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 the difference with clean & bright skin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는 (주)하배런
(주)하배런 메디엔뷰티는 뷰티 디바이스 및 고주파 미용기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의 니즈(Needs)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객 여러분께 나아갈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ABALAN MED & BEAUTY

AWARDS
2015 GOOD DESIGN AWARD
Miity2 / Applicator 제품디자인 수상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주)하배런 메디엔뷰티
의 제품 중 “Miity2”, ”Mini Ion Applicator” 2가지 제품이 “GOOD
DESIGN” 에 선정되었습니다.

HABALAN MED & BEAUTY
뷰티 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하배런만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은 모든 차이의 시작입니다.

PRODUCTS
DESIGN and R&D.
제 51회 발명의날 산업훈장
Invention Day Industrial Medal

석탑산업훈장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대상
Korea Best Brand Award

중국인이 선정한 베스트 브랜드 대상
국내 최대규모의 브랜드 축제이자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한 베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
에서 대한민국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대표주
자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중국인이
선정한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에 포블링이 2년
연속 선정 되었습니다.

제16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16th Jang Yeong-sil International
Science Award

미용과학기술 대상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은 장영실 선생의 과학
기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 아래 기념사업회
가 제정하는 상으로써 제16 회 “장영실 국제
과학문화상” 에서 “미용 과학기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HABALAN MED & BEAUTY

전세계주요수출국가 (22개국)
러시아, 싱가폴, 이태리,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홍콩, 미국, 영국, 태국, 대만, 마카오,

뷰티 업계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하배런은 타업체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기술로 차이를 만듭니다.

체코, 브라질,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페루, 포르투갈 등 세계 여러 곳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FUTURE

INTEGRATION

DESIGN

HABALAN MED & BEAUTY

HABALAN MED & BEAUTY

BUSINESS AREA

PRODUCTS DESIGN / R&D

R&D

ONLINE SERVICE

유선 RF -System
무선 RF -System
갈바닉 시리즈
헤어케어 디바이스

N
TIO
C
U
OD
R
P
글로벌 생산 시스템
OEM
ODM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CRM 분석 및 기획

SA
LES
온라인
글로벌 수출
홈쇼핑
백화점

PRODUCTS

MARKETING

전체 뷰티 디바이스
바디 케어 제품
헤어 케어 제품
화장품

국제 전시회
미디어 매체 광고

판매
판매
판매
판매

전 세계는 모든 게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하배런 메디엔뷰티는 항상
한 발 앞선 혁신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개발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과 설계 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심플
한 디자인과 우아함을 살려야 하며. 직선과 곡선을 활용하여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미적인 매력과 슬림한 사이즈로 휴대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주)하배런 메디엔뷰티는 뷰티 디바이스 및 고주파 미용기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매일 매시간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 연구하여 고객들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하배런 메디엔뷰티는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용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목표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세계 여성들

연구 & 분석

제품 기획

사용성 테스트 및 분석

창조적인 작업

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업, 비즈니스의 다각화, 장기적인

Research & Development

product planning

Usability testing and analysis

Creative work

파트너십을 형성해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며

사용자 연구 및 분석
미래 시장 예측
뷰티 트렌드 조사 및 분석

기술 서비스 전략 기획
제품 개발 전략 기획
제품 디자인

사전 제품 테스트
사용자 경험의 검증
제품 개발, 평가, 분석

기술 혁신 및 고객 서비스
제품 생산
미디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및 브랜드 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Habalan leads the way in developing new beauty devices with his novel ideas, and creates long-term partnerships
to maximize new value generation and marketing benefits fo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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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리의

하배런 메디엔뷰티의 가치를 전하는 기업

제품 디자인, 설계, 금형개발, 생산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아악!
모르겠어!

Habalan Co., Ltd. has been developing innovative and new designs that motivate customers by combining special sensibility
designs with all products.

디자인, 설계,
금형개발, 생산 ...

韩国哈贝任医学美容仪器有限公司的所有产品具有独特的外观感性设
计,能够极速的感染到消费者的内心深处,并继承上述外观设计感特色不
断的推陈出新。

디자인

기구설계

제품 / 패키지

야호!

헉!헉!
제가 알아

(주)하배런은 모든 제품에 특별한 감성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Instrument Design
Habalan Co., Ltd., which has been working on the design of direct
instruments by taking advantage of productivity and durability
according to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products.
韩国哈贝任医学美容仪器有限公司以产品的有效生产性和优质内部结
构相结合的出发点,通过自主产品工业结构设计,为产品的问世打造了良
好的基础。

여기라고!!

왔습니다!!!

시스템
Design

제품 개발을 하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수 있는거지?

One
Stop

제품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 생산성과 내구성을 살려 직접 기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주)하배런입니다.

