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에 매직을 입히다.
진정한 힐링 상태에서의 온열요법은
매직입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 대한민국 전통 구들문화 온열요법
온열요법은 40분이상 땀을 흘리며 체내 독소를 땀을 통해 내보내고, 체온을
올려주는 전통적인 건강문화입니다. BTC7000MX는 더 이상 지루한 온열요
법이 아닌 온열 효과가 배가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당신의 삶을 건강
과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BTC7000MX의 7가지 효과
① 진정한 힐링 상태에서 온열요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② 세포 채널을 열어주어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③ 40분간의 온열체험 시 숙면을 유도해 줍니다.
④ 근육과 관절 속 깊이까지 마사지를 병행합니다.
⑤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줍니다.
⑥ 진정한 힐링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줍니다.
⑦ 매일 하는 온열요법을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온열요법시 BTC7000MX를
병행하면 좋은점
BTC
7000MX
+ 온열

스트레스
감소

온열 요법
(BIOMAT)
효과의
극대화

근육이완
마사지

의학적으로 입증된
음향 진동 사운드 치료 효과
88 Hz

편두통의 완화

68 Hz

목과 어깨의 통증감소

68~40 Hz

불안감 해소
우울증과 자폐증 해소
류마티스관절통 완화

52 Hz

하부요통 및 생리통 감소

50 Hz

폐질환의 치료

40 Hz

소화기능의 촉진
혈압을 낮추는 효과
파킨슨 장애의 예방
중풍 및 알츠하이머병의 방지
뇌손상 방지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BTC7000MX
음향 진동과 치료 음악을 통한 이완으로
세포의 진정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BTC7000MX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
성장기 어린이
성장이 지속되는 어린이에게 수면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
는 집중력 강화와 신체 세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수험생 및 청소년
과도한 핸드폰 사용과 책상에서의 오랜 시간 공부로
인하여 집중력 저하 및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수면
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음향 진동 사운드 테
라피는 집중력 향상과 몸의 이완 효과를 통하여 피로
를 덜어 줍니다.

임산부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
태아의 무게가 척추를 압박하여 척추 분리증의 위험
이 있는 임산부의 온몸을 편안히 받쳐 주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는
태아와 산모에게 안정감을 주고, 특히 산후조리가 필
요한 산모의 신체 세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
BTC7000MX는 수면 및 스트레스 치유에 세계적인
석학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리 바텔(Lee Bartel)
박사의 25년간 연구의 결과물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
이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
다. 내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를 내
몸에 이롭게 재프로그래밍하여 건강한 정신과 신체
를 만들어 드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BTC7000MX는 수면 시 몸의 상태를 최적화시킵니
다.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는 뇌에 안정적인 파동
을 주어 고요한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과 파동의 이
완으로 수면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업무에 지친 직장인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BTC7000MX는 허리를 최
적화된 상태로 유지 시켜주는 동시에 음향 진동 사운
드 테라피는 스트레스 감소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

BTC7000MX
저주파 진동 + 사운드+AIR
MATTRESS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2가지 크기로
집·사무실 등 심신의 안정과 힐링이
필요할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
니다. 공기 주입 방식의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 보관 및 이동 또
한 편리합니다.

BTC7000MX PRO
700x1850x80(mm)

온돌 바닥은 근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허리 및 엉덩
이 부분에 무리를 줍니다. BTC7000MX는 온몸의 하
중을 분산시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며,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몸의 이
완 효과를 제공합니다.

소음에 예민한 분
Air와 강력 섬유사가 스프링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였
고, 천연 소가죽을 사용하여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BTC7000MX SINGLE
1000x2000x80(mm)

과체중으로 침대 사용이 불편한 분
Air와 섬유사가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편안한 잠자
리를 유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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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7000MX
Better Sleep, Better Health, Better Life
[ 음향 진동 사운드 테라피 ]

느긋한 휴식으로 일의 영감을 주는
BTC7000MX
내 몸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
이제는 두뇌 케어의 시대입니다.
BTC7000MX로 매일 30분 두뇌 케어를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키세요!

