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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은 전자파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4~1000 µm 
사이에 파장이 원적외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6~14µm사이에 
파장이 “출생이 빛”이라고 부른다. 

원적외선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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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원적외선 

원적외선 

공명 파장 

근적외선 중적외선 

이온화 광선 전자파 

마이크로파 단파 중파 장파 

물 분자의 공명과 
순환 열액 충동 

적외
선 



 
 해빛의 약 42% 이 원적외선이다. 

원적외선이 자외선처럼 당신의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FIR 다양한 건강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몸의 기능을 활성활할 수 
있다. 

 하지만 FIR이 크게 이산화소와 
공기의 수분에 흡수되고 우리가  
우리 옷에 차단된 후에 거의 어떤 
FIR 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직접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FIR소스를 
추구해야 한다.  

 

원적외선이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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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의 동작원리  

(Far Infrared-원적외선)FIR 의 동작 원리는 접근하게 우리 순환에 
관련된다. FIR 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관의 내벽의 효소(eNOS) 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NO 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임상 연구는 일산화 질소는 혈액 순화 조절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 내부 혈액 세포를 복구하고 휴식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류량을 증가하고 우리 혈관의 나막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1998년에 생리 약물의 노벨상은 미국 화학자 3명에게 우리 몸의 
순환에 NO 의 중요성을 발견하기에 대한 수영되었다.  

Ting-Kai Leung et al, Biomed. Eng. 
Appl.기초  Commun. 21, 317 (2009). DOI: 
10.4015/S1016237209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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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의 운영 모델  

FIR 의 운영에 대한 열적 효과와 비열적 
효과가 있다. 
 
영 적  효 과 는  신 체  표 면 의  세 포 가 
적외선에서 엔너지를 받을 때 형상이고 
우리가 따뜻한 느낌 열을 생성한다. 그것은 
물리적 메커니즘에 속한다. 
 
비열적 효과는 본체의 깊은 층의 세포가 
FIR에 흡수하고 열액 순환 촉진을 위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운영 기능응 
향상할  때  형상이다 . 그것은  심리적 
메커니즘에 속한다. 
 
열역학에서 열적 효과가 전도에 속하고 
비열적 효과가 방사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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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서 열 에너지 

원적외선파가 
조직으로 
침투한다 

원적외선이 물 분자를 
자극한다(활성화한다) 

깊은 침투 
원적외선파 

지방 조직 
혈류 

진동 공명이 지방 세포에서 
저장된 독소를 민다 



* 원적외선의 응용 프로그램 

     농업                           경작                         청원                         공업 

 

 

 

 

 

 

        삶                       애완동물                     의학                    의료 서비스 
 

• 젊은 식물이 성장하기레  
도와준다 

•   곤충의 피해를 방지한다 

•  용링을 따뜻하게 한다. 
•  면역력을 증가한다 

•   꽃 기간을 연장한다. 
•   곤충의 피해를 방지한다 

•   난방, 건조 
•    침탄 

•  따뜻하게 하고 신선하게  
한다 

•  음식의 좋은 향기를 
개선한다 

• 면역력을 증가한다 
• 활동 개선 

•   의료 뷰티-케어 
•   누공 관리 

• 고통의 모든 종류를 
완화한다 

•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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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적외선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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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고온으로 유기 물질을 치료한다. 예: 
대나무 숮 

 위해  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FIR 방사율을 증가하기 위한다. 

 1~2% 의 비율만으로 섬유 재료로 섞과 
패브릭 옷을 만든다. 

 FIR 효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고  원적외선의  낮은  수준을 
포함한다. (근적외선의 더 높은 수준) 

자연 

 자연 채광으로부터 FIR 방사선 물질을 차단한다. 

 채관 소스, 검사 방법, 공식 비율, 공정 기술 등은 FIR 방사율에 영향을 마칠 
것 이다.  