Mold Development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 and know-ho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we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molds and have about 1,200 sets of molds.
(주)하배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모든 고민을

One-Stop

개발 및 생산

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금형개발

One-Stop
조립 및 생산

从韩国哈贝任医学美容仪器有限公司创始起,通过不断的更新生产技术和美
容产业经验值的积累,持续的投资模具开发,至今拥有1200set的生产模具。

창립부터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
하여 약 1200set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DM One - Stop Assembly and Production

친절한 상담으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A/S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Through ODM One-Stop assembly and production, by creating a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our customers, we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company by preventing energy waste
due to wasteful time and cost.
ODM一步到位的高端定制产品设计,将满足客户的复合需求多样性,在这种
高效合理的系统匹配下,将更有效的节省研发生产时间,降低不必要的投资资
源浪费,为企业的持续良性发展做出更大的贡献。

ODM One -Stop 조립 및 생산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needs)에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막아
주어 당사 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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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 INJECTION
모공 진동 브러쉬 외
약 150 set 보유

무선 고주파기기 외
약 250 set 보유

Habalan’ Future competitiveness
lies in the strength of its

MOLD INJECTION

유선 고주파기기 외
약 200 set 보유

갈바닉 시리즈 외
약 100 set 보유

기타 제품 금형 외
약 100 set 보유

사출 금형 보유 현황 : 약 1200 set 보유

(주)하배런 메디엔뷰티의 모든 제품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세밀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벽한 제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제품 설계는 물론, 금형 & 사출성형기술, 마지막 조립까지 All Syste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사와 비견
되는 실질적인 경쟁력과 과감한 투자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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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Contents
Company profile

FDA 인증서

NEW Galvanic Series

지식 재산권
. 국내 - 특허 35개, 디자인 80개, 상표 96개
. 해외 - 특허 33개, 디자인 91개, 상표 188개

세계적으로 엄격하고 신중
한 FDA (미식품의약국) 승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지식 재산권을 약 550여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과 믿을 수 있는 브랜

01~08p

드임을 다시 한 번 검증하
였습니다.

MINI ION APPLICATOR NUT25.5˚
SERUM PUMP GALVANIC
MIST GALVANIC
ani?
RF IRON
STICK IRON

10p
11p
12p
13p
14p
15p

Galvanic Series

CE 인증서

KC 인증서

. Poya INNOVATION 인증
. Poya R2 인증
. Poya Q7 / CLUTION / LUX 인증
. Poya AGA / MEI / MIO 인증
. Poya SOBER / LISA 인증
. Pore sonic Cleanser 인증
. Mini Ion APPLICATOR 인증
. Facial Ion Solution 인증
. Miity 인증
. Dumoen 인증
. 미티2 인증
. NUT25.5 인증 등

. Facial Ion Solution KC 적합필증
. Mini Ion APPLICATOR KC 적합필증
. Poya BODY II KC 적합필증
. Poya EYE KC 적합필증
. Poya FACE I KC 적합필증
. Poya FACE II KC 적합필증
. SE Home Facial KC 적합필증

AIRPHORESIS
LISA
AMPOULE GALVANIC
FACIAL ION SOLUTION
MIITY
MIITY M
MIITY 2
MINI ION APPLICATOR 1
MINI ION APPLICATOR 2, 3

16p
18p
19p
20p
21p
22p
23p
24p
25p

Wired RF-System

R2
INNOVATION 2.4L
INNOVATION 5.2L
Q7
NEW SM

28p
29p
29p
30p
31p

RF & Laser Hair Brush
32p
ISO 인증서

기타 인증서

. ISO 9001
. ISO 1348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K+ 인증서
. 2013 서울페어제품상
(우수디자인,기술)
. Best Beauty Trader 2014
. Hi-Seoul 브랜드기업 지정
. 무역협회 회원증_20141021
. 수출의탑 수상
(백만불, 5백만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장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등

Wireless RF-System

CLUTION
LUX
RF CREAM 80ml / 200ml / 1,000ml
MEI
MIO / AGA
SOBER

34p
35p
35p
36p
37p
38p

Pore Sonic Cleanser Brush

벤처기업협회 정회원
벤처기업 정회원사로 기업 확인서
를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미용
기기 분야의 기술 리더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협회 회원으로 기업간
협력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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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판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SILICON BRUSH
Pore Sonic Body Cleansing Brush
Foam Cleanser
COLOR
PREMIUM
ODM

39p
40p
41p
42p
43p
43p

Brush & Galvanic Cleanser(1 Body + 2 Heads)
Coming Soon Products
Pobling Line-up

44p
46p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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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alvanic Series

NEW Galvanic Series

Help absorption of nutrition
and Red light therapy
skin care

Meridian Scraping
Massage
LED light color therapy and galvanic ion vibration function raises
the penetration effect of cosmetics, and Scarping massage
stimulates the minute blood flow of the body and helps the energy
circulation. It helps to remove unnecessary toxins and make a
slender face line.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ampoule is absorbed into the skin by
hygienically absorbing it into the skin. Two types of massage surface
are available for practical use and enhanced LED Red Therapy to
help skin elasticity.

NUT25.5 刮痧导入仪
运用LED光疗护肤和微电流离子振动的功能, 帮助护肤品内含有的营养成分充分
的渗透到肌肤深层, 进而被有效吸收。利用刮痧疗法和微电流的刺激作用, 促进
血液循环, 分离排除身体毒素, 塑型面部V线条。

精华离子一体仪
精华与离子导入美容仪相结合的一体化设计, 将精华内含的营养成分, 高效卫生
的通过微电流离子导入的作用渗透到肌肤深层被吸收, 运用两种类型的按摩功效
伴随LED光疗的配合, 帮助肌肤恢复活力弹性。

NUT25.5˚는
LED 광원 테라피와 갈바닉 이온진동기능으로 화장품의 침투효과를 상승시켜주고,
괄사요법으로 신체의 미세한 혈류를 자극해 에너지 순환에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독소를 분해하여 갸름한 얼굴선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앰플갈바닉은
일체화된 앰플의 유효성분들을 이온에 실어 위생적으로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주며,
두가지 타입의 마사지 면으로 실용적인 사용과 강화된 LED 레드 테라피 기능으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Tapview 탭뷰

Syringe type serum Pump (assembled)
You can simply pump the ampoule while massaging.
精华喷射（一体式）

精华液一体式设计, 避免用手涂抹时黏在手上的不便, 可进行简便操作。

Scraping Massage

세럼분사 (일체형)

Help for slendering the face line.

