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BEAUTIFUL SKIN
FOR YOUR DREAM

HR MEDITECH

OEM · ODM · Medical device · Beauty device · Skin care device

PRODUCTS CATALOG

w
w

w
.h

rm
e

d
ite

ch
.co

.kr



FOR BEAUTIFUL SKIN / FOR YOUR DREAM

Korean skin beauty equipment
Leader in beauty expertise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토탈뷰티 -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지향합니다

PASSION

지속적인 R&D 투자

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뷰티문화를

선도합니다

VISION CONFIDENCE

HR MEDITECH은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

으로 생각합니다

HR MEDITECH 은

아시아를 넘어 토탈 뷰티-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첨단 의료기기 및 미용 기기 산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R MEDITECH 대표 이 현 철





아름다운 피부를 꿈꾸다

HR MEDITECH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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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MEDITECH 은

한국의 유명 성형외과, 피부과, 연예인들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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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CELLTriple

물방울 초음파로 탱탱하고 촉촉하게
1, 3, 10, 17MHz의 파장의 고밀도 초음파를 사용

피하, 진피, 표피까지 각 피부층에 골고루 에너지 전달

다양한 모드로 깔끔하고 확실하게

[ 소노셀만의 다양한 초음파 파장 ]

17MHz의 파장으로 얕은 층인 표피층에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 전달이 가능 !

초음파는 숫자가 커질 수록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에너지가 표층에 집중되는데, 소노셀의 경우

1, 3, 10, 17MHz의 다양한 파장으로 깊은 층인

근육층·지방층 관리는 물론, 얕은 층의

피부트러블 관리까지 가능

  17
MHz

  10
MHz

  3
MHz   1

MHz

 피하
최대 30mm

 표피
약 0.03 - 0.6 mm

 진피
약 0.5 - 4 mm

[ 각 핸드피스 명칭과 기능 ]

3, 10, 17MHz (Blue LED)
피부 장벽 손상이 있는 민감성 피부
각종 피부 트러블 관리
피부 염증 진정에 도움

1, 3MHz (Red LED)
근육층, 지방층에 영향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거나 림프를 마사지
피부 붓기제거, 리프팅 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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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마스터 원스톱 시스템 ]

[ 바디마스터, 체계적인 라인관리 ]

넓은부위·좁은부위 상관없이 디테일링 케어!
다양한 기능으로 확실하고 완벽하게 케어!

바디마스터는 셀룰라이트(오렌지필), 울퉁불퉁 접힌살은

물론 팔뚝, 허벅지, 옆구리 등 디테일한 부위까지 원하는

부위만 쏙쏙 골라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워너비 몸매를 메이킹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 바디마스터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BODY MASTER
겉과속 완벽하게, 라인관리 끝판왕
고주파 · 석션 · 컬러테라피가 집합된

LED바이폴라, 초음파 파동으로 지방층만

선택하여 관리하는 캐비테이션, 지속적인

수축·이완작용 시스템이 더해져 속 까지

에너지를 전달, 완벽한 라인케어 가능

엔더몰로지·고주파·석션·캐비테이션의 집합

CAVITAION
Handpeice

RF·VACUUM
Small Handpeice

RF·VACUUM
Large Handpeice

RF·VACUUM
ROLL Handpeice

CAVITAIONAPP-S - RF·VACUUM LED BIPOLARROLL - RF·VACUUM



FOR BEAUTIFUL SKIN / FOR YOUR DREAM03

[ 유브이하이프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케어 ]

[ 유브이하이프 기능 ]

돋보기 원리를 이용, 고강도 집속 초음파로
페이스는 물론 바디까지 완벽케어 !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를 주사

타겟한 층에만 케어, 피부탄력 증대에 도움을 줌

UV HIFU
완벽하고 자신있게 끌어올리다
유브이하이프는 피부표면의 손상없이 속부터 관리하여

탄력은 물론 수분감 넘치는 촉촉한 피부결로 재탄생

당신의 숨겨진 V라인을 위하여

깊은 주름의 피부층 주름이 없는 피부층겉부터 속까지 UV하이프 초음파 에너지 전달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아세포

[ 유브이하이프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POLKA RF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케어
폴카RF는 프락셔널 바이폴라 방식으로

원하는 부위에 전용 팁을 사용

표피 재생효과 는 물론

진피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여

고주파 장비의 재생효과를 구현

프락셔널 바이폴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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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카RF 원리 ]

표피에서 진피까지 완벽 케어
충분한 양의 에너지 전달이 가능 !