 순수한 오래 지속 방출 효과와 파장이 공식 비율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원적외선 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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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 광학 필터 

하로겐 전구와 램프 

세
라
믹 

램
프 

FIR을 방출하기 위해 

세라믹 고조각을 (>200) 

고온로 가열한다. 

하
로
겐 

램
프 

사우나 하우스에서 

산업용 FIR 히터를 

사용한다. 

사
우
나 

하
우
스 

섬유 및 직물 의류 제품에 

원적외선 소재를 (탄소 

또는 Ge) 추가한다. 

직물 보호 기어에 

원적외선 소재를 (<1% ) 

좀 추가한다. 

소금 결정, 결정 또는 

티타니움이 저전력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천
연 

광
석 

직
물 

치
료 

기
어 



• 예를 들어 전자 레인지의 파장 수 식품에 포함 된 물 분자와 공명 하기 때문에 
전자 레인지 열 식품 수, 소비자만 그들은 전자 레인지를 구입 하고자 하는 동안 
방사선 힘을 확인 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을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 레인지 음식을 열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원적외선의 기능이  의료 연구에 의해 입증했다 

• 원적외선은 30년 이상이 약물에 적용되었고, 
많은 연구생은 생물학적 효과로 그 증명이 
있었다. 

• 원적외선은 광의 특정 파장 범위에 관한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반응한 
메커니즘이 있고, 그 효과가 그강도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 그런데 의약품에 대한, 심지어 간은 약물의 
이름이어도 조성물 및 분자 구조가 상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 임상 시험의 효과 부작용을 
확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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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외선에 다국적 임상 의료 응용 연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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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는 병원에서 수십 년동안 적용되었다. 일본, 
미국, 독일과 대만에서 연구의 숫자가 원적외선이 
많은 증상에 중요한 영향을 기부한다고 보여준다. 
아래 목록의 증상에 대한 임상 연구가 없지만 
원적외선 치료는 아직도 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심장 질환 
안티 산화 
안티 염증성 
로부터의 보호 
    산화 스트레스  
거식증  
고혈압 
차단된 동맥 
여성 건강 
체중 감소 

통증 제거 
실장 질환 
상처 치유 
뇌성 마비 
엘레르기성 비염 
만성심 부전 
COPD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통증 

 

만성 질환 
우울증 
피부 주름 및 사진노화 
당뇨병 
암 
관전염 
섬유 근육통 
기타 



• 부착 형 원적외선은 혁명적 인 혁신이다, 전 임상 연구에서 원적외선 치료기 
주로 조사 형 제품 이었기 때문이고, 그 치료 효과는 이미 병목 현상에 
건너왔다.  

• 우리 작용-타입 원 적외선 제품 원 적외선의 생물 학적 메커니즘을 변경 하지 
않았고, 우리는 작업의 전통적인 방법만 파괴한다. 그리고 크게 원적외선 6 
내지 14 마이크론의 방사 성능을 향상시킨  것은 의학적으로 인체의 혜택을 
입증되었습니다. 

         *  원적외선에 임상 의료 응용 연구의 미래 전망 

• 우리의 희망은  원적외선의 
임상 연구를하려는 모든 
전문가 및 학자가 원적외선 
제품의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할 
사항이 있기에 우리의 
기쁨이다, 전자 우편에 
의하여 저희에 게 연락 하 게 
자유롭게 느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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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의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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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복 
 

원적외선방사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하고  그것의  항염증 
효과가  염증 , 근육의  고통과  관절을 
갱생한다.  
FIR는  근육  이완과  낮은  경련  효과를 
홍보할 수 있다. 
FIR는 진정과 통증 완화효과를 도달하기 
위해 우리 신경을  완화할 수 있다.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니다. 
혈액  순화를  개선하고  조직  수리를 
가속화시킨다. 
통증, 염증, 부기를 완화한다.  
근육 경련을 완화한다. 

J Altern Complement Med. 2012 Feb;18(2):175-9. doi: 10.1089/acm.2010.0815. 