세럼 일체형으로 손에 화장품을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刮痧疗法

NUT25.5接触肌肤的瞬间, 微电流将自
动焕发神奇效果。
一天仅需十分钟, 让您重拾童颜V脸。

Nutrition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괄사요법
피부에 닿는 순간 작동되는 갈바닉
기능의 NUT25.5 !
하루 10분 사용으로 에스테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营养供给 (离子导入)

将护肤品的有效成分渗透至肌肤深层, 极大化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영양공급

Nutrition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Delivers cosmetic nutrients more
effectively.

Lifting Vibration Massage

营养供给 (离子导入)

帮助护肤品内含的营养成分渗透到肌肤
深层被有效吸收, 使其发挥出最佳效果。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영양공급 (이온 도입)

在正负极微电流的交替按摩作用下, 缓解肌肤压力, 恢复肌肤弹性。

紧致提升

피부 속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화장품의
영양성분을 이온화하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NUT25.5˚

Lifting . Vibration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紧致提升

在正负极微电流的交替按摩作用下,
缓解肌肤压力, 恢复肌肤弹性。

진동리프팅

주사기갈바닉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와 미세한 진동이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LED Light Therapy
Good for skin and management by the light and color effects. Effective aids
for acne care and skin rejuvenation.
LED光疗

彩光皮肤管理疗法, 在肌肤痤疮护理和肌肤再生方面有着显著效果。

LED 라이트 테라피

진동리프팅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와 미세한
진동이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라이트 테라피는 피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과 피부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Tapview 탭뷰

LED Color Therapy
Helps for skin rejuvenation.
LED 光疗护理

LED波长渗透至真皮层, 促进肌肤
再生。

LED 광원 테라피
LED 파장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Face Care / 얼굴관리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 Dimension / Weight

10 Different Insight

• Dimension / Weight

155 X 48 X 83mm / 59.8g

AAA Battery X 1ea
32 X 49.8 X 159mm / 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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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alvanic Series

Smart Make up

Complete skin moisturizing
and soothing!

Help your makeup more
conveniently and beautifully

The mist galvanic completes the skin moisturizing and soothing through
the strong jetting for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mist spraying. The
galvanic function absorbs the ampoule deeply into the skin, helping to
make it shiny and healthy.

When opening the case of the smart-phone, the NFC chip mounted is
recognized and the makeup function application is automatically
executed. The slim, luxurious design with three different textures and
colors makes it an innovative mobile phone case that you can easily
make up anytime, anywhere.

微电流喷雾仪
微电流喷雾仪使用超强雾化喷射原理不同于一般喷雾美容仪, 将更完美呈现肌肤
保湿和镇静效果, 同时微电流功效将精华内含有的营养成分更有效快速的渗透到
肌肤深层, 焕发肌肤靓丽光泽, 还原婴儿肌！

智能手机彩妆壳 pobling ani？

미스트 갈바닉은
안개 분사와 차별화되는 강한 분사력으로 피부 보습과 진정을 완성시키며, 갈바
닉 기능으로 앰플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 빛나고 건강한 피부 미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pobling ani?는

当下滑推开智能手机彩妆壳时, 内附的NFC芯片将自动联动到彩妆教程APP, 内含
3种可替换的眼妆, 唇妆配合高端设计, 将实现随时随地简易急救补妆。

스마트폰의 케이스 개방시 탑재된 NFC칩이 인식되며 메이크업기능 어플이 자동실행
되어 3가지 다양한 텍스처와 색조,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휴대폰 부착형 케이스 입니다.

Mist

Make-up for Anywhere through application

It promotes the skin improvement effect by enhancing moisture and dead
skin cleansing.

It is easy to make make-up wherever you are as if a professional touches
trendy make-up through application.

雾化喷射

利用彩妆教程APP, 随时随地简易化妆

通过提升肌肤保湿力和角质管理, 增强肌肤改善效果。

미스트

通过手机智能彩妆教程APP, 亲临感受和体验专业的彩妆师的操作, 随时随地的
实现简易化妆。

보습력 증강 및 각질 정리를 통한 피부 개선 효과를 증진 시킵니다.

어플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한 메이크업
어플을 통해 트렌디한 메이크업을 전문가가 터치한 듯 어디서나 간편한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Nutrition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Easy refill
The easy-to-separate container structure makes it easy to attach to a pallet
container to create custom pallets in your own colors.

营养导入

将护肤品的营养成分渗透至角质层, 促进护肤品内含的营养成分高效吸收, 极大
化的实现护肤品的功效。

简易替换

영양공급

简单可分离的内置彩妆构造, 可挑选携带自己合适的颜色。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손쉬운 리필
간편하게 분리되는 용기 구조로 팔레트 용기에 손쉽게 부착하여 나만의 컬러로 맞춤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Lifting

Slim and luxurious design

Ion massaging through micro-current promotes skin elasticity.

Luxurious color and trendy design with excellent technology.

紧致提升

在正负极微电流的交替按摩作用下, 缓解肌肤压力, 恢复肌肤弹性。

轻薄和高端设计感
优质的技术力, 高端的色彩搭配, 和轻薄的设计感。

리프팅

MIST GALVANIC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가 피부 탄력을 증진시킵니다.

Vibration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vibration.
振动按摩

微小振动按摩增加肌肤弹性, 赋予肌肤健康活力。

ani?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을 담아 고급스러운 컬러감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탄생 하였습니다.