폴카 RF만의 전용팁의 미세한 점들로

고주파 에너지가 나뉘어 찍히며 데미지는

최소화 하고 관리효과는 극대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층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아세포

피부층에 열자극을 가해 노화된 콜라겐을 수축
섬유아세포를 자극, 새로운 콜라겐 생성유도에 도움

[ 폴카RF 전용 팁 ]

[ 폴카RF 장점 ]

프락셜의 표피 재생효과와 고주파의 진피 재생효과를 한번에

멀티폴라 고주파 방식으로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유도에 도움

관리 부작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관리



TRES
캐비테이션 · 고주파 · 온열석션을 하나의 기기로 토탈 관리

트레스의 경우 셀룰라이트 분해와 피부탄력을 동시 관리

빠른 시간 안에 관리 가능 하며 지방층을 선택적으로 관리

캐비테이션 + RF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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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테이션 & RF석션 ]

셀룰라이트 관리는 물론 탄력까지
효율적인 토탈케어를 위한 조합 !

초음파 파동으로 지방층만 선택하여 관리

하는 캐비테이션과 강력한 석션 고주파의 조합으로

보다 확실한 비포에프터 확인 가능

캐비테이션(Cavitation) RF석션(RF+VACUUM)
[ 트레스 장점 ]

지방층 깊숙한 곳까지 작용하여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지방을 자극

딱딱했던 지방이 말랑말랑하게 풀어지며 쉽게 관리 가능해짐

지방이 많은 복부 · 허리 · 둔부 등에 특히 탁월한 효과



[ 티쏘닉만의 다양한 초음파 파장 ]

17MHz의 파장으로 얕은 층인 표피층에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 전달이 가능 !

초음파는 숫자가 커질 수록 깊이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에너지가 표층에 집중되는데, 티쏘닉의 경우

1, 3, 10, 17MHz의 다양한 파장으로 깊은 층인

근육층·지방층 관리는 물론, 얕은 층의

피부트러블 관리까지 가능

T-SONIC
물방울 초음파로 탱탱하고 촉촉하게
1, 3, 10, 17MHz의 파장의 고밀도 초음파를 사용

피하, 진피, 표피까지 각 피부층에 골고루 에너지 전달

고밀도초음파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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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Hz

  10
MHz

  3
MHz   1

MHz

 피하
최대 30mm

 표피
약 0.03 - 0.6 mm

 진피
약 0.5 - 4 mm

[ 각 핸드피스 명칭과 기능 ]

3, 10, 17MHz (Blue LED)
피부 장벽 손상이 있는 민감성 피부
각종 피부 트러블 관리
피부 염증 진정에 도움

1, 3MHz (Red LED)
근육층, 지방층에 영향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거나 림프를 마사지
피부 붓기제거, 리프팅 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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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핏만의 쿨링시스템 ]

[ 쿨핏, 90일간의 변화 ]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다이어트는 그만!
쿨핏만의 쿨링시스템으로 편한 다이어트 시작!

