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케어 적외선 램
프

 

650W

반신 치료

124cm 높이

 

HP3643 효과적인 통증 완화
깊숙히 스며드는 적외선의 따뜻함

필립스 인프라케어는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650W 적외선 램프

가 적외선 열을 편안하게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영역의 절반

(60X40cm) 가량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효과적인 통증 완화

깊숙이 스며드는 적외선의 따뜻함

반신 트리트먼트

650W 적외선 할로겐 램프

편리한 사용

각도와 회전 조절 가능

목과 어깨에 간편하게 적용

혈액 순환 촉진

혈액 순환 촉진



인프라케어 적외선 램프 HP3643/01

주요 제품 사양

650W 적외선 할로겐 램프

필립스 인프라케어 HP 3643은 등 전체, 어깨와 목

또는 허벅지 부위 등 60X40cm에 이르는 영역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도록 최적화되어 있습

니다. 인프라케어는 혁신적인 적외선 할로겐 램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 광학 기능 및 필터를

갖춘 650W 강력한 할로겐 램프는 적외선 온기를

치료 부위에 고루 분배하여 반신 치료 및 보다 편안

한 보온 효과를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각도와 회전 조절 가능

인프라케어 HP 3643은 유연성있는 구조로, 반신

치료 및 기타 상황(예: 침대/소파에 누워 있는 경우)

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기 옆

램프 외장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왼쪽/오른쪽 90

도) 움직이고 위쪽 또는 아래로 기울여(45도) 몸의

오른쪽 부분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에 간편하게 적용

인프라케어 HP3643은 목과 어깨에 간편하게 조사

하여 최적의 온열 치료를 통해 근육통을 완화해 줍

니다. 램프 외장의 높이를 60cm ~ 120cm로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침대에 누워 있든 의자에 앉아 있든

편안한 자세가 가능합니다.

혈액 순환 촉진

적외선과 열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합니다. 또한 적외선은 대사

과정을 촉진하고 신체에서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

다.

깊숙이 스며드는 적외선의 따뜻함

적외선 치료는 근육통 및 경직된 관절이 주는 통증

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

니다. 적외선의 편안한 보온 효과는 피부 깊숙이 침

투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근육이 진정되면 저절로 긴장이 풀리고 편

안해집니다. 온기에 의해 신체 조직이 더욱 유연해

지면서 경직된 조직이 줄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

집니다.

효과적인 통증 완화

깊숙히 스며드는 따뜻함

반신 트리트먼트

치료 부위: 60x40 cm

적외선 할로겐 램프: 650 W

편리한 사용

on/off(켜짐/꺼짐) 스위치

조절 기능: 0-40도(뒤쪽)

손잡이 2개: 손쉬운 휴대 및 비치

확장 가능한 높이: 62-127 cm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램프 외장(좌/우): 90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램프 외장(위/아래): 45

기술 사양

소비전력: 650 W

진동 횟수: 50-60 Hz

램프 수명: 500 시간

코드 길이: 300 cm

단열: 등급 II(이중 절연)

전압: 220-230V, 대만 110V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 29x124x29 cm

제품 중량: 7.2 kg

F-box 크기: 34.5x60x39 cm

F-box 중량: 9.1 kg

F-box 규격(=A-box): 34.5x60x39 cm

F-box 중량(=A-box): 9.1 kg

유로 팔레트 수량: 24 개입

물류 제원

CTV 코드: 884364301000

원산지: 독일

안전

IEC 인증: IEC 60601 및 60335 준수

15분 후 자동 전원 차단

의료 기구

의료 기구 관계: 2007/47/EC, MDD 93/42/EEC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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