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 전세계에서가장많은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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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의원인은

고혈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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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이상
나이 25

세계에서고혈압을
앓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되는 다른 신체 기관

뇌 심장 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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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약을 더적게 혈압이상이
없다

편안한생활 날씨의영향

전기 자극체

작업원리

АВР-051 기구가충격으로심장혈관의시스템을회복시키며, 
뇌에있는혈관운동센터 2개부문구성되는중압, 감압에도
영향을미친다. 또한생물학적활성물질공해에대한혈관의
매끄러운근육조직의활성을돕는다

자극요법이 АВР-051 기구로임펄스의열으로이루어져서
동맥혈압교정을위한진동수식자에맞는음량임펄스
열이다.

보편적인구조로알기쉽게되어있으며, 적절하게당신의능력을주파수로제어하는
펄스장치입니다



동맥혈압교정을위한 АВР-051 
새로운기기

버튼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번호 1 

지대 МС-6 -
혈압을내리기위해

지대 ТЕ-5 -
혈압울올리기
위해

버튼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번호 2 생물학적활성지대에게

영향을미치는내장
전극들 ТЕ-5 과МС-6

프로그램번호1 프로그램번호 2
고혈압 I,II 위계,  고립수축기압,  확장기
혈압에게 영향을 미치다.

자극요법이 МС-6 지대 심장혈관계에게
명시된 진정작용 효과에 이르러 관 벽
장력을 조정하여 정상화합니다.

낮은 혈압과나쁜건강상태에게 영향을
미치다.

자극요법이 ТЕ-5 지대대기압진동의
면전에서관장력을안정시키고부드러운
토닉효과에이르게합니다.

사용하기쉽다 부드러운교정 혈압 유해한부작용없다

•

•

•

•



ABP-051 기구가동맥혈압저하위해피하
전기작극기동급에서현대의유사물가운데가장
완성된제품이다. 전문가이며사용자를위해
중요한기구이다. 임상의실습에일용도입위해
추천된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의 개정을 위한
혈압

• 아픔없이행동한다

• 심장출력음량및심장속도에게영향을미치지않다

• 안전한수속

• 중독성이없다

• 감염위험이없고피내주사침투없다

동맥혈압조정의전기자극법으로이것은현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반사요법개발이다. 
대부분의경우에 ABP-051 기구로치료과정이벌써
첫번째치료과정전에적극적인지지르 얻었다.

체르느쓰이리나미카일로브나.
의술과학부교수, 젓번째모스크바
국가의료세체노비의대학교의
새로운비약내과학방법개발및
도입실험실수석과학자

바실레느코알레크세이
미카이로비치,  
의술과학부교수,
러시아보건복지부과학
재활센터의수석과학자



다양하게개발된혈압조정장치

저혈압을위해

프로그램 (저혈압병)

고혈압을위해

프로그램 (고혈압병)

프로그램으로높은
정상적인혈압

프로그램에서는고혈압의 1 
위계

프로그램에서는 고혈압의 2, 3 
위계

프로그램를위한절연된
수축기혈압

프로그램를위한 절연된
이완기혈압

프로그램를위해
정상화의수면

프로그램개선하는
일반적인건강,신체의
방어를강화

АВР-051 АВР-052 АВР-053 АВР-054 АВР-055

저장 1000 까지
측정을분석해결과

진단학 유기체의 분석에
의하여 심장의 변동성
평가

혈압측정

심장박동측정

개인적인선택의
프로그램과작업의
과정을사용하여
전기자극기



주요 활동

과학적생산 “인페룸” 컴퍼니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제품및 휴대용
장치의 개발 및 생산

검색에 관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및 구현에 관한 특정
기술 솔루션

연구 활동 분야에서의 비 침습적 방법의 치료 및 진단
인간의 삶과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치연구

전체 범위를 제공하는 생산 서비스입니다.

•

•

•

•

중앙사무실:  
유한책임회사
«인페룸»
620100, 러시아, 에카테린부르크, 
시비르스키이드라크트 12, 1 집, 
사무실 206

유럽대표부:  CARLAINE s.r.o.
르바트스카야 839/2
360 17, 카러바르
체코공화정체inferum.com

100@inferum.ru
carlaine.com  
info@ carla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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