RICHWAY & FUJI BIO INC. 1314 SOUTH KING STREET SUITE 520, HONOLULU, HI 96814 USA
TEL: 808-589-2800 TOLL-FREE: 855-338-6410 FAX: 808-597-1651 www.richwayandfujibio.com

FCC

음향진동요법이 온열 테라피와 만나
새로운 통합 케어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온열 의료기 BIOMAT 개발 회사 RICHWAY와
음향 시스템을 통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전문 회사인 SOUND OASIS의
콜라보레이션이 전 세계 힐링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RICHWAY X SOUND OASIS

BTC7000MX

심신
안정과
이완

혈액순환
촉진

최상의
컨디션

세포의
활력
증가

통증
완화

음향 진동 치료는 음악 치료 효과를 통하여 신체 감각 기관들을 자극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한 면역력 증강,
통증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매트 온열 요법과 함께 사용하면 온열 요법 시 심신의 안정
과 이완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20Hz 이상의 음파를 사용한 진동을 통해 혈액 순환 촉
진 및 통증 완화, 세포의 활력 증가 등 온열 요법의 효
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SOUND THERAPHY
에너자이즈(활기와 정력)
•기타, 피아노, 디지털키보드, 베이스
•하이-알파파와 베타파의 동조화를
유도하는 모노 및 입체음향 진동

음향 치료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리 바텔(Lee Bartel) 박사가 개발한
4가지 효과의 사운드 트랙에 총 12개의 테라피 뮤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렉스(휴식, 안정)
•대양의 파도 - 내추럴사운드

음파역 41Hz-73Hz
주음파고 41Hz

TRACK 1 (트랙길이 5:15)
키보드, 보컬, 기타
음파역 40Hz, 53Hz, 68Hz(34Hz)
알파와 쎄타의 동조화를 유도하는
모노 및 입체음향진동(5Hz-8Hz)

TRACK 2 (트랙길이 4:40)

TRACK 2 (트랙길이 4:40)

음파역 36Hz-61Hz,
주음파고 41Hz

디지털사운드 / 음파고 36Hz
알파와 쎄타의 입체음향진동

TRACK 3 (트랙길이 5:55)
음파역 36Hz-65Hz

TRACK 3 (트랙길이 5:35)
디지털사운드 / 음파고 32Hz
알파와 쎄타의 입체음향진동

TRACK 1 (트랙길이 5:18)

숙면
TRACK 1 (트랙길이 4:58)
디지털사운드
음파역 32Hz
델타의 입체음향진동
TRACK 2 (트랙길이 5:00)
디지털사운드
음파역 27.5-44Hz 사이의
멀티플 델타의 모노와 입체진동음향
TRACK 3 (트랙길이 6:05)
디지털키보드
음파역 34-52Hz 사이의
멀티플 델타의 모노와 입체음향진동

스트레스 해소
•피아노, 플룻, 디지털사운드

TRACK 1 (트랙길이 3:30)
저주파 36Hz-41Hz
4Hz-6Hz의 쎄타의 모노와
입체음향진동
TRACK 2 (트랙길이 3:00)
저주파 32Hz-65Hz
4Hz-6Hz의 쎄타의 모노와
입체음향진동
TRACK 3 (트랙길이 3:40)
저주파 27.5Hz-55Hz
4Hz-6Hz의 델타, 쎄타, 알파의
모노와 쎄타의 입체음향진동

BTC7000MX는 온열 테라피의 본질과
미래 가치를 선도합니다.
단지 수면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생명의 휴식입니다.

음파에 저주파 진동을 적용시킨 혁신적 기기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Air Mattress
사운드와 함께 제공되는 저주파 진동은 몸속의 세포를 자극해 심신을 안정적인 힐링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에어(공기)를 통한 체중의 고른 분산으로 척추의 건강한 자세 유지 기능(파스칼 원리)
2기압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체중·체형에 관계없는 탄력을 제공하며 밸런스 유지
기존 매트리스에서 느낄 수 없는 고품격 쿠션

파스칼 원리란?
1653년 블레즈 파스칼이 발견한
원리 입니다. 밀폐된 용기에 담긴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지점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또한 유
체의 압력은 어느 방향에서나 동
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유압 장
치의 원리로, 도르래처럼 작은 힘
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BTC7000MX