        *  의료의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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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신장병 
 

원적외선방사는 누공의 혈류를 개산하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하고  누공의  경화를  방지한다 . 
따라서 누공  폐쇄로 인해  재  수술을 
감소할 수 한다.  
원적외선 치료는 장기간에 적용되고 
단기 치료는 한정된 효과만 가져온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간다. 
원적외선의  엔너지가  낮고  옷이나 
수증기로  쉽게  가려진다 . 그래서 
사용하는 동한 당신의 몸에 부착하면 
좋다. 
FIR는 신장 질활 환자들에 대한 건조한 
피부의 가려움을 줄일 수 있다.  

Am J Kidney Dis. 2013년8월;62(2):304-11. doi: 0.1053/j.ajkd.2013.01.015. Epub 2013년3월6일. 
J Chin Med Assoc. 2009년3월;72(3):109-16. doi: 10.1016/S1726-4901(09)70035-8. 

투석기
에서 

투
석
기
까
지 누공 

정맥 동맥 



     *  의료의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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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전립선 치료 
많은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증을  앓는다.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크거나  염증을  일으킬  때  요도에 
압력을  생성하고  잦은 소변, 야간 
빈뇨 , 긴급하고  어려운  소변을 
초래한다. 

 
원적외선은 전립선 주변의 염증과 
평활근을 억제할 수 있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요도에 압력을 대단히 줄이고 
배뇨 속도와 소변 출력을 증가하고 
관련 증상을 없애줄 것이다. 



 *  의료의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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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고통과 수술후 치료 
 

임상 연구에 따라 FIR은 손상된 
피 부 의  조 직  세 표  재 생 을 
촉진하고 그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것은 부분 회복과 감염 
예방을 도와주기 위해 수술 후 
또는 다칠 때 적용된다. 

 
FIR 은 부상 부위및 관련 불편에서 
고통의  느낌을  줄일  수  이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Yonsei Med J. 2006년8월31일;47(4):485-90. 



 *  의료의 원적외선 

(E)질병 세포 제거 
종양 조직에서 지저분한 혈관 혼잡으로 인해 열이 쉽게 축적된다. 이것은 
암세포가 더 높은 온도에 민감하게 한다. 온도가 40~43 도에 이를 때 거의 
암세포가 서서히 죽는다. 

 
보통 열 치료는 표면을 따뜻하게 하고 조양 조직을 관통할 수 없다. 하지만 
원적외선은 인체의 깊은 층을 관통하고 깊은 따뜻한 효과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가난한 온도 저항 능력으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 

열의학 (온열 종양학의 일본 저널), 권. 22, pp.239-245 
(2006) . 
Med Oncol. 2008;25(2):229-37. Epub 2007년10월30일. 
항암 연구 1999년5월-6월;19(3A):1797-800. 
항암 연구 1999년 9월-10월;19(5B):4125-30. 
Am J Chin Med. 2002;30(4):495-505. 
의료 및 생물 공학 저널, 권 29, 번호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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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원적외선 
(F)의료 뷰티 

원적외선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진 대사를 가속화하고 세포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인체에 독특한 생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료 뷰티에 
대한 FIR는 피부의 질을 개선하고 주름을 감소하고 어더운 점을 퇴색하고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다. 
 
원적외선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기 위해 적용되고 
감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  성형 수술할 수 있다. 

Yonsei Med J. 2006년8월31일;47(4):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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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A)아픔이나 통증을 완화한다 
사실은 통증 감각이 우리 신경보다 뇌에서 
생긴다. 고통 느낌이  최종적으로  뇌에 
의해 판단되는 동안 당신의 신경이 메세지 
전환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자주 고통을 잘못 판단하고 가장 
좋은 예는 얼음을 먹는 동안 두통입니다. 
장기 통증이나 아픔은 일반적으로 뇌가 
잘못 판단하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자율 
신경 혼란으로 인해 밸생된다. 
원적외선은 깊이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친하고 자율 신경 혼란을 개선할 
수  있다 . 이것은  운동이나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인한 장기 통증을 감소할 
수 있다. 

