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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불빛이 심리안정실을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줌
 빈백이나 푹신푹신한 곳에 누워서 감상하면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여러 불빛들이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들어내어 은은한 시각 
자극 효과와 주의 집중효과가 있음

 시각자극과 촉각자극 치료, 주의력 집중과 긴장완화, 심
리안정에 효과적
지속적으로 반짝이는 불빛은 마음을 경쾌하고 생동감을 
느끼게 함
수많은 빛이 촘촘히 들어 있어 더욱더 선명하고 화려함

시각자극과 촉각자극 치료, 주의력 집중과 긴장완화, 심리
안정에 효과적
지속적으로 반짝이는 불빛은 마음을 경쾌하고 생동감을 
느끼게 함
수많은 빛이 촘촘히 들어 있어 더욱더 선명하고 화려함

심리안정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기둥
시각, 촉각, 청각 자극을 주는 제품
물방울의 움직임에 따라 물기둥을 만지면서 부드럽고 편
안한 진동감각을 느낄 수 있음
 물기둥의 프로그램 방식, 컬러, 스피드 등의 조정은 리모
컨을 이용하여, 방안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함
프로그램 방식 : 고정모드, RGB모드, 7가지 색변환 모드, 
특정 색상 점멸모드 (색상 선택 가능)
컬러 : 7가지 컬러
스피드 : 0.2초에서 5초까지 총 7단계 조정 가능

RT 은하수조명 RT 튜브인 광섬유커튼(폭포)

RT 튜브인 광섬유커튼(원형) RT 물방울기둥

베러마인드 융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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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 전용 쿠션으로 물방울
기둥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서 편안하게 바라 볼 수 있도
록 도와줌
물방울 기둥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
쿠션에 앉아서 물기둥을 만지
고 바라볼 수 있음
 모양 : 사각형, 코너형 선택 가
능

 광섬유에 빛을 공급하는 장치로 시각적인 자극과 색
상 인식 그리고 인과관계의 이해 및 발달에 도움을 줌
 빛의 색을 선택할 수 있음
지속시간 지정 가능
원하는 요구사항에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함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음
색상 변화 패널과 함께 사용 가능 

시각적인 자극을 주고 걷기, 기기와 같은 동작을 자극해주
는 광섬유 매트
리모컨을 통해 프로그램방식, 컬러, 스피드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앉은 상태에서도 변경하기 쉽고 아주 편리
프로그램방식 : 고정모드, RGB모드, 7가지 색변환 모드, 특
정 색상 점멸모드(색상 선택 가능)
 컬러 : 7가지 컬러
스피드 : 0.2초에서 5초까지 총 7단계 조정 가능

사물에 대한 기억력 발달에 좋음
휠의 테마에 따른 인지 발달 효과가 있음
 이미지의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자극을 줌
구성 : 휠프로젝터, 프로젝터휠 로테이터, 프로젝터휠 5개 

프로젝터에 삽입하여 심리치료실 전면에 비추어 환성적인 이미지효과를 주기 위한 휠
각각의 디스크 휠마다 표현되는 그림이 달라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음 
바닷가, 나비, 숲의 사계절, 귀여운 동물들, 시골풍경, 심해, 우주, 구름, 풍선, 불꽃놀이, 물결모양(부드러운색), 물결모양(진한색) 
중 선택 가능
휠 지름 : 15cm

RT 물방울기둥용 플랫폼

LED 광섬유와 라이트소스 시각인지 LED 프로젝터 패키지

RT 광섬유 매트

디스크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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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터치만으로도 환상적인 색상들과 사운드, 라이트 등 
매우 효과적인 시각적 자극을 줌
8가지의 터치 게임
16가지의 악기사운드
볼륨조절
다채로운 색상과 무지개 라이트
LED 라이트
세로형 / 가로형 선택 가능

 아름다운 색상의 LED 불빛 스팩트럼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반짝이는 
환상적인 마법의 시각터치 훈련보드
9가지의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
터치에 다라 물결처럼 일어나며 바다 소리가 남
색상인지 및 추적하기, 의사소통발달에 효과적
 터치보드의 색상 움직임 속도와 사라지는 길이, 색상 등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볼륨 또한 조절 가능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바닥스탠드에 놓고 사용할 수 있음
(바닥스탠드는 별매)

이동이 가능한 코너형 물방울기둥으로,  다른 치료실로 이동시
켜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의 폭이 큼
아크릴 거울이 장착되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이동식 코너형 물방울기둥은 경제적이면서, 안락한 심리안정
실을 꾸밀 수 있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의자처럼 앉아서 사용할 수 있어 
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크기 : 600 / 600 / 400 (물기둥 1000mm)