쿨핏은 복부·옆구리·러브핸들·액와 살·허벅지 등

원하는 부위만 쏙쏙 골라 강력한 쿨링 에너지를 전달

워너비 몸매를 메이킹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 쿨핏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COOL FIT
360  ̊쿨링시스템, 완벽바디관리
쿨핏은 관리 받고 싶은 부위에 쿨패드와

핸드피스를 부착한 후 영하 5 - 10도의

쿨링에너지를 원하는 부위에만 전달

REDESIGN YOUR BODY

Contact Vacuum Cooling energy Eliminated cells

Start 90 days



ENERGY UP
확인되는 확실한 케어·리드미컬한 움직임
에너지업은 통전 된 관리자가 접지플레이트로 미세전류를

받아 손 또는 핸드피스로 고객에게 미세전류를 전달

TO BALANCE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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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업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 에너지업 특장점 ]

전신케어

접지발판

핸드피스

편한관리

미세전류를 통해 페이스·바디 토탈 케어 가능

4개의 접지 발판 플레이트로 두명의
관리자가 상,하체 나눠 관리 가능

핸드테라피와 펄스테라피시스템이 가능한
핸드피스 케어, 두가지 케어시스템으로 나뉨

한번의 통전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편한 관리

본체에서 미세전류를
관리자 발 밑

접지플레이트로 전달

관리자가 접지
플레이트로 미세전류를
받아 관리자 신체통전

통전 된 관리자가
미세전류를 손 또는

핸드피스로 고객에게 전달

[ 에너지업 관리 과정 ]

[ PTS - 3가지 모드 ]

MODE 1 : 국소부위, 림프, 데콜테 관리 등 라인관리

MODE 2 : 넓은부위, 복부, 등, 다리 관리 등 전체관리

MODE 3 : 멀티케어 모드로 잡고 풀고 근육관리



S-UP
피부를 어루만지다
기존 고주파와 달리

에스업글러브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체에 멀티파장을 전달

손끝으로 전해지는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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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업 그루밍케어 ]

[ 차원이 다른 신개념 멀티파장 케어 ]

에스업글러브를 통한 깔끔하고 정확한 관리
페이스와 바디 ALL CARE !

멀티파장이 신체와 반응하여 몸 속 이온의 전,후 운동

및 분자의 회전운동 등을 통해 피부 조직 내 세포를

생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에스업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라인관리 맞춤관리 편안·따뜻 멀티파장 심부열효과



ZERO PEEL
나만의 피부고민 그 답을 찾다
초당 25KHz~28KHz의 진동 초음파로

죽은 세포조직과 살아있는 각질을 분리

습식·건식 두가지 방식으로 각질제거

PEEL + E.P + P.T.S

윤곽·각질·트러블 동시관리

* 초당 25,000~28,000의 진동 초음파

* 갈고리 모양의 곡선형태로 굴곡진 부위케어

* 초음파영동법으로 5~6cm 앰플 침투

* 림프흐름촉진에 도움을 줌

* 의식적으로 조절불가한 근육까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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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 After / 1회 관리

[ 제로필 관리 효과 ]

P E E L

P.T.S
E.P

각질, 블랙·화이트 헤드 제거
피부 속 까지 앰플 침투

페이스용
국소부위 사용

바디용
넓은부위 사용

[ 제품구성 및 활용법 ]

[ PTS 기대 ]

근육위축 예방 / 근육경련완화

얼굴 / 교근, 광대근 근육에 자극하여 리프팅 효과

바디 / 발바닥, 용천혈 등 반사신경 자극에 효과

P.T.S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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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탈이온플러스 원리 ]

같은 극에서 서로 밀고, 반대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원리를 이용, 피부에 생기 충전

피부에 이온화 시킨 비타민C를 다량 고농도로 침투시켜

기미 및 각종 피부트러블과 노화피부 개선

[ ＋, －, ± 모드 활용 노하우 ]

*(-)극의 알카리 반응으로 앰플 침투후 (+)극으로 산성화 시킴

*수용액인 비타민 앰플이 유분막 없이 침투될 수 있도록

 마사지 전에 이온토 관리

*비타민 수용액은 냉장보관

[ 리프팅모드 활용 노하우 ]

