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측만증 고통의 삶으로부터의 자유”

저희는 척추 질환이나 부상으로부터의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한 최신 
기술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는 
독특한 ‘공기 주머니 확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척추뼈 상의 
압력을 대폭 줄여주기에 고통 완화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는 전체적으로 수술 전후에 매우 도움이 되고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완전히 새로 고안된 제품입니다.

“척추측만증 고통의 삶으로부터의 자유”

사용자 설명서

Dr Kevin Lau
케빈 라우 박사

Scoliosis & Spine Correction Clinic
척추측만증 & 척추 교정 클리닉

302 Orchard Road #10-02A
Tong Building (Rolex Centre),

Singapore 238862.
이메일:  support@hiyh.info

동료의 운동 DVD, 오디오북, 아이폰용ScolioTrack 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다음을 방문해 주세요: 

 www.HIY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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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ScolioEase 견인 벨트란 무엇인가요?

특허를 가진 기기인ScolioEase 견인 벨트는 부드럽게 사용자의 몸통을 
수직 공기 기둥을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는 가볍고, 
얇으며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척추 부분을 안정화해주고 운동성을 
개선하면서 고통 완화를 돕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사용자의 옷 안에 쉽게 
착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운전, 걷기, 장 시간 서 있기 등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 사용을 통해 스포츠와 
레저 활동 등을 포함한 운동성과 연관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도 더 
쉬워집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갈비뼈 아래 부분과 엉덩이 윗부분 
(엉덩뼈 능선) 사이에 착용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견인을 통한 들어올림은 벨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요추 부분의 
압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직적으로 확장 가능한 공기 기둥은 가상적인 
특수 의상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는 척추 감압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아래쪽의 고통 및 방사형 고통의 제거로 
이어집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는 중력 압력 효과를 상쇄하고 활동적인 재활을 
돕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고통 완화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증가되어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자연스러운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

사용 설명서

확장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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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lioEase에 대한 이야기

요추 척추 뼈 부분이 접질려서 급성 혹은 만성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 디스크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도 매우 유용합니다. 척추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분리증은 이 기기로 
잘 치료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입니다. 추간판 디스크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이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 기기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 출산을 겪은 후유증로 인해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 
기기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 회복 기간의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로 혹은 인체공학적이지 않은 의자와 책상에 장시간 앉아 일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학생 및 직장인 분들도 이 기기를 이용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 더 많은 통증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이 기기를 잘 
위치시키시면 고통을 완화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의 사용과 연관된 직업들은 보통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수작업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기기가 일하는 중 추가적인 부상으로부터 
보호받아 고통을 줄이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이는 
훈련 세션이나 스포츠 경기 중의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 놓여 최대의 스트레스와 
부하가 척추에 가해지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척추측만증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께든
ScolioEase 벨트가 허리 통증 및 신경 관련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함

편안함은ScolioEase 벨트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갖는 또다른 이점입니다. 당신이 
적용하는 압력에 기초해 다양한 기간에 다양한 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ScolioEase 벨트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 및 활동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휴대가 가능하고 전기와 같은 자원을 소비하지 않으며 약물 의존 등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물과 달리, 사용 기한도 없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반복 
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사용해보시면, 이 사용자가 평범한 일상 생활의 활동들을 해내고 심지어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옷 속에 
쉽게 숨겨지기도 합니다.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이 척추에 가해지는 효과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는 환자들이 가정 내 자가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용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더 편리해지고 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임상 연구들은ScolioEase 견인 벨트가 움직임의 범위를 개선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며 척추 퇴화를 막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에게서 훌륭한 결과들을 보아 왔고, 때때로ScolioEase 견인 벨트가 식단 
변화 및 운동과 함께 사용합니다.



7ScolioEase 견견 견견 ScolioEase牽引ベルト6 www.HIYH.info www.HIYH.info

ScolioEase 벨트가 어떻게 작동하나요?

부풀리지 않은 벨트를 갈비뼈 아래 
부분과 엉덩이 뼈 사이에 둡니다. 
벨트가 조여지고 허리 주변에 적절히 
위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제공된 펌프를 이용해 벨트를 완전히 부
풀리세요. 벨트는 13-21cm 수직으로 확
장될 것입니다. 이는 적용된 척추 부위
에 견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의 감압/견인 효과는 공기 기둥이 부드럽게 수직적으로 확
장됨으로써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증가시킵니다.

치료 전:
허리 디스크가 신경 뿌리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고통을 야기합니다.

치료 후:
ScolioEase 견인 벨트를 “특수 의
상”처럼 사용하셔서 공기 기둥 확
장이 척추뼈 사이의 공간의 증가로 
이어져 중력 감소 및 요추 부분 압
력 감소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1

2

3

4

5

6

7

8

ScolioEase 견인 벨트의 특징

중력 효과 및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근육 경련, 쥐, 긴장 및 
고통으로 인한 압력 부하를 감소시킴.

척추측만증, 퇴행성 디스크, 관절 질환, 좌골신경통,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의 견인은 척추측만증,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엉덩이, 종아리, 다리, 발에 대한 통증 감소로 이어집니다.

척추측만증의 압력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장시간 운전 혹은 앉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요추 척추측만증을 겪고 있는 척추에 고른 하중 배분을 위한 
적절한 자세 유지를 돕습니다.