Various textures and trendy colors
The colorful changes create a mood that varies with color.
多样性和多彩性的碰撞

진동 마사지

绚丽多彩的演绎了彩妆的新魅力, 让您气质非凡, 与众不同。

미세한 진동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화장품의 다양한 텍스처와 트렌디한 컬러의 조합
다채로운 컬러 체인지로 발색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Tapview 탭뷰

Tapview 탭뷰

Gold

Nude Beige

Fuchsia Pink

Pink Rose

Pink Gold

Nude Pink

Velvet Rose

Wild Cherry

Face Care / 얼굴관리
Face Care / 얼굴관리

12 Different Insight

• Dimension / Weight

60 X 9 X 101mm / 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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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RF-System

NEW Galvanic Series

Create beautiful body with
Wired body care
RF system

Providing the optimal
temperature for your Skin

•It reduces collagen production, fats, and cellulite, promotes skin
regeneration and blood circulation.
•通过新增胶原蛋白、促进细胞功能和活跃血液循环, 有助释放表面与深层的脂

Pobling 离子冷热美肌仪是一款轻巧便携的家用多功能美容仪。
随时随地给您的肌肤焕发年轻活力！

Pobling hot & cold vibration massager is a multifunctional beauty
device to refresh your exhausted skin anywhere.

휴대가 간편한 다기능 미용기기 미티는,
지쳐있는 당신의 피부에 언제 어디서나 활력을 줄 것입니다.

肪, 使其转为脂肪油, 从而达到减少脂肪的目的。

Nutrition

•콜라겐 생성과 지방, 샐룰라이트를 줄여주고 세포 재생 및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营养导入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祛除橘皮组织

将护肤品的营养成分渗透至肌肤深层, 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셀룰라이트 제거

영양공급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Tapview 탭뷰

Lifting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紧致提升

在正负极电流的交替作用下可缓解肌肤压力, 恢复肌肤原有弹性。

리프팅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Vibration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vibration.
振动按摩

微小振动按摩增加肌肤弹性, 赋予肌肤健康活力。

진동 마사지
미세한 진동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LED Light Therapy
Good for skin and obesity management by the light and color effects. Effective aids for acne care and skin rejuvenation.

Professional RF system cares your skin anytime and anywhere. Outstanding effects by creation of collagen by the deep heating.

LED光疗

随时随地都均可使用的个人护理射频美容仪, 能有效地激活皮肤深层的胶原蛋白。

RF IRON

전문 RF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피부를 관리합니다. 깊은 열로 인한 콜라겐 생성으로
뛰어난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彩光疗法在护理痤疮和肌肤再生方面有着显著效果。

STICK IRON

LED 라이트 테라피
라이트 테라피는 피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과 피부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Tapview 탭뷰

Your self-healing power removes unnecessary elements in your body
and strengthens muscle. So you can manage your body line healthy
and care without yoyo-syndrome.
人体自身治愈能力可消除人体不必要的要素且强化肌肉, 健康管理身体机能, 没有
反弹现象。
자체 회복력은 인체에 필요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근육들을 강화 시킵니다. 신체를 건강
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요요현상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 Dimension / Weight

14 Different Insight

AAA Battery X 1ea
30 X 49.8 X 159mm / 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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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anic Series

Vacuum massage with
galvanic
Vacuum massage for blood circulation, wrinkle & pore care.
Galvanic ion massage with 3 modes. (Cleansing / Nutrition / Lifting)
微电流吸附提升仪
利用真空负压, 促进血液循环、改善皱纹、缩小毛孔、赋予肌肤生机。
结合微电流离子功能, 可分别进行深层清洁、营养导入、紧致提升三种操作模式。

석션갈바닉은
진공압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주름과 모공관리로 피부를 생기있고 건강하게 관리
하여 줍니다. 또한 갈바닉 이온 기능을 결합하여 클렌징 모드 / 영양공급 모드 / 리프팅
모드 3가지의 갈바닉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acuum Massage
The vacuum pressure helps for blood circulation, wrinkle and pore care to make
healthy and bright skin. (level 1~3)
微小气泡按摩模式

利用真空负压, 促进血液循环、改善皱纹、缩小毛孔、赋予肌肤生机活力。
(可调节强度, 1~3档)

초저진공 마사지
진공압으로 혈액순환, 주름과 탄력, 모공관리로 피부를 생기있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1~3단계 강도)

Cleansing
Galvanic ion helps to pull body wastes out for deep cleansing.
深层清洁模式

利用微电流的原理, 吸出肌肤深层残留物。

Make moisturized and elastic skin
with galvanic.
轻柔按摩的同时赋予肌肤健康活力, 令肌肤娇嫩紧致, 富有弹性！
갈바닉으로 수분감있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드세요.
For deep Cleansing / 深层清洁肌肤 / 딥 클렌징

Ion cleansing pulls out body wastes from pores for deep cleansing while normal cleansing washes the surface only.
利用离子导出原理, 使肌肤内的油脂、老废物, 毒素排出于表皮层外, 有效收缩毛孔, 维持肌肤健康状态。
일반적인 클렌징은 피부표면만을 청소하지만 이온 클렌징은 모공 속부터 노폐물을 제거하여 줍니다.

Help absorption of Nutrition / 助于肌肤高效吸收护肤品 / 화장품 흡수

Use the characteristic of ions to enlarge pores and deliver skincare products deeply.
利用离子导入原理, 扩张毛孔, 使护肤品中的有效成分渗透至真皮层, 让护肤品发挥最佳功效, 维持肌肤水嫩光滑。
이온으로 모공을 열고 깊숙이 유효성분을 침투 시킵니다.