*수용성 앰플을 도포해도 되나 근육에 전기적인 미세 자극을

  주는 것 임으로 적신 면봉으로만 관리 가능

*노화관리 앰플 침투 시 이용

[ 바이탈이온플러스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 1회 관리

VITAL ION
PLUS
비타민C를 피부에 고농도로 침투

피부 생기충전! 새롭게 태어나다

바이탈이온

플러스

01 이온화 된 전용 앰플 사용

02 피부타입에 맞는 모드 조절 가능

03 각질, 블렉헤드 케어 영양 및
보습관리까지 한번에

04 고농도로 앰플 투여로  확실한 효과

05 피부결 개선 및 피부트러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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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업만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케어 ]

[ 미업 관리 효과 ]

돋보기 원리를 이용, 고강도 집속 초음파로
페이스는 물론 바디까지 완벽케어 !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를 주사

타겟한 층에만 케어, 피부탄력 증대에 도움을 줌

MIUP HIFU
무결점 피부의 이유
미업하이프는 피부표면의 손상없이 탄력은 물론 리프팅

페이스는 물론 바디까지 미업 하나로 다양한관리 가능

나만 알고싶은 신개념하이프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돋보기 원리로 원하는 부위만 초음파



[ 카트리지 ]

D1.5 D3.0 D4.5

POINT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리프팅
하이프 시스템은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65~100°C

고열을 이용해 조직을 태우는 기기

HI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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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 종류 DI.5 D3.0 D4.5

주파수 7 MHz 4 MHz 4 MHz

길이 1.5mm 3.0mm 4.5mm

수명
300,000

SHOT

300,000

SHOT

300,000

SHOT

구분 규격

정격전압 220V, 50/60Hz

사이즈 404.1 x 231.0 x 350.1(mm)

무게 2.9kg

[ 하이프 초음파 효과 ][ POINT 제품 사양 ]

[ POINT 제품 규격 ] [ 핸드피스 ]

1. 동작표시등

2. 샷버튼

3. 카트리지

1
2

3



CELLUREON
신개념 감압 롤링 시스템
15배 이상 강해진 감압 용량·강력한 바이브레이션으로

경직된 장부와 근육을 유연하게 케어해주며,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 촉진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

온열감압기

01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02 경직된 장부 이완

03 셀룰라이트 지방 분해

04  근육이완 작용

05  혈액 및 림프 순환 촉진 

셀룰리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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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헤드 안에서 공기가 제거된 상태로
지방 재배치 및 마시지 효과

[ 셀룰리온 기능 ]

흡입 컵 모양, 흡입 정도에 따라
테크닉 및 강도 조절이 가능

진동 주기적인 파동(Wave)으로 짧은
운동을 반복시켜 세포 내 열을 발생

지압 헤드의 돌기를 이용하여
신경 자극 및 원활한 혈액 순환

[ 셀룰리온 바디 쉐이핑 ]

신개념 롤링 시스템의 따뜻한
온열감으로 혈액순환 및 림프
순환 개선 효과를 주어 경직된
장부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셀룰라이트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바디 관리 프로그램

[ 셀룰리온 관리 3단계 ]

[ 온열요법 ]

step 1

마사지

step 2

흡입

step 3

배출

▶ Before ▶ After

온열요법이란 생리적으로 온도조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온열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체기관이나
생체조직 일부의 온도를 41℃ ~ 45℃ 정도로 유지되게
하여 질병을 치유 개선하는 요법



▶ Before ▶ After

▶ Before ▶ After

[ 셀룰리온 관리 효과 ]

81Cm87Cm

평면형 핸드피스

- 등에 사용

곡선형 핸드피스

- 팔, 다리 사용

▶ 페이스용 3종 손잡이 

Thermal

Vacuum

▶ 10.2 inch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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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POWER
신개념 Body & Face Sculpting System
독자적인 기술 로 RET·RF 고주파 와 Vacuum,

LED바이폴라 석션, 냉동기 를 하나로 결합

신개념 관리 시스템

▶ Before

Before: 32.2 in Before: 29.8 in

▶ After / 1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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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❾

❽

❶ VACUUM+RF: BODY용 핸드피스
❷ VACUUM+RF: BODY용 소형 핸드피스
❸ VACUUM+RF: FACE용 핸드피스
❹ RET: BODY용 핸드피스
❺ RET: FACE용 핸드피스