Psychother Psychosom. 2005;74(5):288-94. 
Arch Phys Med Rehabil. 2003 년 3월;84(3):335-42. 
Conf Proc IEEE Eng Med Biol Soc. 2009;2009:1589-91. doi: 
10.1109/IEMBS.2009.53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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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B)월경 통증 완화 
월경 기간동안 자궁은 자궁 내막을 추방하기 위해 축약한다. 과도한 
자궁  수축이  근육의  허혈을  발생하고  월경  통증을  초래한다 . 
원적외선은 월경 통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자궁 근육을 
달래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J Altern Complement Med. 2011년12월;17(12):1133-40. doi: 10.1089/acm.2010.0635. Epub 2011년11월21일.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2;2012:240314. doi: 10.1155/2012/240314. Epub 2012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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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C)신체의 산소함량 증가 
인체 세포는 산소 및 영양소를 운반하기 위해 혈액 순환에 의존한다. 
원적외선은 혈관 확장과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힘, 근육의 지구력과  혈액의 산소를  증가시키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당신이 활기를 느끼게 하고 당신을 질병과 노화로부터 보호한다. 

Exp Biol Med (Maywood). 2003년11월;228(10):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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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D)순환 개선 
많은 사람들이 결울에 차가운 손과 발을 
앓고 이것은 주로 가난한 혈액 순환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 미세혈관의 기능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체 
시포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배설하는 
것이다.  
 
원적외선은 깊은 층 아래 피부온도를 
올리고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그것이 기분이 
더 좋게 하기 위해 혈액 순환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J Cardiol. 2012년3월;59(2):117-22. doi: 10.1016/j.jjcc.2011.12.006. Epub 2012년2월16일. 
J Cardiol. 2011년1월;57(1):100-6. doi: 10.1016/j.jjcc.2010.08.005. Epub 2010년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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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신진 대사 증가 

원적외선은 동맥이 탄성 확대하고 신축하게 하는 혈관의 내부 세포벽의 NO 
세대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죽상 경화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거나 
대사 증후군으로 인한 순환 문제을 개선할 수 있는 동맥 내피 조직에 매우  
도움이 된다.  

Exp Biol Med (Maywood). 2003 Nov;228(10):1245-9. 
Diabetes Technol Ther. 2007 Dec;9(6):535-44. 
Canadian Journal of Diabetes Volume 34, Issue 2 , Pages 113-118, 2010 
Volume 34, Issue 2 , Pages 113-118, 2010 Canadian Journal of Diabetes 

*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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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우리 몸의 PH 균형 유지 

원적외선은 결환을 확장하고 높은 혈중 요산이나 다른 산 화합물으로 인한 
관절이나 통풍에서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진 대사를 촉진할 수 있다. 

Clin Rheumatol. 2009년1월;28(1):29-34. Epub 2008년8월7일. 

*  건강 관리에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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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치료와 정상 따뜻한 치료 차이 

 

 

 

 

 

 

 

 

 

 

 

 

따뜻한 치료가 임시로 불편의 증상을 오직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FIR 는 불편한 
증상의 모든 종류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본적으로 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사항 따뜻한 치료 FIR 치료 

범주 온난화 형-부착 원적외선방사나 애착 유형 

전송 전도 전도와 방사선 

깊이 신체 표면으로부터 오직 1cm 이내 
신체 표면에서보다 5cm이상 깊이로 침투할 수 

있다. 

원리 온나효과 따뜻하지 않은 효과 

기간 매번 최대 30~40 분 무제한 

위험 피부를 타거나 건조하게 한다. 아니다 

효과 
통증 완화와 관절의 운동 증가와 같은 오직 증상 

완화 
순환 개선, 상처 치유 촉진과 같은깊은 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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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적외선의  신지식 

제품 유형 
거리 
(cm) 

강도  
(MW/cm2) 

부착 0.3 45 

방사선 10 20 

방사선 30 2.2 

FIR과 거리의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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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강도의 관계와 원적외선의 거리 

 방사선 강도가 거리에 반비례하는 FIR 광파의 한 종류이다.  

