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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LIFE CYCLE

큐모발검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큐모발검사솔루션을 참고하시어내몸속상태 관리와 유해한 외부환경으로부터지켜주시고 주기적인재검을 통해끊기지 않는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큐모발검사

02

사전 작성된 문진표와 수집된 모발을 관련 전문가가 분석하여 정확한 분석값을 도출해 냅니다.

● CHECK UP

문진표 작성 및 모발 분석

사전 설문을 통해 알아본 내 몸 건강생활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에서 검출된 유해 중금속과 ®양 미네랄 분석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박스안의 내용은 본 결과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 RESULT  큐모발검사 종합결과

사전 문진 결과 P 03

모발 검사 결과 P 03

모발 검사를 통해 나타난 관리가 필요한 유해 중금속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각 원소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통해 나타난 관리가 필요한 ®양 미네랄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각 원소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통해 나타난 관련 있는 ®양 미네랄 사이의 상호 비율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토대로 건강 균형을 위한 개인 맞춤형 ®양소와 식단 편성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박스안의 내용은 본 결과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 SOLUTION  큐모발검사 솔루션

유해 중금속 상세정보 P 04

영양 미네랄 상세정보 P 14

영양 미네랄 비율 상세정보 P 25

영양 균형 위한 식단 편성 가이드 P 27

모발검사 결과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유해환경을 배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 REACTION

건강관리

3-6개월 간격으로 내몸상태를 주기적으로 추적하여 모니터링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내 몸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합니다.

● MONITOR

재검을 통한 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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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모 발 검 사

종합결과

유해 중금속 강한독성을 지니고 있어각종질병과 건강에 치명적인®향을 주는유해물질

▼▼ 유해중금속을높이는 생활습관 유해 중금속을 높이는 생활습관

치아아말감
치료

흡연또는
간접흡연

덩치큰 생선
잦은섭취

캔 식품
잦은섭취

사전 문진 결과 사전 설문을 통해 알아본 내 몸 건강생활지수

검사자명검사자명：OOO 생년월일생년월일：1990-01-01 나나 이이：30세 성성 별별：남자

검사번호검사번호：T20881 모발채취일모발채취일：0000-00-00 모발상태모발상태：자연 신청자명신청자명：

체질량 지수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 진단 시 사용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운동을 한다면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 지수 간단한 설문을 통해자신의 평상시 식생활 습관파악

전반적으로 식생활 습관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식생활

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위한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발 검사 결과 모발 내에서 검출된 유해 중금속과 ®양 미네랄 분석값

큐모발검사 종합결과

0.371

수은수은

0.106

비소비소

0.007

카드뮴카드뮴

0.127

납납

7.995

알루미늄알루미늄

0.193

바륨바륨

0.262

니켈니켈

0.004

우라늄우라늄

0.021

비스무트비스무트

(20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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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모발검사

솔 루 션

유해 중금속 상세정보

Hg 수은

노출원

덩치 큰 생선 온도계 혈압계 치과용 아말감 수은건전지

건강영향

우리주변 환경에서여러가지형태로존재할 수 있으며, 메틸수은 형태가 가장 흔하게 발견.

몸에흡수된수은은주로중추신경 손상에 ®향을 미침.

수은중독이심해지면 신경장애, 어지러움, 피부염, 신장 기능이상,불임 등 ®향.

추천 생활 습관

생선 내장은 제거하고 섭취

수은은 주로생선 내장에 축적.

생선섭취 시 내장,알,기름을 깨끗하게제거하고섭취.

항산화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섭취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곡류를 섭취하면, 섬유질이몸 밖으로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수은이 함께배출.

비타민C/D/E, 셀레늄과같은 항산화 ®양소는수은으로인한 세포손상 보호.

수은이 포함된 제품 사용 주의

수은이 포함된 제품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안 쓰고방치하는 수은온도계나 건전지는곧바로 버리는 것이 좋음.

어린이와 임산부는 큰 생선 주 1회 이하로 섭취

수은중독에취약한어린이,임산부는참치, 연어와 같은덩치가 큰 생선을일주일에 1번 100g(회 10점)이하섭취.

생선은 질 좋은단백질,오메가3의 공급원이므로완전히피하기보다는 적절한 섭취가 중요.

배출 권장 식품 또는 영양미네랄 섭취

비타민C/D/E, 셀레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아연, 칼슘, 마그네슘 등 섭취.

큐모발검사 솔루션

OOO님의 모발 내 수은은

안심 수준 입니다.

 현재까지 큐모발검사를 한 동일 연령 대상자 중
 안심은 63%, 관리는 27%, 주의는 10%입니다.

수은 안심수은 안심

현재 모발 내 수은은 안심 범위 내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모발

검사는 지난 몇 개월간 우리 몸의 ®양 상태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생활을 할

경우 이 상태가 유지 될 수 있지만, 식생활이 불량해지거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지 변화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몸이 꾸준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심● 안심 ● 관리● 관리 ● 주의● 주의

63%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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