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발효에서 얻은 “해나루 실크 발효액”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 집니다. 

Haenaroo fermented  food 



회사소개 

본사는 2014, 8, 15일 창립하고, 대한민국의 당진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해나루’상표로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원재료을 직접 채취 실크아미노산을 이용 전통 항아리에서 최소 

2년 이상 자연 발효, 숙성 과정을 거쳐 12가지 원재료의 새로운 유효성분의 생성과 건강에 좋은 유익균의 다량 

증가로 장을 튼튼하게 하여 질병으로 부터 면역력을 기르고, 자연 치유능력을 향상 시키는 해나루 ‘실크발효액’을 

생산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 입니다. 

 

실크발효액(효소)은 체내에 들어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프로바이오틱스)이 소장까지 도달하여 

장의 유해균은 감소 시키고, 유익균 증가로 장내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자연 치유능력을 

향상시켜 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전통발효식품 입니다. 앞으로 해나루 실크발효액을 국제적인 

발효식품으로 승화시켜 세계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해나루발효식품 대표 허 춘 조 

ISO 22000 

인증서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미국FDA인증 공장등록증명서 시험성적서 영양성분분석 



• 전통 항아리로 자연발효 배양한  해나루 명품 실크 발효액!! 
 

• 발효식품을 매일 먹으면 장내의 세균 균형이 바로잡히고, 면역력을 높여 병든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 몸을 깨끗이 정화하고 자연치유능력을 키워주는 자연 발효한 해나루 실크 발효액 효소의 힘!! 
 

•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내가 섭취할 음식으로 인하여 나의 신체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 해나루 건강법＂ 

자연 발효음료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부작용도 전혀 없고 건강증진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나루 발효음료수 혁명입니다. 

술, 스트레스와 중금속 오염에 찌들고 살찐 내 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발효된 식물추출물 원액을 PVC병에 담으면 구멍이 뚫리고 식물추출물 욕재로 목욕을 하면 욕조나 

파이프가 깨끗이 청소되는데, 이는 PVC나 철이 식물추출물의 촉매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예입니다. 

이렇듯 발효된 식물추출물은 철, 수은, 크롬, 동 등 유해물질을 분해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비워주는 시대! 

디톡스란 “해독(Detoxification)”이란 단어를 줄인 것으로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 건강법 

입니다. 

BUSINESS INTRODUCTION 



30ml 1회 계량컵에 6천만 마리의 효모, 420만 마리의 유산균이 

활동하는 야채발효음료를 자연과 시간이 아닌 첨단의 기계로 

생명부여가 가능할까요? 

“몸을 깨끗이 정화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12가지 자연발효한 

해나루 실크 발효액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자연발효를 시키면 원재료의 유효성분(약성)과 항산화물질을 손쉽게 추출할 수 있고, 특히 활성산소 

제거능력이 최고 20배 이상 향상되기도 합니다. (전문대학 한약자원학과 논문참조) 

 

또한 자연발효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효성분의 생성과 독성을 분해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으며, 

원재료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만을 이용하여 발효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들 미생물의 먹이로 설탕을 

이용하지만 발효과정에서 설탕의 주성분인 자당이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완전하게 변화 될 뿐만 아니라 

자연 발효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발효 영양분이 듬뿍 생성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양성분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식물 생리활성 영양소인 파이토케미털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발효액을 먹으면 자연치유능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작용과 함께 항암작용, 해독작용, 함염작용 등의 기능성 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Fermentation) 라 함은 발효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제품소개 

 제조 공정 흐름 

원재료 

01 
정선 세척 

02 
Cutting 

03 
발효 
(1~5 월) 

04 
숙성 (배양) 
1~5 년 

05 

자가품질검사 
(한서대학교 
식품분석센터) 

06 

포장 

07 

출하 

08 
Haenaroo's fermented liquid is a 

fermented health food made from 

nature that has been aged and cultivated 

for at least 1 year to less than 5 years 

through a thorough quality control 

process in a clean manufacturing facility. 



친환경 무공해 원재료를 사용해 깨끗한 제조시설에 전통항아리로 자연발효배양한 12가지 발표액 

(쇠비름(오행초)발효액, 브로콜리발효액, 미나리 발효액, 매실발효액, 솔순발효액, 양파발효액, 포도발효액, 

복숭아발효액, 개똥쑥발효액, 산사발효액, 수세미발효액, 인삼열매발효액)을 적정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제조한 최우수 제품으로써 우리몸의 자연치유능력을 키워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해나루 실크 발효액은? 

 발효액(효소) 섭취 후 

 이럴때 한 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나요? 

 보관방법은? 