❻ 괄사 마사지 악세서리
❼ 괄사 악세서리 연결선

❽ RET 전용 도자
❾ 냉동기

느림 빠름

RET고주파 특징
심부 깊은 곳 생체에너지 생성 도움

엘라스틴 콜라겐 섬유 재생에 도움

지방용해 및 바디리프팅에 도움

[ LED 바이폴라 석션과 RET 고주파 ][ 각 핸드피스 명칭과 기능 ]

*괄사 악세서리 별도 구매



INDICELL
RET 고주파와 바이폴라를 하나로!
RET는 고주파 생체열 에너지를 인체내에서 투시하여

진피층에서부터 심부열을 발생시켜 체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이용

RET + BIPOLAR

RET 효과

심부 깊은 곳에서 생체에너지가 생성

경직된 결절 덩어리를 빠르게 재생

엘라스틴 콜라겐 섬유를 재생

지방용해 및 바디리프팅에 효과적

[ 각 핸드피스 명칭과 기능 ]

[ 괄사 마사지 ]

Body 손잡이(Red LED)
비교적 넓은 부위에 사용

Face손잡이(Blue LED)
비교적 좁은 부위에 사용

RET 도자

 70Ø
60Ø

30Ø

▶ 괄사 마사지 악세서리 *괄사 악세서리 별도 구매

▶ Before ▶ After

▶ Before ▶ After

[ 인디셀 관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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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CELL
MAGIC LINE과 바이폴라의 이상적 결합
MAGIC LINE과 바이폴라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피부 및 바디관리

MAGIC LINE+BIPOLAR

05  혈액 및 림프 순환 촉진 

조직 온도상승

및 세포기능 촉진

노화세포 재생

근 위축 완화

체지방 연소 및

사이즈 감소

셀룰라이트 배출

진통완화

BIPOLA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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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SLIM MAGIC LINE

석션
기술

RF
고주파

LED

[ 매직라인 구성 제품군 ]

LED 바이폴라 석션 특징
4가지 타입의 석션 모드 제공

1~10단계의 RF레벨 조절기능

각 기능 독립적 사용가능

[ LED 바이폴라 석션 ]

[ MAGIC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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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UP
LED 바이폴라 석션 + 온열 석션 + 기본 석션
바이폴라, 온열, 일반석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에

빠른 열을 일으켜 세포내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파워풀한 감압시스템과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기능으로

빠르고 안전한 시술 효과 기대

석션의 모든 것

MAGIC UP 장점

* 4가지 타입의 석션 모드와 편리하고 쉬운 작동법

* 플레이트 없이 관리가능

* 고주파, 온열, 일반 석션 독립적 사용 가능

* RF고주파와 석션의 통합된 효과

* 석션의 모든 기능이 모여있는 차별화된 신개념 시스템

 

[ 매직업 관리 효과 ]

[ 매직업 악세서리 ]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감압기능과 리포져 에너지 열이 동시 작용
타켓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근육이완,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
촉진, 셀룰라이트, 지방분해, 탄력, 얼굴윤곽, 리프팅 효과를 한번에

석션
강력한 650mmHg의 음압의 물리적 힘이
혈액, 림프계의 흐름을 자극, 신진대사를 증진
노폐물의 배출을 원할하게 도움

[ 3 in MAGIC UP ]

광침투(LED) Body light Therapy = 630nm LED
Face light Therapy = 430nm LED

고주파(RF)

1.0MHz의 멀티폴라 고주파전류가 인체 내
통전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뀔때마다 조직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서로 마찰하게
되어 심부열이 발생되며 그 영향으로 피부
탄력 개선 및 지방분해, 배출 촉진

▶ 석션 악세서리

▶ 매직 업 악세서리



FOR BEAUTIFUL SKIN / FOR YOUR DREAM20

MAGIC POINT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감압 기능과 리포져 에너지 열이 동시 작용

타켓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근육이완,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