 FIR는 몸에 가까이 하면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온과 외부 모양이 때문에 방사선 형 제뭄이 우리 몸에 부착 적용될 수 없다.  

 방사선 형 제품이 20~30 cm 거리를 요구하고 부착 형 제품이 직접 몸에 접촉할 
수 있다. 



 방사선 형 FIR제품을 적용할 때 치료 위치를 

노출하는데 필요한다. 하지만 부착 유형이 

옷을  벗을 필요없이  우리 신체에  직접 

부착할 수 있고 더 편리하고 사적이고 

효과적이다.  

FIR 
(입사) 

(차단) 

FIR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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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의 획기적인 전력 

 FIR는 더 오래 파장을 운반해서 덜 낮은 에너지를 포함한다. 

 FIR이 옷의 모든 종류에 의해 쉽게  차단되거나 흡수된다.  

 무명옷이 재질의 모든 종류중에 가장 중요한 흡수를 만든다. 단지 1mm 두께는 

완전히 FIR 를 차단할 수 있다. 

 

 



*  원적외선의  신지식 

0 5 10 15 20 25 30 35 

제품이 파장이 <3μm인 
근적외선을 포함한다. 

의료 FIR 방사선 
파장. 

3 

방사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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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외선과 근적외선의 차이 

 적외선의 유익한 파장은 6~14 μm이다.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 

 3μm보다 짧은 파장은 근적외선이다. 우리 단지 몸의 표면을 가열하고 
깊이에 도달할 수 없다.  

 일부 소매 제품에 포함된 (<3μm) 근적외선의 높은 비율이 있고 제품을 
선택할 때 조심하십시오.  



왜 FIR 이 의료에서 대중적이아닙니까? 

 가짜: 현저하지 않는 효과 또는 과학적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가난한 효과: 낮은 방출 속도나 빠른 봉괴, 사용자가 어떤 느낌이 없음 

 편리하지 않는다: 위치와 방법이 제한되고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높은 가격: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다. 

 

 

*  원적외선의  신지식 

어떻게 FIR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료: 자연이 더 좋지만 느끼고 터치하는 

허용되어야 한다. 
 효과: 방출률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하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기술: 안전하고  편리하고  내구성이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가격: 사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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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자연  채광에서  높은  FIR 방출 
직물을 선택  

 나노 급 전력에 첨단 기술 연마 
과정  

 쵝적 공식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반복하고 조정한다. 

 실험실은 34℃ 에서 방출률이 약 
85%인 것을 입증한다. 

 60℃로 가열할 때 방출률은 90% 
이상이다. 

 비독성 물질, 유해한 방선사 없음 

*  부착-원적외선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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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기술 

FIR 세라믹 나노 분말과 고온 허용 
무독성  소프트  젤을  보합해서 
브랜드  새로운  FIR 필름  재료로 
만든다. 이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다양한  표면에  코팅하거나 우리 
신체에 부착될 수 있다. 

 

*  부착-원적외선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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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기술 혁신 

 가열이 FIR 방출률을 개선할 수 있다. 

 소포트 나노 가본 막을 가열 혁신한다. 

 신속한 가열과 균등하고 낮은 전력 소비 

 우리 유연한 FIR 필름과 결합하는 것은 부착 
형 치료 패드를 제조할 수 있다. 

