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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 Therapy steady seller 

Red light(660nm)
피부 재생 촉진
메조 등 시술 후 약리작용 활성화
박피 등 치료 후 진정 효과

Blue light(435nm)
안티박테리아 효과 : 각종 여드름과 블랙헤드 원인균 (P.Acne)
                             증식 억제
태닝없이 UV광선을 대체할 수 있는 파장으로 특히 메조 등 시술 후
살균 작용효과

Blue + Red mix light
Blue와 Red를 동시에 사용, 시너지 효과
두피 관리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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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kg

660 × 700 × 1400~1900mm

Weight

Dimention(W × D × H) 

Angle control 45˚, 90˚, 180˚

Mechanism

피부개선 : 재생, 진정, 여드름, 제품 침투 촉진, 박피 후 재생
모발관리 : 원형탈모, 지루성 피부염, 비듬

Feature
의료용 고출력 LED 채택
높낮이 조절가능
유지비 : ZERO(할로겐 램프수명 : 3,000시간 / LED 램프수명 : 20,000시간)
잔고장이 없는 기계식 상하 조절 시스템
조사각도 3단 조절 가능(두피, 얼굴, 가슴, 등)
오토타이머

Non-Heating! Not IR!
Effect

Bio Light 바이오라이트

PDT BLUE 435nm + RED 66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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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 Line 비너스라인

High power diode laser

Spec

Weight

Dimension (W × D × H)

Angle control Free

22kg

450 × 710 × 1350mm

시술적용

LED LD

위상

일정하지 않음
INCOHERENT

일정함
COHERENT

Feature
편리한 플랙시블 콘택트
안전한 원터치 Exit system
넓은 조사면적
소모품 ZERO

Shape bodyline . Smooth cellulite
Shape your body   635nm diod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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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in

No
downtime No

banding

No
burn

No
more
care

No
running

cost 

No
man

powerVenus
  Line

부착형 레이저 프로브 2셋

복부

힙업 등종아리

Venus Line



Hyper Wave 하이퍼웨이브

RET type RF + Cryo

강력한 고주파와 CRYO의 만남!
화상 우려없이 높은 출력의 고주파를 피부 깊숙이 전달해주는 새로운 
기술. 고주파와 크라이오 기능을 동시에 사용가능.

Mechanism

Feature
RET type RF       Mono polar type RET RF
2way system Cryo / RF      Cryo 온도 : -15 ℃ 

Effect
복부 및 지방관리       피부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
피부 재생 및 진정       Body shaping
통증완화        Blood circulation

Spec

Voltage

Polar type

Frequency

Dimension (W × D × H)

Temperature

100~220V/50~60Hz

Mono / bi polar

0.5MHz / 2MHz

430 × 570 × 1100mm

-15℃ 

Weight 35kg

Acc

mono polar (6cm/8cm) / bi pola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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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Magic 나노매직

Nano Magic2
나노매직2

Nanomist + Jet gun + Galvanic + Vacuum +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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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필
클렌징

솔루션
나노화

솔루션
투입

스킨, 두피
진정

림프
관리

영양공급
진정관리

1nm(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100000

Mechanism

Feature
클렌징에서 투입, 진정까지 하나의 장비로!
강력한 분사압의 제트필 : 스킨, 두피 스케일링
나노미스트 : 솔루션 나노화, 수분 공급
660nm 다이오드 레이저
120ℓ/sec의 초강력 콤프레셔
갈바닉 : 솔루션 투입
스프레이 : 스킨, 헤어 진정 및 관리
분사압력 안전장치 채택
나노미스트와 갈바닉의 동시 적용으로 효과 극대화

나노미스트
일렉트로포레이션

나노미스트 시스템

피부, 두피 마스터!