Enhance skin Elasticity by massage / 强化肌肤弹性 / 마사지를 통한 피부 탄력 강화
Transfer plus and minus ions consecutively to enhance skin elasticity and remove wrinkles.
正负离子的交替, 活跃肌肤表面和肌肤内部的细胞组织, 呵护肌肤健康、赋予弹性, 改善皱纹并且打造完美的面部线条。
+, - 이온을 연속 교차시킴으로써 피부탄력을 강화하고 주름을 완화 시킵니다.

Refresh your skin with LED Light therapy / LED光疗赋予肌肤生机 /
LED 라이트 테라피를 통해 생기있는 피부관리

클렌징
이온의 원리로 피부 속 노폐물을 클렌징 해줍니다.

Nutrition
Delivers cosmetic nutrients more effectively.
营养供给模式

将营养成分充分渗透至肌底, 使护肤品发挥出最佳效果。

영양공급
피부 속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화장품의 영양성분을 이온화하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BLUE Color : Acne care / Minimize redness and irritation
• RED Color : Increase collagen creation / Restore cell function / Reduce wrinkles / Help skin regeneration
• LED蓝光护理 : 减少痤疮内酸杆菌的数量, 缓解面部红潮, 有效改善痘痘肌肤。
• LED红光护理 : 促进新陈代谢, 刺激纤维细胞生长因子和胶原蛋白新生, 减少皱纹。
• Blue color : 여드름 / 피부트러블 완화
• Red color : 콜라겐 생산 촉진 / 세포기능 재생 촉진 / 주름 완화 / 피부 재생

Lifting

AIRPHORESIS
Suction Galvanic Massager

Help for lifting by ion massage.
紧致提升模式

正负离子交替刺激肌肤, 使皮肤更加紧致有弹性。

리프팅
이온이 교차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어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Face & Body Care / 얼굴 & 바디 관리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16 Different Ins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60 min. / 150 min.
Ø 51 X 185mm / 210g

Cleansing / 清洁导出 / 클렌징 모드

Nutrition / 营养导入 / 영양공급 모드

Lifting / 紧致提升 / 리프팅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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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Scrubber

Galvanic Series

Multi-function Skin
Scrubber

Clean and simple
nutrition

•3-in-1 multi-functioned scrubber perfectly suitable for facial care.
Cleansing through exfoliation will allow to advance your skin
condition such as whitening and wrinkle care.
•完美符合脸部护理的三合一多功能洁肤仪。通过去除角质的清洁可有效亮白和

With same mechanism as skin clinic uses galvanic ion massage on
whitening, wrinkle, vitamin care.
The micro current helps to absorb the ampoule ingredients.
精华导入仪
运用皮肤科及美容院的美白、改善皱纹、维生素护理的相同施术方法, 精华与美
容仪一体式设计, 使精华内的营养成份通过离子导入原理充分渗透至肌底层。

改善皱纹等肌肤状态。

•얼굴 관리에 완벽하게 적합한 3-in -1 다기능 세정기. 각질, 피지 제거를 통한 클렌징

앰플갈바닉은

은 미백 및 주름 개선과 같은 피부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미백, 주름케어, 비타민케어 등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갈바닉
이온 마사지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미세한 마이크로 진동이 파장을 일으켜 마사지 효과와 함께, 일체화된 앰플의 유효성분
들을 이온에 실어 피부 깊숙이 흡수시켜 줍니다.

Peeling - Ultrasonic / Delivery - Iontophoresis /
Massage - Microcurrent
剥离模式-超声波 / 按摩模式-微电流 / 导入模式-电离子渗入疗法

필링 - 초음파 / 이온토포레시스 / 미세전류 마사지

Ampoule Pump (assembled)
You can simply pump the ampoule while massaging.
精华喷射 (一体仪)

精华液一体式设计, 避免用手涂抹时黏在手上的不便, 可进行简便操作。

앰플분사 (일체형)
앰플 일체형으로 손에 화장품을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Nutrition
Delivers cosmetic nutrients more effectively.
营养供给 (离子导入)

将营养成分充分渗透至肌底, 使护肤品发挥出最佳效果。

영양공급
피부 속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화장품의 영양성분을 이온화하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bration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vibration.
振动按摩

微小振动按摩增加肌肤弹性, 赋予肌肤健康活力。

진동 마사지
미세한 진동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LISA

AMPOULE GALVANIC
Skin Scaling Ultrasonic

Delivery Iontophoresis

Massage Microcurrent

去除角质-超音波
피부 스케일링 - 초음파

营养供给-离子导入
영양공급 - 이온도입

按摩-微电流
마사지 - 미세 전류

Push the ampoule to pump it up.
用手指按压，精华液喷出。

앰플을 손으로 눌러 펌핑합니다.

Multiful Skin Scrubber / 다기능 스크러버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18 Different Insight

Face Care / 얼굴관리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 Power
• Dimension / Weight

AAA Battery X 2ea
Ø 43 X 167mm / 100g

About 60 min. / 60 min.
47 X 30 X 170mm /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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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anic Series

Galvanic Series

Essential for cleansing
and nutrition

Providing the optimal
temperature for your Skin

Electrical mechanism clearly removes every invisible tiny impurity
deep inside your pores.

Pobling hot & cold vibration massager is a multifunctional beauty
device to refresh your exhausted skin anywhere.