촉진, 셀룰라이트, 지방분해, 탄력, 얼굴윤곽, 리프팅 효과를 한번에

가벼워진 본체에 이동성이 편리해지고 더욱 강력해진

바이브레이션으로 경직된 장부와 근육을 유연하게 케어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

리포져 에너지열 + 온열석션기

MAGIC IMPACT
온열감압기

[ 온열요법의 효능 ]

01 흡입 02 통증완화

05 면역력 향상 06 피부회복

03 근육이완 04 증혈작용

▶ Before ▶ After / 1회 25분 관리

▶ 석션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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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LUS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케어시스템
고주파 에너지를 표피와 피하 지방층 깊숙한 곳까지

타겟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관리부위에 빠른 개선 효과에 도움을 줌

CET RF

혈액순환 촉진 노폐물 배출

림프순환 촉진 정체된 채액 배출

심부열에 의한
혈관확장

혈류량
증가

산소유입량
증가

체지방
연소

BARON DIARO

[ CET RF 구성 제품군 ] [ CET RF 고주파 ]

[ CET RF 고주파 효과 ]

양극인 절연 코팅된 도자와 접지인
통전판을 몸에 접촉시키는 방식
피부에 접촉된 도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자 활동이 일어나 심부열
발생, 따라서 피부조직에 가까운
진피층과 피하지방 관리에 효과적

지방 분해 · 세포기능 정상화
혈액 순환 · 림프순환 촉진
수축 및 재생성 촉진
콜라겐층 자극
호르몬밸런스 조절

심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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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WAVE
제 3세대 고주파 방식의 첨단시스템
제 3세대 고주파 방식으로 코팅없이 강한 고주파 이용

효율적인 피부관리와 바디관리를 도와주는 첨단시스템

BIPOLAR

조직 온도상승

및 세포기능 촉진

노화세포 재생

근 위축 완화

체지방 연소 및

사이즈 감소

셀룰라이트 배출

진통완화

BIPOLAR
Effect

▶ FACE ▶ FACE & BODY ▶ BODY ▶ BODY

01 피부손상을 유발하는 스파크가 적음

02 조작이 간단하며, 발열이 빠르고 강력

03 심부열에 의한 지방세포의 에너지화를 촉진

04 두 가지 핸드피스로 부위별 집중 관리가 수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

콜라겐 자극
피부탄력증가 

지방세포 파괴
림프 및 혈류 순환 촉진

[ 더마웨이브 특징 ]

[ 더마웨이브 핸드피스 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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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 주파수 58KHz

캐비테이션 시스템 (CAVI+BIPOLAR)

▶ RF Handpiece

Large Small

▶ Multi Handpiece

Cavi
RF

LD

EXCEL LIPO
나만의 피부고민 그 답을 찾다
초음파 캐비테이션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지방이 많은 복부, 허리, 둔부, 허벅지

등 비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 캐비테이션 파워로 계란이 파열되는 모습 ]

Start 10초 후 20초 후 30초 후

초음파 진동자에서 발생한 초음파 파동이

지방층에서 지속적으로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

미세한 버블을 생성. 버블층 내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여 버블이 파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

이는 지방층에서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줌

캐비테이션
(Cavitation)

TRICELL



SKINPRO /
SKINPROPLUS
모든 뷰티케어를 한번에 !
다양한 스킨케어 기능을 갖추고 있는 멀티 시스템으로써

사용자를 위한 Applicator를 종류별로 제공하여

높은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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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프로
·

스킨프로플러스

01 1회용 솔루션  앰플 사용으로 위생적

02 아쿠아펜에서 자유롭게 솔루션 조절

03 각질, 블렉헤드 케어 영양 및
보습관리까지 한번에

04 피지가 감소, 촉촉하며 맑은 피부톤

05 간편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식

종합미용기

[ 스킨프로 구성 ]

원하는 Applicator 만 쏙쏙 골라
재구성 가능한 마이너스 옵션 시스템
*냉동기 빼고 어플리케이터 나머지로 구성 요청 - 가능

▶ 벨벳마스크 침투 집게 ▶ 스프레이

[ 스킨프로플러스 구성 ]