NANO
MIST

솔루션 주입 나노사이징 Action 나노사이징 솔루션 분사&Laser

스프레이 나노미스트 제트건 갈바닉 접지봉  석션봉

Acc

결로방지필터 채택

실속형 기능 구성
           포터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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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 N 비너스엔

Ultra sono + Ionto + Skin scrubber

스킨스크러버 Skin scrubber
이온투입 Ion(포레시스, 자임) 
초음파 Ultra sono

Acc

스킨케어 복합기
Venus N은 이온투입 기능, 초음파 관리 기능, 스킨스크러버 리프팅 
기능으로 구성. 개별 작동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3명 동시 관리가능

Ultra Sound

・Regeneration
・Calming

・Whitening
・Wrinkle

・Whitening
・Pore Cleansing Cleansing Scaling Lifting

Ionto Ion peel(Option) Scrubber

Cryo Derm 크라이오덤

Cryo + Thermal + EP

강력한 CRYO!
COOL, HOT, 이온 투입 기능으로 구성. 이온투입은 냉온 핸드피스와 
개별 이온집게를 이용하여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적용가능. 냉온 핸드피스 
및 이온투입은 개별 동작이 가능하여 동시에 2인 관리 가능

 Auto Check
오작동 자동진단

2Way system

EP
For nose, forehead 

EP + CRYO
For face 

CRYO only
For face 

3Way
System

Ultra
sono

Skin
scrubberIonto

고출력
Cooling & Hot

435nm
Blue LED 660nm 

Red LED

이온케이블

작동여부

모터 / 냉각수 / 이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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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 Derm 에너덤

RET RF & Bi polar RF

Bi-polar RF + Vacuum

RET Mono-polar : Body
Bi-polar : Face, Scalp

Lipo Magic3 리포매직3

Feature
RF + Vacuum system 동시관리 가능
Bi polar type RF로 편의성 제고
LED 660nm Red 부착
슬림형 디자인으로 공간절약
편리한 디지털 콘트롤
리드미컬한 감압 프로그램

Acc

7.5cm

Acc

5.5cm 2.5cm

CET 타입과 RET 타입 고주파의 차이

RET Type

CET Type

plat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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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 Master 리포마스터

CET type RF + Vacuum

CET type RF

Lipo C 리포씨

Plate Body HandleFace Handle Eletrode(7EA)

RF SYSTEM

Effect
각종 비만 주사 후 처치
피부탄력 개선
상처 및 잔주름 개선
통증 완화
슬림 디자인

Frequency

Weight

0.3, 0.5MHz

26kg

Spec
100~220V/50~60Hz

420 × 390 × 1040mm

Voltage

Dimension (W × D × H)

Handle 3cm 6.5cm4cm 8cm

RF + VACUUM 

Plate Body HandleFace Handle Eletrode(7EA)

RF SYSTEM

Feature
RF + Vacuum system동시관리 가능
 (관리시간단축)
CET type RF system 단독사용
타워형 케이스 채택으로 사이즈 슬림화
스파크 방지회로 채택
견고한 버튼타입 콘트롤
리드미컬한 감압 프로그램

Effect
각종 비만 주사 후 처치  지방흡입수술 후 요철 예방
통증완화 및 경직된 근육이완  지방 및 셀룰라이트 관리
두피관리(발모 촉진 및 탈모예방) 효과적인 전신비만 관리

Frequency

Weight

0.3, 0.5MHz

34kg

Spec
100~220V/50~60Hz

430 × 430 × 1010mm

Voltage

Dimension (W × D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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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ark, No burn 안전한 온열 테라피

Max Line 맥스라인
Thermal + Vacuum

Healax 힐렉스
Thermal massage therapy

강력한  Vacuum 파워!
강력 콤프레셔의 장착으로 탈의없이 감압 파워 확인가능. 
3가지 돌출형, 평면형, 곡선형 핸드피스로 부위별 관리 가능.
다양한 체형에 따른 7가지 바이브레이션 프로그램

Feature
강력한 음압 콤프레서
No Spark, No pain
Vacuum 강도 조절 가능
관리 후 바로 일상복귀 가능
7 Type Vacuum program
비침습 타입으로 상처없이 비만관리
인체공학 디자인 핸드피스(돌출, 평면, 곡선)