微电流紧致洁肤仪

Pobling 离子冷热美肌仪是一款轻巧便携的家用多功能美容仪。
随时随地给您的肌肤焕发年轻活力！

利用离子特性, 赋予肌肤健康活力, 并且打造出娇嫩紧致的肌肤美人。

페이셜 이온 솔루션은

휴대가 간편한 다기능 미용기 미티는,
지쳐있는 당신의 피부에 언제 어디서나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이온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부 속부터 피부결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빛나고 건강한 피부 미인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Nutrition

Cleansing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Ion cleansing pulls out body wastes from pores for deep cleansing while
normal cleansing washes the surface only.

营养导入

清洁导出

将爽肤水的保湿成分渗透至角质层, 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利用微电流特有的性质, 彻底清除顽固污垢和毛孔中的微小老废物。

영양공급

클렌징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손으로 하는 클렌징은 피부 표면 청소에 그치지만, 이온 클렌징은 모공으로부터 피부
노폐물을 제거 해줍니다.

Lifting

Nutrition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紧致提升

在正负极电流的交替作用下可缓解肌肤压力, 将把护肤品和面膜的功效发挥出
最佳效果。

营养导入

将爽肤水的保湿成分渗透至角质层, 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리프팅

영양공급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Heating & Cold
Use Hot and Cold massage function to open the pores and stimulate the
skin with mid-frequency to help with absorption of cosmetics.

Lifting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冷热温按摩

紧致提升

冷热温按摩可以将毛孔打开, 使肌肤活性化, 通过微电流按摩提高护肤品的有效
吸收率。

在正负极电流的交替作用下可缓解肌肤压力, 将把护肤品和面膜的功效发挥出
最佳效果。

냉•온열마사지

리프팅

냉•온열 마사지는 모공을 열어 피부를 활성화 시키고 갈바닉 전류를 통해 화장품의
흡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Heating

LED Light Therapy

Hot massage warms up the skin and opens pores for better cleansing and
absorption.

FACIAL ION SOLUTION

热温按摩

温热感有助于软化肌肤, 并使毛孔扩张有助于深层清洁和营养导入。

Hot & Cold
Ion Massager

LED光疗

彩光疗法在护理痤疮和肌肤再生方面有着显著效果。

온열마사지

LED 라이트 테라피

온열 마사지는 피부를 따뜻하게 하여 모공을 열고 더 나은 클렌징과 흡수 효과를 도와
줍니다.

라이트 테라피는 피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과 피부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

深层清洁模式使肌肤内的油脂。
老废物排出表皮层外，有效收缩
毛孔，维持肌肤健康状态。

Deep cleansing method guarantees
the bright and clean skin which bare
hands washing never makes.

딥 클렌징은 맨손 클렌징이 하지
못하는 밝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
어 줍니다.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20 Different Insight

MIITY

Good for skin and obesity management by the light and color effects. Effective aids for acne care and skin rejuvenation.

* LED Light Therapy : BLUE - Acne care / RED - Rejuvenation

Face Care / 얼굴관리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60 min. / 60 min.
Ø 50 X 155mm / 110g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60min. / 60min.
69 X 28 X 125mm /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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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anic Series

Galvanic Series

Skincare anytime and
anywhere

Bright and glowing skin
beauty

Compact size fits in one hand.
Skincare anytime and anywhere

When using cosmetics / When applying a sheet mask / Relieve swelling / For sensitive and tired skin

舒适的手握感~
随时随地赋予肌肤年轻活力!

化妆护肤时 / 面膜护理时 / 减缓肿胀时 / 肌肤疲劳时

화장품을 사용할때 / 마스크팩을 사용할때 / 붓기 제거할때 / 민감한 피부 진정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Nutrition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Cleansing
Ion cleansing pulls out body wastes from pores for deep cleansing while
normal cleansing washes the surface only.

营养导入

清洁导出

영양공급

클렌징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将爽肤水的保湿成分渗透至角质层, 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深层清洁毛孔内老废物, 为您打造透亮肌肤。

이온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안만으로 잘 닦이지 않는 모공 속의 미세한 노폐물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Lifting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Nutrition

紧致提升

Ion nutrition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o get
the best result from skincare products.

在正负极电流的交替作用下可缓解肌肤压力, 将把护肤品和面膜的功效发挥出
最佳效果。

营养导入

리프팅

将爽肤水的保湿成分渗透至角质层, 促进肌肤高效吸收水分和营养物质。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증강 시킵니다.

영양공급

Heating & Cold

영양공급 모드는 화장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Use Hot and Cold massage function to open the pores and stimulate the
skin with mid-frequency to help with absorption of cosmetics.

Lifting

冷热温按摩

Ion massage applies micro current to enhance skin elasticity.

冷热温按摩可以将毛孔打开, 使肌肤活性化, 通过微电流按摩提高护肤品的有效
吸收率。

紧致提升

在正负极电流的交替作用下可缓解肌肤压力, 将把护肤品和面膜的功效发挥出
最佳效果。

냉•온열마사지
냉•온열 마사지는 모공을 열어 피부를 활성화 시키고 갈바닉 전류를 통해 화장품의
흡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리프팅
미세 전류를 통한 이온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LED Light Therapy

LED Light Therapy

Good for skin and obesity management by the light and color effects. Effective aids for acne care and skin rejuvenation.

Red color is already utilized for skincare. It is helpful for skin
regeneration.