- 식사 후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잘 안되실 때 

- 스트레스나 과로로 몸이 심하게 피곤하실 때 

- 과음하신 날 주무시기 전에 

- 아침식사나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식사대용) 

- 체중감량을 위해 단식이나 절식을 하실 경우 

- 정상적인 식사와 함께 드실때는 식전 1시간에서 30분전 공복에 드시길 바랍니다. 

- 구입 시 동봉된 30ml 표준 계량 컵으로 해나루 발효액 1컵에 생수 또는 우유 3~5배 정도 부어 희석시켜 하루에 

2~3잔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 민감한 체질의 경우 물을 더 많이 넣어 농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 해나루발효액 720ml 한 병으로 30cc 기준 24잔 정도 나옵니다. 

- 용기의 병을 열기전에는 상온에서 보관 가능합니다. 

- 단, 병뚜꼉을 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1개월 이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소화시켜 혈액을 통하여 각종 영양소를 장기에 보급 

01 소화흡수작용 

세포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소변 및 가스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함 

02 분해배출작용 

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을 소멸시키고 백혈구를 끌어들여 저항력을 강화함 

03 항염, 항균작용 

혈액속의 독이나 이물질을 분해시키고 특히 혈액을 조절하여 건강한 약알칼리성 혈액으로 개선함 

04 혈액정화작용 

세포의 신진대사를 강화시켜 노화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빨리 교체함 

05 세포재생작용 

간 기능을 강화시켜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 성분을 빨리 분해시켜 배출함 

06 해독살균작용 



몸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자연효소  해나루 실크 발효액의 강력한 힘!!! 

쇄비름(오행초) 브로콜리 미니라 매실 솔순 양파 

포도 복숭아 

※ 친환경 무공해 원재료를 사용해 깨끗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12가지 발효액을 혼합한 해나루 
발효액(효소)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12 가지 원료의 혼합 

 원재료의 효능 

산사 개똥쑥 수세미 인삼열매 

미나리  
• 한방에서 수근,수영이라 부른다. 잎과 줄기를 

독극물의 해독이나 기관지와 폐의 기능을 좋게 할 
때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 고혈압, 고역, 갈증, 이뇨, 부종, 해독, 가래, 거담, 
폐질환 (혈압강화, 발암물질의 활동억제, 
해독작용) 

 

송순  
• 한방에서 송절이라 부른다. 관절염을 다스리는데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 스트레스, 관절염, 통풍, 하지마비, 요통, 소염, 

진통 (인적작용, 항알레르기작용) 
 

쇠비름  
• 한방에서 오행초, 아치현이라 부른다. 어혈을 

다스리는데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 어혈, 혈액순환, 독소제거, 이뇨, 기생충, 해독, 

사독,종창, 관절염, 시력감퇴 (항암작용, 향균작용) 
 

복숭아  
• 한방에서 복숭아 과실의 과육을 제외한 부분을 

도인이라 부른다. 꽃잎이 반쯤 피었을 때 말린 
백도화는 이뇨제로 쓰고 폐를 다스리는데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 기침, 진해, 거담, 무월경, 월경통, 어혈, 변비, 
진통 (니코틴 해독작용, 기관지 수축 억제작용, 
고지혈증 용해작용) 

 

브로콜리  
• 빈혈, 노화장지, 지혈, 기미 
 

양파  
• 동맥경화,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뇌연화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콜레스테롤 
분해작용, 혈전분해작용) 

포도  
• 골다공증, 이뇨, 부종, 혈액순환, 동맥경화, 

심장질환 (해독작용, 이뇨작용, 조혈작용) 
 

매실  
• 한방에서는 오매라 부른다. 위를 다스리는데 다른 

약재와 쓴다. 
• 식중독, 소화불량, 빈혈, 변비, 설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신경안정, 해열 (해독작용, 
피로회복, 몸속에 칼슘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 

 

산사  
• 한방에서는 열매를 산사자로 부른다. 식적을 

없애고 어혈 푸는데 다른 약재와 처방한다. 
• 촌충구제, 요통 담음, 식적, 하리 (혈압강하, 

향균작용, 수축작용) 
 

개똥쑥 
-   항암효과, 면역력강화, 피부미용효과, 
말라리아치료, 위장강화, 해열작용 등 

 
수세미 
- 수세미오이를 천라, 천락사라고도 한다.  
- 천식치료, 비염치료, 오십견완화, 설사완화, 

피부병개선, 신장염치료에 도움, 소화향상 등 
 

인삼열매 
• 사포닌이 풍부하여 면역력강화, 혈관건강개선, 

피로개선,  우울증완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부미용, 자양강장 등) 



충남 당진시 우강면 세류길 15 

TEL   +82-41-363-2217 

FAX   +82-41-363-1131 

WEB  www.hcb-silk.net 

Haenaroo fermented  f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