[ 벨벳마스크 침투·스프레이 ]

1. 집게봉 · 2. 접지봉 · 3. 이온토

4. 스크러버 · 5. 초음파 · 6. 스프레이

1 2 4 653

SKINPROPLUS SKINPRO

1 2 4 65 73
1. 아쿠아필

2. 냉동기

3. 접지봉

4. 집게봉

5. 이온토

6. 스크러버

7. 초음파



25TEL+82. 32. 713 .8008 

·3가지타임·시술시간모드

·피지각질제거·리프팅

·4단계 에너지 레벨

·콜라겐침투로 재생주름

·주름 리프팅 기능

·4단계 에너지 레벨

·2가지타임·안색정화

·비타민 침투로 재생

·4단계 에너지 레벨

·벨벳마스크 침투 집게

·타겟부위만 물리적 자극

·4단계 에너지 레벨
 

·2가지 프로그램

·펄스 기능 조절

·4단계 에너지 레벨

종합미용기

5-in-1 Skin Care 시스템

01 스킨스크라이버 모드

02 이온토 모드

03 리프팅 모드

04 마스크벨벳 침투 모드

05 초음파 모드

[ 종합미용기 SMASTER ] [ 수출용 SKINPROPLUS ] [ 종합미용기 구성 제품군 ]

BARON DI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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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ICE
강력한 냉동과 고주파를 동시에!
몸의 생존 반응을 통해 체내 안에 불필요한 독소,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어 보다 깨끗하게

몸을 정화하는 원리

몸의 생존 반응을 이용

매직아이스

시스템

01 강력한 냉동 요법

02 심부열 고주파

03 냉동과 고주파 개별 또는 함께 사용

 
04 근육이완 작용

05 혈액순환 림프순환 촉진

1 2

1. CRYO / 2. RF

1 2 3

1 . 냉온기 (냉 : -10℃ / 온 : 55℃)

2. Electroporation BODY

3. Electroporation FACE

CRYOD
Electroporation 이란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피부 표면에 전기적 펄스를 가해

피부 이중 인지질막을 교란시켜 일시적으로 홀을

만들어 피부 재생에 필요한 약물을 침투시킴

냉온기 + 일렉트로포레이션

아토피
치료

피부진정
재생

두피
케어

통증
완화



▶ Before ▶ After / 1회 30분 관리

▶ Before ▶ After / 1회 30분 관리

플라즈마 전 2분 후 5분 후 10분 후

PLA-CLEAN
생활 속 다양한 곳에 플라즈마
플라즈마에서 생성된 이온이나 리디컬 등에 의해

살균 효과 &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플라즈마가 발생될

경우 주위의 유해한 분자들을 분해하여 유해성을 제거

플라즈마

살균
효과

피부
재생

친수성
증가

흡수율
증가

플라즈마
효과

[ 플라즈마(Plasma) 란? ]

플라즈마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온 분리되어 이온화 된 상태

플라즈마의 특이점은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포막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괴하여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토피와 가려움증의 주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슈퍼박테리아로

내성이 강하고 잘 퇴치되지 않는 세균을 플라즈마 처리 후 사멸됐다는

실험 등이 각종 논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플라즈마 황색포도상구균 처리 실험 ]

[ 플라클린 관리 효과 ]

27TEL+82. 32. 713 .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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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PEEL
수분은 듬뿍 넣고, 얼굴의 노폐물을 제거!
아쿠아플러스필은 3단계 특수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핸드피스 팁 중앙에서 분사된 용액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팁을 따라 빠르게 순환하면서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 모낭충, 황사, 미세먼지 등을 흡입 제거