MIITY M

LED光疗

LED光疗

MIITY 2

LED红光功能有助于肌肤再生。

LED 라이트 테라피
피부관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라이트테라피의 레드컬러는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彩光疗法在护理痤疮和肌肤再生方面有着显著效果。
Hot & Cold
Ion Massager

LED 라이트 테라피
라이트 테라피는 피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여드름과 피부재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Vibration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vibration.
振动按摩

微小振动按摩增加肌肤弹性, 赋予肌肤健康活力。

진동 마사지
미세한 진동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Color Therapy

RED : Rejuvenation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 Dimension / Weight

22 Different Insight

• Adaptor
AAA Battery X 2ea
70 X 90 X 35mm / 60g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40 min. / 60 min.
Ø 50 X 150mm / 1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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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anic Series

Help absorption of nutrition

MINI ION APPLICATOR 2

•Spatular shape realizes hygienic application of creams. It can do
treatment even on micro wrinkles around eyes and nose.
•勺状探头设计更加卫生方便, 可细致护理眼角及鼻周等狭窄部位的细纹。
•스파츌러 타입으로 위생적으로 크림을 바르실 수 있으며, 눈가나 코 주변 등 좁은

Red light therapy skin care
•Enjoy the larger massage head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n around forehead and drooping cheeks.
•较大的按摩面可方便护理额头及面颊等面积较大的部位。
•보다 넓어진 마시지 면으로 이마와 쳐진 볼살 등 넓은 부위를 관리하는데

부위까지도 미세주름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Nutrition

Vibration Massage

营养供给
영양공급

振动按摩
진동 마사지

Nutrition

Vibration Massage

LED Color Therapy

营养供给
영양공급

振动按摩
진동 마사지

LED 光疗护理
LED 광원 테라피

Nutrition

Delivers cosmetic nutrients more
effectively.
营养供给 (离子导入)

Face Care / 얼굴관리

将营养成分充分渗透至肌底, 使护肤品
发挥出最佳效果。

• Power

영양공급 (이온 도입)

• Dimension / Weight

피부 속까지 스며들지 못하는 화장품의
영양성분을 이온화하여 피부 깊숙이 전달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AA Battery X 1ea
Ø 35 X 140mm / 22g

APPLICATOR 1, 2, 3

Vibration Massage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vibration.
振动按摩

微小振动按摩增加肌肤弹性, 赋予肌
肤健康活力。

진동 마사지

MINI ION APPLICATOR 1

미세한 진동이 탄력 있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MINI ION APPLICATOR 3

Red light therapy skin care
•Spatular shape realizes hygienic application of creams.
Stronger LED red therapy helps both skin rejuvenation and
blood circulation.
•勺状探头设计更加卫生方便, 且强化的LED光疗功能有助于血液循环
和肌肤再生。

•스파츌러 타입으로 위생적으로 크림을 바르실 수 있으며, 더욱 강화된 LED
레드 테라피 기능으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APPLICATOR 1, 2, 3

LED Color Therapy
Helps for skin rejuvenation.
LED 光疗护理

LED波长渗透至真皮层, 促进血液循环,
恢复损坏细胞, 促进肌肤再生。

LED 광원 테라피
LED 파장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Spatula
Type

APPLICATOR 2, 3

Nutrition

Vibration Massage

LED Color Therapy

营养供给
영양공급

振动按摩
진동 마사지

LED 光疗护理
LED 광원 테라피

Spatula
Type
Face Care / 얼굴관리
• Power
• Dimension / Weight

24 Different Insight

Face Care / 얼굴관리
AAA Battery X 1ea
20 X 80 X 135mm / 20g

• Power
• Dimension / Weight

AAA Battery X 1ea
Ø 30 X 150mm /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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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s 1st rechargeable RF system

The World’s 1st rechargeable RF system allows you to manage beautiful healthy skin at the convenience of your own home.

世界首创可循环充电的射频系统
世界首创可循环充电的无线射频系统,让您在家中轻松护理肌肤,解决肌肤衰老问题。

세계 최고의 충전식 고주파 시스템
세계 최고의 충전식 고주파 시스템은 집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Restore both your health and beauty by
sufficient “Self-healing power”
충분한 ‘자체 회복력’으로 건강과 미용을 둘다 잡으세요!
提高人体自身“自然治愈力” , 呵护健康美丽！
RF increases your own self-healing power without external stimulation.

PATENT

•Portable High Frequency Therapy Machine (10-2013-0015428)
•Portable High Frequency Therapy Machine with a built-in battery
(10-2013-0052544)
•Portable High Frequency Therapy Machinetopreventagainstdamage of electrode
(10-2013-0052545)
•Portable High Frequency Therapy Machine for controlling the power supply (10-2013-0052546)
•Portable High Frequency Therapy Machine with a built-in battery and a driving module
(10-2013-0052547)
•Overseas patentapplication (Taiwan, China, Japan, USA, EU, Israel)
•便携式高射频治疗仪 (第10-2013-0015428号) •内置电池携带式高射频治疗仪 (第10-2013-0052544号)
•防止探头损坏的便携式高射频治疗仪 (第10-2013-0052545号)
•可调节射频电源强度的便携式高射频治疗仪 (第10-2013-0052546号)
•内置电池和驱动模块的便携式高射频治疗仪 (第10-2013-0052547号)
•获海外6个国家专利申请认证 (台湾, 中国, 日本, 美国, EU, 以色列)
•휴대용 고주파 기계 •충전식 휴대용 고주파 기계 •전기적 손상 방지용 휴대용 고주파 기계
•전원 공급 조절용 휴대용 고주파 기계 •구동 모듈을 포함한 충전식 고주파 기계
•해외 특허 적용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이스라엘)

When Special level of radio frequency applied to human body, its energy transforms into biological heat that is called “Deep Heating”. It may
transfer the heat to the localized deep tissue effectively.