라이트터치 사운드 패널

시각불빛 터치 패널

음악소리 시각 터치터치훈련보드

RT 이동식 코너형 물방울 기둥

부드러운 터치에 반응하는 시각불빛 패널
패널 속을 바라보며 무한하게 반짝이고 변화하는 색상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마치 사용자의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며 주의집중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동기부
여를 제공
 규격 : 높이 58 / 너비 52 / 두께9cm

BETTE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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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에 부착하여 시각적자극을 제공
 천천히 회전하는 미러블에 스포트라이트를 쏘아주어 반
사된 빛을 따라 주의 집중할 수 있고 긴장감을 해소시켜줌
 크기 : 16"(지름 약400mm)

벽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종합훈련보드
총 3가지의 감각으로 구성(시각, 청각, 촉감)되었으며 다
양한 감각들은 발달장애, ADHD, 감각기능발달 촉진 등
에 효과적
규격 : 각 76 / 76 / 15 (cm)

레이저별 프로젝트

감각발달 마루촉감판

회전미러볼과 라이트빔

시각/청각/촉각/종합훈련보드

촉각과 시각을 자극시켜주는 제품
 24가지의 다양한 형태와 촉감을 가진 타일들을 제품 위
에 앉아서 손으로 만지고 보면서 시각, 청각 그리고 대근
육 운동능력도 함께 자극시켜주는 통합 감각재활 훈련용 
타일 촉각판
 원하는 개수(6,9,12,16,18,20,24)의 촉각판을 선택하
여 사용가능하고, 촉각판 위에서 걷거나 뛰거나 앉아서 
사용 가능
 매우 튼튼한 재질로 만들었으므로 휠체어의 사용도 가능

별빛이 방출되는 조사기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벽에 고정할 수 있음
 이동이 간편한 소형 사이즈 ( 28 X 24 X 21cm)
 AC  아답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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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파
 모벨카펜터의 워터 레지스턴스 원단으로 원단의 표면에 발수코
팅 처리가 되어 있어, 80프로까지 생활방수가 가능
 좌석 높이 38c, 팔걸이 높이 60cm, 좌석 깊이 40cm
 나무 프레임이 아닌 시폰 블록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함은 
유지됨
 시폰 블록은 인체에 무해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원재료를 
사용
 PCT(특허협력조약)/실용신안등록 되어 있는 제품

 편안하게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네의자
 앉았을 때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허벅지 라인까지 내려온 쿠션은 
편안함과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고려하여 제작되었음
 고급원료 사용으로 무게감을 줄이고 바구니 그물은 수작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튼튼함
 원형 받침대로 안정감을 더 하여 밀림현상을 최소화 하며 쉽게 끊어지
지 않는 튼튼한 철제 프레임과 강철 고리로 내구성이 뛰어남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더욱 안정감 있게 사용 할 수 있고, 
최대 150kg까지 지탱 가능
 그네의자와 잘 어울리는 탈부착이 가능한 카우치를 통해 더 편안한 휴
식을 줌

 편안한 착석을 도와주는 빈백쿠션
 우수한 복원력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차후에도 계속 충전 할 
수 있고, 이중 안전 지퍼방식으로 충전재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호
 조직감이 있는 코팅 원단 소재로 쉽게 늘어나거나 스크레치가 잘 생
기지 않고 오염에 강하여 관리가 매우 용이
 900(W) / 350(H)mm
 색상 : 레드/스카이/그린/블루/핑크/오렌지 중 선택

힐링 1인용 쇼파

힐링 2인용 쇼파베드

흔들 그네 의자

빈백쿠션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톤 다운된 세련된 색상으로 오염
에 강하며 어느 공간에서나 다양하게 어울림
 소파와 침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오래 앉아도 불편하지 않고 상황
에 따라 침대로 변경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음
 두툼하고 폭신한 쿠션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지퍼 시스템을 적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여 오염시 분리하여 세
탁이 가능

BETTE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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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제품으로 구성한 심리안정실 패키지
 인터랙티브 사각불빛 터널과 무드라이트는 LED 빛을 통
해 여러가지 색상과 모양을 연출
 물기둥은 여러 색상의 변화하는 과정과 물방울 기포를 보
며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음
 광섬유를 직접 만지고 몸에 둘러보며 시각, 감각훈련을 동
시에 충적시킬 수 있음
 물방울 기둥 뒤 설치된 거울을 통해 물방울기둥 2개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거울 속에 비친 물방울기둥, 또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음
 구성 : LED 인터렉티브 사각불빛터널, 무드라이트패널, 
물방울기둥 1.5m 와 거울, 광섬유, 전용 플랫폼

이동형 심리안정 패키지

심리안정실 설치도면 샘플

심리치료실 패키지

심리안정실에서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제품들을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롤리 형식으로 구성한 패키지
 음향시설인 외부의 스피커들을 통해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음
 물기둥의 색깔이 8가지로 바뀔 수 있어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
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
 크기 : 54.6 × 146 × 101.6(H)cm
 구성 : 물방울기둥, 프로젝터, 광섬유, 멀티큐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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