옷 속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입기에 편리하고 가벼워 착용 중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100% 부드럽고, 견고한 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경 뿌리를 
누르는 수핵의 
이탈

척추

척추 신경 뿌리

수핵

섬유 고리

척추체

보통 vs 추간판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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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방법
중요
주의: ScolioEase 견인 벨트를 식사 
중 혹은 식후 최소 1시간은 사용하지 
마세요. 복부/배꼽 부위 주변을 측정해 
정확한 벨트 크기 결정을 하셔서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ScolioEase 견인 벨트를 몸통 뒤에 두고 복부를 감싸주세요. 배 부위의 양쪽 
끝이 위 부분의 밸브 끝과 교차하도록 하세요. 벨크로가 가능한 한 꽉 조이게 
하세요. 그림 2를 보세요. 벨트가 딱 맞고, 안전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벨트를 부풀리기 전, 밸브가 시계방향으로 조여졌는지 확인하세요. 펌프에는 
클램프를 밀어넣어 밸브에 딱 맞는 클립이 있습니다 (그림 4 참조).

2

3

ScolioEase견인 벨트에 제공된 펌프를 이용해 천천히 부풀리세요. 공기 기둥
은 점차 확장되고 사용자는 “들어올리는 동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 “특수 의상”으로부터의 원하는 들어올림 효과가 나타
난 이후 공기 펌프를 연결하는 클램프를 제거하세요.

1회당 2-3시간 매일 3회 혹은 의사 처방에 맞게 사용하세요.

4

5

6

복부 둘레를 측정해 사이즈를 결정하세요 (13페이지 차트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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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주의

ScolioEase 견인 벨트는 종양, 임산부 혹은 12세 미만에게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닿거나 긁지 마세요.

ScolioEase 견인 벨트를 요추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직사광선이나 직접적인 열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마세요.

불활동성 위축 예방 및 척추 강화 증진을 위해 허리 부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느끼실 때는, 즉시 벨트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받으셔
야 합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를 사용하기 전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약간 축축한 천으로 벨트를 닦으세요. 수건으로 말려주세요. 건조를 위해 
태양 빛에 직접 노출시키지 마세요.

척추에 심각한 부상, 손상, 골다공증을 겪고 계시거나 최근 척추 수술을 
받으셨거나 다른 급성 혹은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ScolioEase 견인 
벨트를 의사와의 상담 이전에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1

2

허리 통증을 위한 추천

최고의 효과는 서 있는 자세에서 얻어집니다.

2-3시간 계속 착용하고 계시고, 이후 최소 2시간 제거하신 뒤 이를 매일 몇 
번씩 반복하세요.

ScolioEase 벨트는 허리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할 때에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ScolioEase 견인 벨트 사용 전 열이 근육 긴장 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 염증에 대해서는 얼음이 효율적입니다. 사용 전 얼음이나 
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ScolioEase 견인 벨트를 두 개의 기둥 부위 (갈비뼈와 골반 마루) 사이에 
두는 것은 최적의 견인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벨트는 
당신의 신체 유형에 따라 더 높이 혹은 더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닿는 부분의 편안함을 위해서나 직접 피부에 벨트가 닿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ScolioEase 견인 벨트 아래에 얇은 면 티스쳐를 편안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알러지 반응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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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lioEase 견인 벨트의 독특한 모습

개인들은 이제 가정, 직장에서, 놀 때에 매우 효율적인 견인 효과를 주
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입고 사용하기 쉬운 기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자세와 지지가 서 있는 동안 제공됩니다. ScolioEase 벨트는 압
력과 고통을 줄여줍니다.

일할 때, 이동할 때, 움직일 때 가볍고 편안한 고통 경감 제공

언제든, 어디에서든 예방, 유지, 건강

1

2

3

4

척추측만증을 위해 사용 추천

20도 이하의 만곡도를 가지신 통증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청소년기 등의 
악화 경향을 보이시는 환자 분들을 위해서는, ScolioEase 견인 벨트를 30분씩 매일 
1-2회 통증이 잦아들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도보다 더 큰 만곡도를 가지신, 척추측만증이 악화되고 있으신 환자분들께는 1
시간씩 매일 1-2회를 고통이 잦아들 때까지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는 
연령 및 각 환자분의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도 이상의 만곡도를 가지시거나 통증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께는, ScolioEase 
치료를 즉시 최대 2시간씩, 매일 2-3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ScolioEase 견인 벨트가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음에도, 다른 운동들이 
이후의 활동적인 운동들의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점차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급하게 무리가 오는 운동을 시작하면 긴장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선택하시게 될 운동 
루틴으로 빨리 접어들고자 하는 열정에 저항하세요.

크기               허리 둘레

   S          28” - 36”      70cm - 90cm

   M        36” - 40”      90cm - 100cm
 
   L         40” - 47”     100cm -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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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허리 지역 길이는 10cm. 이는 엄지손가락에서 검지 손가락 사이를 완
전히 폈을 때의 거리와 동일합니다. 강력한 확장하는 “특수 의상”의 공기 
기둥의 수직적인 견인 효과는 중력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합니다. Sco-
lioEase 견인 벨트는 기계적 감압 현상에 기초를 둡니다 (견인 효과는 팽창 
시 21cm입니다).

특허 받은 제조 과정과 특별한 디자인이 인체의 모양과 윤곽을 들어올립
니다.

완전히 확장된ScolioEase 견인 벨트 공기 기둥은 강력하게 들어올리는 견
인 효과를 요추 부위의 척추 뼈에 발생시킵니다.

각 벨트는 품질 검사를 받아 공기 유지 및 견고성을 확인했습니다.

펌프는 자동적으로 벨트 안으로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이 0.15 MPA에 이
르게 됩니다.

과학적 디자인

13cm
21cm

재료

外側：PU（ポリウレタン）

외부: 폴리우레탄

내부 재료: 면 섬유

공기 주머니: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연장 장치에 사용된 재료: 벨크로

펌프 재료: 폴리아미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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