Feature
2인 동시 사용 가능         고주파를 대체하는 에스테틱 전용 장비
디지털 방식의 정밀한 온도제어         부위별 적용이 가능한 핸드피스(6종)
핸드피스 표면 전체를 동시에 히팅

강력한
음압
콤프레셔

Mechanism

Muscle
근육

Epidermis
표피
Collagen and Elastin
콜라겐, 엘라스틴

Cellulite
상피지방

Before After

Acc

돌출형 핸드피스(복부) 평면형 핸드피스(등) 곡선형 핸드피스(옆구리)

Thermal Vacuum

타기기 & Healax 열 전달 비교 Acc

평면형 핸드피스

돌출형 핸드피스

탈의없이 시술 가능



Aurora 오로라
Sound wave

Stella 스텔라
Auto M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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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음파 진동
부드러운 음향 공진 시스템
음파장(Sound Wave)은 평소 운동이 힘든 인체의 많은 작은 근육에 
자극을 주며, 신진대사의 활성화에 효과적임.

Feature
다양한 적용 부위에 따른 주파수
리얼 사운드에서 낮은 주파수만을 추출, 증폭.
핸드폰, Mp3 등 다양한 오디오 기기와 연결 가능.
얼굴, 복부, 두피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한 악세사리.
미세 진동 콘트롤로 바이브레이션 강도 조절 용이.

Feature
내구성이 우수한 full 메탈 바디
인체공학적 저중심(명품 만년필 적용 시스템) 설계
5단계 속도 조절 – 디지털 콘트롤
편리한 USB  전원 시스템
최대 2.5mm 니들 길이 미세 조절(메탈 소재로 내구성 우수)
파워풀 모터 채택으로 일정한 푸쉬로드(push load) 구현

MTS Needle
1회용 멀티니들
1핀, 3핀, 5핀, 9핀, 12핀
MTS 및 반영구 가능
원형 가이드로 시술시 색소분산 방지

Low frequency 증폭Sound 바이브레이션

시술적용

충격파
타진기

1세대

2세대

3세대

골전도
타진기

사운드
테라피

20Hz 10Hz 5Hz

5Hz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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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sM2 비너스엠투

Bi polar RF + Ionto + scrubber

Bio Light 2(mini) 바이오라이트2(미니)

Multi color PDT
Cavi-W 케비더블유

Cavitation

Venus Combo비너스콤보

RF + Vacuum
Energy Up 에너지업

Galvanic

Scrubber + bi polar RF + EP
기존 피부3종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환자 만족도가 
낮은 초음파를 RF로 대체해 효과를 높임. 스크러버, 
E·P, Multi polar RF장착

Feature
5 color : red, blue, yellow, green, IR
피부 & 두피 동시 조사 가능
원적외선(Infra Red) 장착
내부 열감 제거를 위한 쿨링팬 장착

Acc

Sono Cavitation
(Body)

Sono Cavitation
(Face)

No! Invasive

No! Downtime

No! Fat & Cellulite

No! Anesthesia & Pain

▶ ▶ ▶

Start 20sec later10sec later 30sec later

캐비테이션 파워로 계란이 파열되는 모습

Acc

Face, Body
handpiece

Thermal
Earth Pad

Earth 
Slipper

Feature
적용부위별 5가지 Mode(Face, Body, 
Breast, Vibration1, Vibration2)
대형, 소형 Handpiece
접지Heating 패드

Feature
부위별 다양한 악세사리 구성
리드미컬한 바이브레이션 모드
오일 유입방지 필터 장착
Plate없이 사용가능
두가지 핸드피스(Face/Body)

Acc

Multi CupsSuction
Sticks

Breast CupsRF
Handpiece

Electro Poration
BLUE LED

Radio Frequency
RED LE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13층 1303호

Tel : 82-2-2082-3266     Fax :  82-2-2082-3268    E-mail : beautech0@gmail.com

As we are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customized machines, we can make it to your

requirements in design and performance.

www.beauty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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