수분듬뿍, 맑은피부

AQUA PLUS
강력한 압력을 이용하여 피부와 두피에 물입자를

분사함으로써 피부세정과 화장품 도포 시

사용하는 시스템

물입자를 통한 스킨 케어

Electroporation

여드름 ·

피지제거 ·

화이트헤드 ·

블랙헤드 ·

각질제거 ·

· 수분공급

· 피부결개선

· 피부표면 박피술

· 모낭충감소

· 화이트닝

MAGIC
PEEL

01 영양물질 피부 침투

02 얼굴두피에 모두 시술 가능

03 스프레이 제트 강도 조절

04  압력조절 기능

AQUA
PLUS



MISTINANO
저준위 레이저 + 전기 천공법 + 나노화 + EMS
4가지 기능으로 전신관리 가능한 미스티나노

리프팅 + 항염 + 미백 + 독소배출이

동시에 작용 가능한 미용기기

미스티나노 하나로 멀티관리

▶ Before ▶ After / 1회 20분 관리

AQUA DUAL
아쿠아필 관리를 더욱 쉽고 간단하게
압 조절을 펜에서 직접하여 간편하고 위생적이고

강력한 분사미스트로 앰플침투를 빠르게 도와줌

위생적이고 강력하게

▶ Before ▶ After / 1회 관리 20분
아쿠아 듀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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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MI / AGUNG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
원적외선 이란

파장이 25㎛ 이상인 적외선을 말하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 눈에 보이지 않고

열작용이 크며, 침투력이 강함

[ 출처 : 두산백과 ]

원적외선 방사 찜질기

[ 뛰어난 원적외선 방사율 ]

90℃에서 89.6%의
뛰어난 원적외선 방사율

원적외선 방사율은 온도와
비례하여 상승함으로
실제 사용 온도에서의
방사율이 중요

[ 지지미 제품 규격 ]

구분 규격

정격 전압 220V, 60Hz

사이즈
FLAT(mm) 510 × 80 × 360 (H) 

BEND(mm) 510 × 490 × 240 (H)

무게 4.0 kg

체내 독소배출을 통한 건강한 온열 다이어트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줌으로써

세포조직을 활성화 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

[ 관리 효과 ]

▶ Before ▶ After

FOR BEAUTIFUL SKIN / FOR YOUR DREAM30

A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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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AXY AURORA
하나로 누리는 7가지 행복
PDT 컬러테라피는 컬러별 주파수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칼슘이온 농도를 조절해 나만의 피부고민에 맞춰

집중케어가능

7-in-1 PDT Ca+ Light

[ 컬러별 효과 ]

칼슘보충라이트

01 보다 쉬운 칼슘충전 · 컬러테라피

02 높은 가독성과 깔끔한 디자인의 GUI

03 터치 라이팅으로 어두운곳에서도 OK

04 이마·눈 밑·입가 등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집중케어

[ 셀럭시오로라 특장점 ]

[ 컬러별 주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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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635nm 통증완화 · 혈액순환촉진 · 피부탄력강화

GREEN
560nm 예민진정 · 통증완화 · 콜라겐생성유도

BLUE
415nm 모공수축 · 여드름살균 · 피부트러블진정

PURPLE
308nm 림프관리 · 노폐물배출 · 피부조직활성화

YELLOW
590nm 피부미백 · 피부톤업 · 면역강화

ORANGE
610nm 신진대사 · 혈액순환촉진 · 민감성피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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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Management Program

1

1 . 토네이도 진동마사지기 (1분 : 8,000번)

2. 냉온기 (냉 : -10℃ / 온 : 55℃)

SELL LIGHT
1분당 8천번의 파장으로
전신마사지 효과의 토네이도

1분당 8천번의 파장을 일으키는 토네이도 진동마사지

시스템은 주름 개선 및 피부탄력 개선에 효과적

냉온기 + 토네이도진동마사지

주름
개선

피부탄력
개선

▶ Before ▶ After

▶

SUNLIGHT
MASTER633

독일정품 633nm 파장램프 사용

01 블루투스 기능으로 관리 시 지루함 해소

02 콜라겐 + 엘라스틴 합성 촉진으로 피부톤 개선, 탄력 강화

03 독일 정품 633nm 파장 램프 사용으로 피부 속 깊숙이 침투

04 칙칙한 피부, 노화 피부, 여드름 및 문제성 피부에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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