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무릎통증완화 및 무릎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습니다. 단 무릎 벨트가 무릎안쪽에 오도록 위치하고 8개의 파워-칩이 무릎중앙에 고

정시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Knee-3 (검정)  

M, L  

1개 (13mmx8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Knee-2 (검정)

M, L  

1개 (13mmx8개)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무릎벨트 가운데 

구멍을 무릎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1번째 벨크로(위쪽 벨크로)를 적당한 강

도로 잡아 당겨 접착부분에 붙입니다.

2번째 벨크(아래쪽 벨크로)를 적당한 강

도로 잡아 당겨 접착부분에 붙입니다.

01 02 03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벨트 가운

데 구멍을 무릎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가운데 벨크로를 적당한 강도를 잡아 당

겨 접착부분에 붙입니다.

나머지 위아래 벨크로를 사이즈에 맞게 

잘 붙여 줍니다.

01 02 03



Mom Health Care_1514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팔꿈치벨트
(망사)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손목벨트
(네오플렌)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팔꿈치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6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팔꿈치통증완화 및 팔꿈치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팔꿈치 벨트를 잘 고정시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

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손목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6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손목통증완화 및 손목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손목 벨트를 잘 고정시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Elbow-1 (검정)

M, L, XL 

1개 (13mmx6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rist-2 (검정)

Free 

1개 (13mmx6개)   

제품의 고리부분을 엄지손가락에 끼워 

손등 위로 돌려줍니다.

제품의 압박강도를 조절하여 벨크로를 

당겨줍니다.

손목을 편안하게 고정시키고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01 02 03

제품을 개봉하여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팔

꿈치가 제품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파워-칩이 피부에 잘 닿게 조절해 주십

시오.

아래 위 벨크로를 적당한 강도로 잡아 당

겨 접착부분에 붙입니다.

01 02 0301



Mom Health Care_1716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손목벨트
(망사)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파워-칩
(8mm)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손목벨

트입니다. 벨트 내부에 파워-칩이 6개(13mm), 1500 gauss가 내장되어 있으며 손목통증완화 및 손목 고정을 위해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손목 벨트를 잘 고정시켜 착용할 때 근육통증 완화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Wrist-1 (검정)

Free  

1개 (13mmx6개)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파워칩 

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인체부착용 밴드(영구자석)와 결합하여 부착함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

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0개(지름8mm), 1080 gauss 가 내장되어 근육통증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아픈 부

위마다 붙일 수 있는 다기능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8

Free 

8mmx10개, 재사용 패치 3장

인체 부착용 밴드의 박리지를 제거하고  

자석알이 밀착 되도록 부착합니다.

자석알을 붙인 밴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팔목, 목, 등) 어디든 간편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01 02 03

제품의 고리부분을 엄지손가락에 끼워 

손등 위로 돌려줍니다.

제품의 압박강도를 조절하여 벨크로를 

당겨줍니다.

손목을 편안하게 고정시키고 벨크로를 

접착시켜 주십시오.

01 02 03



Mom Health Care_1918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파워-칩
(12mm)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파워-칩 스페셜
(25mm)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파워칩 

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인체부착용 밴드(영구자석)와 결합하여 부착함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

으로 개발되었습니다. 8개(지름25mm), 1500 gauss 가 내장되어 근육통증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아픈 부

위마다 붙일 수 있는 다기능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25

Free  

25mmx8개

인체 부착용 밴드의 박리지를 제거하고  

자석알이 밀착 되도록 부착합니다.

01 02 03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파워칩 

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인체부착용 밴드(영구자석)와 결합하여 부착함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

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0개(지름12mm), 1080 gauss 가 내장되어 근육통증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아픈 부

위마다 붙일 수 있는 다기능 의료기기입니다.

착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12

Free 

12mmx10개, 재사용 패치 3장

인체 부착용 밴드의 박리지를 제거하고  

자석알이 밀착 되도록 부착합니다.

자석알을 붙인 밴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팔목, 목, 등) 어디든 간편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석알을 붙인 밴드를 통증이 있는 부위(팔목, 목, 등) 어디든 간편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01 02 03



Mom Health Care_2120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파워-칩 목걸이
(4 Color - 빨강, 흰색, 갈색, 검정)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파워-칩 팔찌
(4 Color - 빨강, 흰색, 갈색, 검정)

네오디움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해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목걸이입니

다. 목걸이 내부에 파워칩이 12개(8mm), 1개(15mm), 1,000 Gauss 가 내장되어 있으며, 목걸이를 착용할 때 어깨 

결림과 목 디스크, 목 통증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 목걸이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해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팔찌입니

다. 팔찌 내부에 파워칩이 12개(8mm) 1,000 Gauss 가 내장되어 있으며, 팔찌를 착용할 때 팔 근육통증과 손목 통

증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 팔찌입니다.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맘헬스 파워칩 목걸이

420, 450, 480, 510, 540, 570 

1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맘헬스 파워칩 팔찌

160, 170, 180, 190, 200, 210, 220

1개



MOM HEALTH CARE

맘헬스 신발인솔

남성용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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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고흐 - 별이 빛나는 밤에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과 앞꿈치, 뒤꿈치에 충격흡수패드를 장착해 자연스럽고 편안

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

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오딜롱 르동 - 판도라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과 앞꿈치, 뒤꿈치에 충격흡수패드를 장착해 자연스럽고 편안

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

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Man2

260~30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Man2

260~30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남성용
260~300mm

남성용
260~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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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일반_구두)

작가 조재임 - 바람숲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과 앞꿈치, 뒤꿈치에 충격흡수패드를 장착해 자연스럽고 편안

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

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

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Man2

260~30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Man1

260~30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남성용
260~300mm

남성용
260~300mm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Mom Health Care_2928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오딜롱 르동 - 판도라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

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 꽃이 없어 꽃을 그려드립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

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Woman2

230~25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Woman2

230~25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여성용
230~250mm

여성용
230~250mm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Mom Health Care_3130_Mom Health Care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아트콜라보_운동화)

맘헬스 지자기(地磁氣) 신발인솔
(일반_구두)

작가 조재임 - 바람숲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

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의료기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코팅 가공된 지자기장(地磁氣場)과 접목시킨 근육통증 완화 신발   

인솔입니다. 발 안쪽을 잘 받칠수 있는 아치형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인솔 내

부에는 파워-칩 각1개씩(25, 20mm), 4개(13mm), 1500 gauss 로 내장되어 있어 발의 피로와 근육통증 완화 효

과를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Woman2

230~25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제품사양

품목명

모델명

규격

포장단위

의료용 자기발생기

Mom Shoes-Woman1

230~250mm 

25mmx1개, 20mmx1개, 13mmx4개   

여성용
230~250mm

여성용
230~250mm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인솔 뒷면에 사이즈 표기가 되어있습니

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진 인솔을 신발에 

넣어줍니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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