스프링 침대

라텍스 침대

▶ 파동 테라피

▶ 스프링 녹 발생

▶ 탄성 조절 불가

▶ 사운드 테라피

▶ 탄성 저하·금속성 소음

▶ 진드기, 곰팡이 발생

▶ 파스칼 원리로 균일한 무게중심

▶ 원상복구 어려움

▶ 원상복구 불가능

▶ 가볍고 이동이 편리함·반 영구적 사용

▶ 진드기, 곰팡이 발생

▶ 열에 약함

▶ 호흡기 질환 예방

▶ 반 영구적 사용 불가

▶ 호흡기에 문제 발생

▶ 진공상태로 진드기, 곰팡이 無

▶ 위치변경 불편

▶ 위치변경 불편

▶ 온열매트와 동시 사용 시 효능 극대화

▶ 탄성 조절 불가

Sound Oasis의 연구 개발진들

내 몸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
이제는 두뇌 케어의 시대!

Dr. Lee A. Bartel
Ph.D
토론토 대학 음대 교수
캐나다 음악 교육 연구 센터
센터장

느긋한 휴식으로 일의 영감을 주는 BTC7000MX

매일 30분 두뇌 케어로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킨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도 매 시간 다양한 생각을 하
면서 지냅니다. 이런 모든 사고와 행동에 대해 우리의 뇌파는 그
때마다 독특한 형태의 파동 변화를 보입니다. 사운드 테라피의 세
계적 권위자인 리 바텔(Lee Bartel) 박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
과 전문가들은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뇌파의 측정이 가능함
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뇌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
으로 입증되면서 리 바텔(Lee Bartel) 박사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인체의 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
운드와 음악을 개발하여 인체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사
운드 테라피가 모든 질병치료의 의료현장에서 사용됨은 물론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많은 현대
인들과 불면증 환자들,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조화로운 소리를 보내주면 우리 몸은 최적의 주파수를 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뇌가 본능적으로 소리환경에 적응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동조화 원리’입니다. 리 바텔
(Lee Bartel) 박사는 이 원리를 연구, 개발하여 인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운드와 음악을 개발하였습
니다. 그는 연구 과정을 통하여 소리와 진동이 하모니를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사실을 발
견하게 되었고 BTC7000MX는 그러한 연구 결과의 결정체입니다.

•음악과 의학 분야의 주의력 결핍 재활
청각학(audiology)과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
•Music for Your Health 레코딩 시리즈와
Sonic Aid 시리즈에서 과학 설계를 담당
•Bartel 박사의 골드 앤 플래티넘 앨범 작업은
Juno Award에서 여러 번 후보로 지명
•16권의 책과 기술 연구보고서 저술 및 책임 편집
•64개의 추천 받은 논문 및 출판물과 100개 이상의
기타 전문 출판물 및 발표문의 저자

Dr. Jeffrey Thompson
Ph.D
음향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중의 한 명
유능한 음악가이며 작곡가
•26개국에서 판매되는 60개 이상의 CD 제작
•Fox Evening News, CNN, Time / Life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San Diego
Magazine 및 Psychology Today등에 기사화

Dr. Fred Schwartz
Ph.D
조산아, 수술실 및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음악 사용 도입
•Dr. Schwartz는 병원 전체의 음악 시스템 개발
•조지아 주의 모든 신생아 병동에 음악 시스템 제공
•조지아주 Zell Miller 주지사의 의료 대변인
•CNN Headline News, NBC News
BBC(National Public Radio) 등에 출연.

Dr. Lee Tiller
D.cbt, D.hyp, M.aphp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최면요법사
인지행동 치료사
•Sound Oasis Glo to Sleep - Sleep Therapy Mask
에 사용되는 특별 사운드 트랙 제작
•임상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치료
도구를 연구 개발

BTC7000MX의 4가지 사운드 효과
ENERGIZE + RELAX + SLEEP + STRESS RELIEF
4가지 효과의 사운드 트랙에 총 12개의 테라피 뮤직

사운드 테라피

진동 테라피

척추, 허리 CARE

공기순환

세균 ZERO

Steven Halpern
Ph.D.
휴식, 힐링 및 건강을 위한
세계 최고의 음악 작곡가
레코딩 아티스트
•30년 이상 녹음 작업을 하며, 책, 미디어 및
워크샵을 통해 음악 치료 분야 개척
•Halpern박사의 음악은 CBS의 48시간
ABC의 20/20, Oprah
John Bradshaw의 PBS TV 시리즈,
Homecoming and Creating Love 등에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