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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ave Pro를 사용하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정서적인 웰빙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스트레스 해소
✓ 조율하기
✓ 회복탄력성 고양

보건,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내담자가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emWave Pro는 심장
리듬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장, 정신 그리고 감정이
서로 단결하여 조화를 이루는 정합수준 즉 최적의 생리상태
를 표시하는 고유한 훈련 시스템입니다.

300 개가 넘는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전문가
가 권장하는 정합 훈련은 하루에 몇 분 씩만 투자해도 스트
레스를 줄이고 에너지와 회복탄력성을 높이며 정신의 선명
도와 업무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mWave Pro 입문의 환영인사 emWave Pro 부품 소개

 센서 잭

 센서 포트

 USB 모듈

 귀 센서

 옷깃 핀

®



소프트웨어 설치 지침

1.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고
www.heartmath.com/downloads로 이동하십시오.

2. emWave Pro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본
지침서 뒷면에 있는 등록 번호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십시오.

3. 지침에 따라 emWave Pro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4. emWave Pro를 처음 열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emWave Pro의 기본 기능에 대한 필수 정보가 제공되는

emWave Pro 소프트웨어둘러보기를 참고하십시오.

언제든지 HeartMath® 온라인 라이브러리로 돌아가려면
기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열린 책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이 라이브러리 창을 닫으면 emWave Pro 플랫폼이 나타납니다.

시작 방법

1. 이어 센서 잭  을 USB 모듈의 센서 포트 

에 연결하십시오.

2. USB 모듈  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꽂습니
다.

3. 이어 센서  를 귓불에 끼우고 옷깃 핀  으
로 옷에 고정하십시오.

4.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하십시오.

호흡 속도를 따라 평소보다 느리
고 깊게 숨을 쉬면서, 편안한 속
도로 호흡하십시오.

정합 비율 그래프를 채우는 빨강, 
파랑 및 녹색 색상을 확인하십시
오. 파란색과 녹색 막대를 최대
한 채우십시오.

5.

6.



빠른 정합 테크닉

1 단계 : 심장 중심 호흡

심장 부위에 집중하십시오. 호흡이 심장이나 가슴 부위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평소보다 조금 느리고 깊게 호흡한다고
상상하십시오.

5초 동안 들이 마시고 5초 동안 내쉬십시오. 심장에 주의를
기울이며 호흡하면 중심을 잡고 정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단계 : 긍정적인 느낌의 활성화

당신의 삶 속에서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감사
와 배려와 같은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애완 동물, 특별한 장소, 성취하신 것 등에
대한 느낌을 다시 경험하거나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에 집중
하십시오.

첫 시도 전,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건강한 습관 만들기

몇 분 동안 매일 연습하면 회복탄력성과 감정 상태를 빠르게
재설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습의 효과가 더
분명해지며 더 확실한 정서적인 기준선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HeartCloud

HeartCloud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내담자의 경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시려면 HeartMath 라이브러리의 안
내를 따르십시오.

일단 귀하의 HeartCloud 계정이 생성되면 경과 다시보기 아이
콘 을 클릭하여 여러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동기화하십
시오.

기술 지원

제품 지원 정보는 support.heartmath.com을 방문해주세요.



emwavetraining.com 

심화 자료를 보시려면 www.emwavetraining.com을
방문하십시오.

 내담자 및 환자와 함께 emWave Pro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1 시간 웹 세미나 자료.

 전체 emWave Pro 기능에 대한 43 분 짜리 오디오 소개 자료.

 emWave Pro 실무자 안내서 - 내담자 및 환자와 함께
emWave Pro 사용에 관한 23 페이지의 소책자.

 치료사 안내서 - PTSD, 중독, 만성 통증, 슬픔 및 상실을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이용되는 HeartMath® 도구 사용법.

 emWave Pro에 대한 라이브 1 시간 전화 교육 세션은 수요일
오후 2시 (태평양 표준시, 오후 5시 동부 표준시)에 진행됩니
다. 712-432-0075(미국) 액세스 코드 651449로 전화하십시오.

 추가 전문적인 건강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heartmathhealthprofessional.com

고급 훈련과 공인 인증 프로그램

 Add Heart Facilitator - HeartMath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기위한 입문 과정. 이것은 HeartMath의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Heartmath Interventions Program - HeartMath의 정서
적 자기 조절, 스트레스 / 불안 완화 기법 및 기술을 배우
고자 하는 보건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HeartMath Coach / Mentor Program - 코치와 멘토는 내
담자가 직관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심장 이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와 조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HeartMath certified Trainer -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워크
샵 리더는 HeartMath 도구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여 내
담자의 에너지, 집중력 및 회복탄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