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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the sand sea bed
□海 沙床上-下
□海, 砂粒のマッサ一ジベッド

침대     는 ...침대     는 ...침대     는 ...

친환경 자연산 바다모래

발명특허

四季節



◆  사람이 이세상에 태어나서 부터 반평생을 잠자리에서 시작하며 언젠가는 자연의 잠자리로 돌아가는것이 우리 삶의 순리입니다.

      원컨데 우리의 삶을 잠자리에서 더욱 편안하게 자연의 깊은 느낌과 바닷가의 모래 백사장을 연상, 찜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병 장수 할것인가를 고민해 보다가 바다 모래알 고열 찜질 침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축복의땅 마두라섬에서는 모래세수, 모래찜질 및 하물며 모래 침대를 사기위해서 돈을 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모래 침대를 선호하며 사용시 깊은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  본 회사는 40여 수년간 침구류, 수예품을 제조하여 국내 최초 전자파 차단 기능성 직물지와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서 오랜 연구와 실험을거쳐 발명특허 받음으로써 세계 최초로
     "태양열 모래알 찜질 침대"를 탄생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자연 숙면과 체형에 잘맞는 침대이며 무병장수의 비결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알의 모래알이 현대문명의 고질병인 불면증과 신경통, 
     혈액순환 스트레스를 호전시키며 만성 피로를 풀어주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는 미래의 온돌 문화를 창조하는 이시대의 마지막 바다 모래 알 고열찜질침대가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    

자연산 바다모래알  고열 찜질 침대란?

특허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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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품

전자파 차단 
쟈가드 사계절 최고급 이불커버 - 1개

이불솜(구름솜) - 1개
면패드 - 1개,  쿠션 - 2개

모래알 베게 - 2개

혼수의 명품!
시부모님께 최고의 예물!

QUEENRomeo
 180 X 230   로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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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eo
 로미오  180 X 230

◆ 바다모래 알갱이속 
    미네랄 성분 및 음이온 풍부
◆ 모래 찜질시에 고질병인 
    신경통 완화 효과 
◆ 신경질환과 호르몬 불균형 
    발생 억제 효과
◆ 모래찜질시 음이온 발생으로 
     관절염 및 류마치스 통증 완화
◆ 사고후유증과 통증, 불치병으로
    장시간 요양을 필요시에 
    모래알 찜질이 효과

찜질
효능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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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침대는 숨을 쉰다 !



◆ 혈액순환 촉진과  산후조리시
   편안한 수면촉진 효과
◆ 노인성질환 및 성인병 예방 효과 
◆ 모래속 미네랄 성분과 
   음이온으로 피부병 및 생체리듬 
   균형효과
◆ 최적의 숙면으로 고질적 
     만성피로에 탁월한 해소 효과

찜질
효능

Juliet 

   175 X 225    줄리엣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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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침대는 숨을 쉰다 !



구 성 품

전자파 차단 
쟈가드 사계절 최고급 이불커버 - 1개

이불솜(구름솜) - 1개
면패드 - 1개, 쿠션 - 1개

모래알 베게 - 1개

혼수의 명품!
시부모님께 최고의 예물!

Messi  
메시  120 X 230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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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Messi  
120 X 230    메시

◆ 모래찜질은 노화방지 및
    성인병 예방효과
◆ 자주사용시 노폐물배출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 
◆ 모래속 미네랄 성분은  전신
    마사지효과와 알레르기성
    피부병에 효과적이다
◆ 장기간 병원 입원환자에
   효과적이다

찜질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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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침대는 숨을 쉰다 ! 



SINGLERonaldo
  호날두  120 X 225

◆ 척추보호와 자세교정이 된다
◆ 생체리듬과 혈류를 개선한다
◆ 어린이 아토피와 성인의
    피부노화를 방지한다
◆ 항습, 항균작용으로 안전하다
◆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으로
   수면시 최적의 숙면을 도와준다

  찜질
모래침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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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Romeo
 180 X 230   이동식 로라형 바퀴침대  -  로미오

선 택 형

이동식 모래알 침대

◆ 실내 자리바꿈이 편리하다
◆ 침대를 손쉽게  이동하여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
◆ 노약자도 누구나쉽게 움직일 수 
   있어 방향전환이 손쉽다
◆ 500Kg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로라를 장착하여
                 영구적이다 

  이동식
모래침대는

이동식로라
이중안전장치

이동식로라
이중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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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Messi  
  메시  -  이동식 로라형 바퀴침대   120 X 230

선 택 형

이동식 모래알 침대

이동식로라 

◆ 실내 자리바꿈이 편리하여 
    기분이 전환되며 상쾌하다
◆ 침대를 손쉽게  이동하여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
◆ 노약자도 쉽게 움직일 수 있어
    방향전환이 손쉽다
◆ 500Kg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로라를 장착하여
                 영구적이다 

  이동식
모래침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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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the sand SEA BED

◆ 호흡기 건강 (목이 아프거나 가래천식)효과
◆ 감기 기침을 해소시키며 코골이에 특히 효과가 있다
◆ 머리를 상쾌하게 하며 특히, 편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 베게가 낮으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다
◆ 소금은 체내 독성을 체외로 배출시키며 악취를 제거한다
◆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마그네슘, 칼슘, 철, 아연등
   무기질이 많아 유해 성분을 없애준다
◆ 소금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소금은 탈수를 예방, 살균작용으로 수면시 편안함을 만든다 

◆ 딱딱하지 않아 넘어져도 상해를 입을 염려 없음
◆ 장시간 사용하여도 전기료가 대폭 절약된다
◆ 모래알 침대는 온열의 발생이 빨리 이루어져 찜질이 경제적이다
◆ 전원이 차단되어도 온열이 장시간 유지되며 효과 또한 오래간다
◆ 바다 모래속에 유익한 미생물등 효소작용으로 해독작용이 이루어진다
◆ 모래알의 열 발생시 음이온이 발생하여 생체리듬을 원활이 해준다
◆ 수면시 온열과 찜질효과는 신체적 피로를 풀어 인체 노화를 방지한다 
◆ 전통 구들장 원리와 같은 원적외선 발생으로 최적의 수면을 만들어 낸다

모   래 90%
천일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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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침대는 숨을 쉰다 !



침대     는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전기전자 시험성적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A/S 상담 TEL. 02)2291-4381
               FAX. 02)2291-4382
               H.P. 010-6268-1770

제조사

□Steam the sand sea bed
□海 沙床上-下
□海, 砂粒のマッサ一ジベッド

친환경 자연산 바다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