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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MS란 무엇인가?



EMS란 무엇인가?
Electro Myo(Muscle) Stimulation

전기적 자극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도

- 미세전류를이용한운동방식

- 일반적인뇌의전기신호에의한근수축이아니라,
외부의전기자극에의한근수축을유도

- 스스로발생할수 있는수준보다강한근수축을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근육발달과근력향상에더욱탁월한효과가
검증된운동방식



Alessandro 
Volta

전지발명가

구)소련스포츠과학자들

소련올림픽선수를대상으로
경기력향상을위한부위별
EMS 트레이닝

A GLOBAL MOVEMENT!

WB-EMS 미래형컨셉!
독일 1700여개이상의공급자

Galvani‘s 개구리실험

전류에따른근육수축의증명

EMS 교육양성

공인 EMS 트레이너
교육시작

미하바디텍 EMS 발명

개인트레이닝에최적화된
전신 EMS 발명

1780 2007 201820091800

EMS 개발 히스토리
Electro Myo Stimulation // Electro Muscle Stimulation

EMS Micro Studios

유럽최초의
프렌차이즈시스템 –
모두 mihabodytec 
WB-EMS 사용

20101960 2016

Avatar Trainer & i-body

기술및 혁신리더

TOP 100 등극

mihabodytec 
혁신리더상수상

~현재



EMS의 효과
EMS training의 과학적연구 근거 (Wolfgang Kemmler 교수, University of Erlangen)*

− 높은 효율성

− 근육량 증가

− 근력향상 (dynamic and isometric)

− 체지방 감소 (abdominal and total)

− 요통 감소

− 심혈관계대사증후군위험요인감소

− 골밀도 증가

* 켐러, W.과폰스텐겔의 S.의실험. 전신전기자극은노인의근감소증및복부체지방에영향을미침. 제어된무작위교육및 EMS 자극시험(TEST-III) 결과. 임상(2013): 1353–1364



EMS TRAINING의 유용성
빠르고효율적인결과

− 시간절약 (20분운동으로최대 6시간의효과)

− 체지방 감소 (고강도 운동 후 체지방감소)

− 근육의 증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수준보다강한 근수축)

− 관절보호 (무중량 운동으로관절에무리 없이근력 운동)

− 통증 감소 및 재활 (저주파 자극으로통증감소와 재활 가능)

− 골다공증및 골절 예방

(근육을 안전하게자극시켜골다공증및 통증 감소효과)

− 코어 근육 강화 (깊숙한 근육까지저주파가도달)



호지혜 사진

EMS TRAINING의 유용성
빠르고효율적인결과 – 예시 (실제 Inbody 체성분/비만진단분석표)



빠르고효율적인결과 – 예시 ll (실제체형의변화)

EMS TRAINING의 유용성

Before After



02 EMS-트레이닝의 방향성



EMS

트레이닝

대사증훈군또는 미용적인이유로

다이어트가필요한사람

운동부족으로근육 및 체력향상이필요한 사람

관절이 약한노년층
운동할시간이없는직장인

EMS-트레이닝의 대상
무리한운동처방이불가능한모든사례

좌업 생활로인한 요통 환자



물리치료사

요양 병원

재활 병원 및 센터

EMS-트레이닝의도입
추가적인수입원및 사업차별화

EMS

의료사업



03 EMS 시장 확장



EMS 시장의 개발 및 확장
Guideline for a sustainable EMS business

1. EMS 인증, 테스트

− MDSAP 인증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

− IECEE CB 인증
(전기장비 및부품의 적합성평가)

− EC certificate 인증
(의료기기 지침서)

− CE DoC 인증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적합성선언서

3. EMS 전문 인력 양성

− 체계적인 EMS 교육프로그램제공

− 전문 트레이너양성 (교육/자격증)

− 전공 계열학교, 학과와연계된 교육
아카데미창설

− 진로 및취업, 창업까지연계되는
시스템구축

4. Build the market

− 전문 프렌차이즈시스템 도입

− 초기 투자비용 절감시스템 구축
(렌탈, 가맹 등)

− 안테나샵 & 체험존 설치하여대중화

− 전문 마케팅그룹과연계

2. 꾸준한 연구와입증

− 다수의논문 및 연구로인한
효율성, 안정성입증

− 추가적인효과 입증및 연구

− 경과 및결과 값의 DB화

− 객관적인자체 자료를지속 생산



미하바디텍 EMS 세계 분포도
전세계약 50개국이상 진출

미국
Since October 2019

miha
bodytec

Inc.

Gersthofen/
독일

Since 2007

miha
bodytec
GmbH

전세계
in more than 50 Countries, e.g.

Austria
Australia

China
Czech Republic

France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Lebanon
Kazachstan

Poland
Russia

Scandinavia
Switzerland

UAE

Republic of Korea

miha
bodytec

글로벌지점

유럽
Since 2017

miha
bodytec

Ltd.

&



미하바디텍 EMS 장비
EMS Training 전신장비

EMS 장비 전극 시스템



04 한국 총판 - 미래비즈코리아



㈜미래비즈코리아 소개 – 미하바디텍 한국 총판
Miraebiz Korea inc. Introduction

렌탈금융플랫폼

-미래비즈코리아자회사㈜엠케이렌탈설립
-우수한국내외기업의제품을철저한통계, 분석을바탕으로

렌탈상품으로설계및컨설팅, 렌탈상품화그리고유통까지지원
-B2B, B2G  등정형/비정형렌탈상품화금융컨설팅

전국지사네트워크

-전국광역별사업구역세분화, 지사설립
-지사가직접총판/대리점/창업자를배출하고

유통판매네트워크를구축/운영

온라인마케팅

광고대행사로서의다년간마케팅노하우를갖춘
본사마케팅팀에서검색광고, 타켓팅광고, 바이럴광고등
전략적으로모든채널의퍼포먼스마케팅을기획, 진행

파트너사네트워크
온라인쇼핑몰플랫폼을분양받은전국500여개파트너사와의
판매네트워크구축및제공

플랫폼분양및창업솔루션
유통/쇼핑사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와기존종사자에게
미래비즈코리아가직접개발한온라인쇼핑몰플랫폼을
분양/창업지원하고영업자를교육, 육성하는사업

유통사업플랫폼

통합콜센터운영
1. 유통사업에최적화된24시간365일콜센터운용
2. 위탁업체를고려한CRM 시스템개발

(업계최초콜유입,통계,전수녹취시스템제공)



㈜미래비즈코리아 소개 – 미하바디텍 한국 총판
Miraebiz Korea inc. Introduction



미하바디텍 - 미래비즈코리아

WELCOME TO THE EMS MARKET LEADER

상품및사업문의 : 

미래비즈코리아박세훈팀장 (010-2982-8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