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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당신에게 
휴식, 그 이상의 편안함을

Premium Re lax  Massage  Cha i r
ORACLE K7



공간의 중심이 되는
ORACLE K7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돋보이는 텍스처패턴

Premium Re lax  Massage  Cha i r

ORACLE K7

LCD리모컨 블루투스스피커지퍼내피시트스트레칭집중케어온열기능공기압강도마사지강도

발바닥 롤링무중력모드

AUTO

자동체형인식SL프레임 전신에어마사지

SLIDING

슬라이딩기능

AUTO

8가지 자동모드 다리길이 조절

오라클 K7 한눈에 보기

슬라이딩 각도 조절

발바닥 롤링 마사지

합리적인 공간 활용

공간활용 극대화
설치시 후방 필요공간
'10cm이내 ' 면 충분합니다.

발끝까지 시원하게

발 부분 롤러기능이
발바닥까지 빠짐없이 마사지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으로
편안한 안마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탈부착이 가능한 패드 & 커버

지퍼형식으로 되어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

마그네틱 기능의 탈부착 리모콘

사용은 간편하게
분실 및 고장의 위험도는 최소화

8가지 자동모드

수면 모드 리프레쉬 모드아침 모드 레스트 모드스트레칭 모드 릴렉스 모드스페셜 모드 힐링 모드

오라클K7 디테일

오라클K7 상세스펙

오라클K7 오토모션

ZERO-G 포지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중력을 최소화

안마의자 전체를 기울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인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최소화하여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

10cm 이내

파워 스트레칭 기능

목부터 엉덩이까지
신체라인을 맞춰주는

전신을 부위별 에어백으로
잡아준 후 등받이와 다리부분이
동시에 상하로 이동하며
몸 전체를 늘려 근육을 풀어주는
전신 안마 코스

자동체형인식 시스템

체형이 달라도 자동체형인식 시스템으로 정확한 맞춤안마

마사지볼이 목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L자형 프레임을 적용하여 입체적인 마사지.

L 프레임

일반 직선형 프레임과 달리, 신체라인에 맞춘
인체공학적 프레임 설계를 통해 빈틈없는 마사지.

S 프레임

안마감조절

안마감 조절이가능한
2중 머리패드  

상품명 및 모델명
본 체 치 수
ZERO - G
자동코스시간
정 격 전 압
정격주파수
소 비 전 력
제  조  자
제  조  국
A / S 센 터
컬 러 정 보
실   중   량
전자파인증번호
전기안전인증번호

오라클K7
1350mm x 1180mm x 730mm
1560mm x 1030mm x 730mm
15분
AC220V
60Hz
150
비욘드릴렉스(주)
Made in China(OEM)
비욘드릴렉스 Tel. 1661-8098
스모크블루
83kg
R-R-rs4-AM-1100A
JU071856-2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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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mm 730mm

따듯한 열감으로 효과적인 근육 이완

견갑골 주위를 중심으로 
뭉치기 쉬운 근육을 완화시키고
풀어주어 마사지 효과를 증대.

온열테라피

*온열감은 사용자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