*  부착-원적외선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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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RI 
온도: 34 ℃ 
방출: 85% 

대만 ITRI 
온도: 60 ℃ 
방출: 92% 

한국 KCL 
온도: 60 ℃ 
전력: 45 mW/cm2 

                               높은 방출률                                      방출 전력 

*  부착-원적외선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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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운전                                     작업                                     보행 

                  여가                                     자기                                      운동 

*  부착-원적외선 유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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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원적외선 유형 제품 

모델 

가정용 
개인 가호사 

전문 사용 
병원 & 진료소 

혈액투석에 
대한 특별 

이지 웨어(S) 이지 웨어(L) 쉬운 패드 (S) 쉬운 패드(L) AVF 기계 

사진 

FIR 
패드 

130x75x3 mm 200x100x3 mm 250x360x5 mm 250x60mx5 mm 200x100x3 mm 

사이즈 
9x35 cm 
9x55 cm 

12 x120 cm 26x37x1 cm 26x61x1 cm 15x30x10 cm 

전력 DC 5V / 3W DC 5V / 5W DC 24V / 45W DC 24V / 72W DC 7.5V / 15W 

에 
대한 
사용 

머리, 목, 
팔다리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머리, 목, 
팔다리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동정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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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원적외선 유형 제품 

가정용/ 개인 가호사 

•뻣뻣한 목 
•수근관 증후군  
•무릎 골관절염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발바닥 근막염  
•정맥류  
•차가운 손과 발  

•긴장, 염좌 

이지 웨어 
(S) 

옵션 전용 보호 기어 

목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포함한다 
치료패드(7.5x13cm), 이지 
웨어 (손), 이지 웨어 (다리), 
송전선, 충전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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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원적외선 유형 제품 

가정용 / 개인 가호사 
•  냉동 어깨  
•  척추 측만증  
•  퇴행성 경부 증후군  
•  하부 요통  

•  스퍼 
•  좌골 신경통  
•  월경통  
•  전립선 염증 

•  전립선증  
•  긴장, 염좌 

이지 웨어 
(L)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포함한다 
치료 패드(10x20cm), 이지 웨어 (L), 송전선, 충전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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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원적외선 유형 제품 

전문 사용 / 병원 & 진료소 
유능한 응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몸의 모든 부분에 
맞는다.  

직접 본체에 
부착하고 치료 
위치의 효과가 
중요하다. 

고급 안전 

 

 

 

 

 

 

  DC 전원, 안전과 
전자파 없음 

과열 및 과부하 
보호, 스마트 온도 
조절 

감염 없음 
 

 

 

 

 

 

 

자켓은 세탁하거나 
일회용 필름을 
사용하기 위해 
제거되어서 
상호적인 감염을 
방지하고 모든 의료 
장치에 적합한다. 

쉽고 편리한다 

 

 

 

 

 

 

작동하기 쉽고 전문 
교육 필요없다 

치료실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 

쉬운 패드 
 (S) & (L) 

포함한다 
쉬운 패드 (S): 치료 패드(25x36cm), 자켓 (S), 충전기 
쉬운 패드 (L): 치료 패드(25x60cm), 자켓 (L),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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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원적외선 유형 제품 

특수 용도 / 혈액 투석 

 

 

 

 

 

 

 

 

• 오픈 앤드 디자인 
• 조정식 각도  

 

 

 

 

 

 

 

•병원과 진료소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필름 

 

 

 

 

 

 

 

 

•분리 가능한 치료패드 
•다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난방 제어의 단계 9개 
• 타이머 또는 연속 

 

 

 

 

 

 

 

 

• 최고 15W 
• 절전  

 

 

 

 

 

 

 

•작은 치수 
• 설치가 쉽다 

 

 

 

 

 

 

 

 

•보호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치료에 대한 벌것벗은 없다 

 

 

 

 

 

 

 

•FIR 전력이 방사 제품보다 
5배이다  

누공  
치료 기계 

포함한다:치료 패드(10x20cm), AVF 치료 장치, 추전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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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유형 및 상업 원적외선 제품 간의 효과 차이점 

• 일반적으로, 상업 원적외선 제품들의 "방사 율"만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결코 "방사선 힘" 언급하지 않다. 그것은 그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제품 매우 
낮은 방사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치료에 어렵고 효과가 거의 없다. "방사 
율“ 및 "방사선 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방사 율"이 비율 값은 하는 동안 
"방사선 힘＂이 전원이 절대 값이다. 

• "방사율"이론 값만을 비교 비율 값이다.  그것은 크기 요인과 방사선의 총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차의 전체 전력의 속도로 심지어 오버 
드라이브 슈퍼 스포츠 자동차까지 극복할 수 없다. 

• 따라서 , " 방사선  힘 ”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수신 
원적외선의  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우리의  연결  타입  원 
적외선  실험실  방사선  전원의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제품 
보다  5 배  큰  입증  되었고 , 그 
생물학적  효과에 따라 다를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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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램프 

 

*  상업 제품과 비교 

원리: FIR 을 방출하기 위해 세라믹 조각을 
가열함으로써 

장점: 시장 유지가 더 오래되고 사용자가 더 많다 
단점: 고온으로 인해 사용하는 동안 30cm           
            떨어지면 좋겠다.                    
            60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근적외선을 포함한 일부 제품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의료용 가열 기술이 직접 우리 몸에 부착할 수 

있다. 
2)  언제든지 사용하고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다.  
3)높은 FIR 방사율이 인증되었다. 
4)안전하고 근적외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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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하로겐 램프에 필터를 추가한다.  
           (비 원적외선 빛을 필터링) 
장점: 염가 
단점: 램프의 수명이 제한된다. 
           근적외선의 높은 위치를 포함한다. 
            FIR 방사선율이 낮다 
            고온 램프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오래 지속 방출율 효과 
2) 안전, 낮은 온도, 근적외선이 없음 
3) 높은 FIR 방출율이 인증되었다. 
4) 낮은 에너지 소비, 전자파 없음 

• 하로겐 램프 (원적외선이 
아니다) 



• 사우나 하우스 
원리: FIR 가열판이나 튜브 
 
장점: 쉬운 생산, 잘 생기다 
단점: 고가, 큰 볼륨과 공간이 필요있다. 
            비 안전 산업용 히터 
            동작 기간과 방법이 제한된다.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소비자가 가격을 허용한다. 
2) 언제든지 사용하고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다. 
3) 의료용 나노 탄소 필름 가열 기술이 우리 몸에 

부착할 수 있다. 
4) 부드럽고 밀접하게 몸에 부착할 수 있다. 

*  상업 제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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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물 

 원리: 섬유 직물에 (1-2%)목탄이나 
게르마륨을추가한다           

장점: 대량 생산, 염가 
단점: 낮은 방출율 (<10%) 
             FIR 방사율이 부패된다  
            낮은 온난화 효과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높은 FIR 방출율이 인증되었다  
2) 효과가 오래 지속하고 시간을 통해 부패하 

지 않을 것이다. 
3) 의료용 가열 기술이 치료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4) 고품질 천연 원료와 높은 FIR 방사율 



• 치료 기어 

 
원리: 탄소와 광산 분말을 혼합하고 일반 히터를 

사용한다. 
장점: 편리하고 가격이 낮다 
단점: 낮은 FIR 방출율 (거의 없음) 
           컨트롤러기 필요하고 화상을 쉽게  유발한다 
           일반 히터, 균일하게 가열되지 않다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FIR 방사율이 높은 인증  
2) 의료용 나노 탄소 필름 가열  
3) 균일하게 가열하고 몸에 직접 부착한다. 
4) 낮은 에너지 소비, 전자파 없음 

*  상업 제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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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Ore (Crystal, 
Salt crystal, Titanium) 

 
원리: FIR방사율이 가진 광석 
 
장점: 아름답고 장신고나 장식품으로서 할 수 있다. 
단점: 고가, 큰 사이즈, 무거움 
          가난한 방출율 (<50%) 
          유해한 방사선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부착-FIR 유형의 장점 
1) 합리적인 가격, 가져갈 수 있다 
2) 높은 FIR 방사율이 인증되었다 
3) 안전한 원료, 유해한 방사선 없음 
4) 고품질 천연 FIR 원재료와 높은 방사율 



원적외선의 의료 혁명 

당신의 개인적인 원적외선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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