Enjoy the astonishing effect of deep heating at home.

Your self-healing power removes unnecessary elements in your body and strengthens muscle. So you can manage your body line healthy
and care without yoyo-syndrome.

不受任何外界影响, 人体自身提升“自然治愈能力”

当特殊模式的频率投放至人体体内时, 自然转换成生物体能量, 此时体内自发生成的热量叫深部热, 可有效传达至人体局部组织深处。
•提高体内自然治愈能力和抵抗力•新增胶原蛋白•纤体紧塑•促进血液循环、脂肪燃烧•活化细胞机能•预防脱发

RF는 외부의 자극 없이 피부 자체의 회복효과를 증가시킵니다.
특정 주파수가 인체에 적용될 때, 그 에너지는 생체 열로 바뀌며 이를 “심부열” 이라고 부릅니다. 심부열은 각각의 피부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집에서 최고의 심부열 효과를 누리세요.
자체 회복력은 인체에 필요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근육들을 강화 시킵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요요현상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RF : Generate 42˚Cdeep heat

Fat & Cellulite

Dissolve fat & Discharge toxic waste out of body

启用 : 产生42℃深部热
RF : 42도의 심부열 발생

脂肪/脂肪团
지방 & 셀룰라이트

燃烧脂肪及排除老废物
지방&유독성 노폐물 제거

Facial care to maintain younger looking skin

• Rejuvenates aging skin and reduces wrinkles around eyes, lips, and forehead.
• Reduces skin troubles such as purulence, black heads, acne, scar and sebum.
• Enhances skin elasticity and promotes slim and better looking face line.
• Prevents hair loss, promotes hair growth and controls oily scalp.

Abdomen / obesity care

• Helps reduce body fat and increase the elasticity of your aging skin such as sagging
buttocks and forearms with RF effects on fatty cells and by simulating blood circulation in your skin.
• Minimizes scars, dissolves cellulites that causes uneven skin surfaces.

保持年轻肌肤的面部护理

• 修复老化肌肤, 减少眼周、嘴唇和额头的皱纹
• 抑制脓包形成, 并减少黑头、痤疮、疤痕和油脂等皮肤困扰
• 增强皮肤弹性, 提升并促进形成精致的V型脸
• 防止脱发,促进头发再生, 有效护理油性头皮

• 通过射频刺激脂肪细胞, 促进血液循环, 有助于减少体内脂肪,
恢复老化肌肤, 增加下垂臀部和腹部的弹性

• 修复疤痕,改善皮肤凹凸不平的表层脂肪,恢复平整光泽的肌肤

복부 / 비만관리

동안유지를 위한 얼굴 관리
•나이드는 피부를 회복시키고 눈가, 입술, 이마의 주름을 완화합니다.
•블랙헤드, 화농성 여드름, 상처, 피부, 피지 트러블을 완화시킵니다.
•피부의 탄성을 강화하고 슬림한 얼굴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성장과 지루성 두피를 관리합니다.

Before

26 Different Insight

腹部/肥胖护理

After

•지방을 제거하는데 RF 효과로 지방 세포와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처진 엉덩이,
팔뚝 등 피부의 탄성을 증가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처부위를 최소화 시키며, 피부 외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합니다.

Before

After

Facial care to maintain younger looking skin

Abdomen / obesity care

面部护理
동안유지를 위한 얼굴 관리

腹部/肥胖护理
복부 / 비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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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RF-System
INNOVATION 2.4L

RF self-care at convenience of
your home

High capacity RF device
optimal for both body
and face care

Dually body & facial care RF system
• Body & Facial care
• Lifting / Rejuvenation
• Whitening
• Fat Reduce
• Compact / Latest Design
• For Home and Professional use

•Experience the amazing change into confident body shape
with fine skin contour.
•是否正因肥胖身体, 下垂肌肤而苦恼？使用 POYA INNOVATION 管
理身体曲线, 打造完美肌肤吧！

•바디와 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포야로 그동안 숨겨 놓았던 컴플렉스 부위

身体和面部专业射频护理系统
• 身体和面部护理
• 美白
• 便携
• 家用式专业护理

를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자신있는 몸매,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 纤体提升
• 减肥
• 最新设计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by stimulating creation of collagen and
dissolving fatty cells
身体和面部护理 /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促进胶原蛋白的增生, 可有效减少脂肪堆积

바디, 얼굴 2종 RF 시스템
• 신체 & 얼굴 관리
• 리프팅 / 회복
• 화이트닝
• 지방 제거
• 컴팩트 / 최신 디자인
• 가정용 및 전문용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콜라겐과 지방세포를
활성화 및 제거하여 셀룰라이트 제거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by stimulating creation of collagen and dissolving fatty
cells

Wired Face & Body Care / 얼굴 & 바디 유선 고주파기
• Output Frequency
• Input Voltage

身体和面部护理 /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促进胶原蛋白的增生,可有效减少脂肪堆积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콜라겐과 지방세포를 활성화 및
제거하여 셀룰라이트 제거

Wrinkle care and skin care
改善皱纹及皮肤护理
주름개선 및 피부관리

Effective care of stretch
marks after delivery
改善妊娠纹
출산 후의 튼살관리

Cellulite care
管理脂肪团
셀룰라이트관리

0.3/0.5MHz
AC 220V, 50/60Hz (110V Optional)

• Power Consumption

120W

• Dimension / Weight

285 X 215 X 90mm / 2.7kg

INNOVATION 5.2L

R2
Belt type ground plate (optional)
For use with POYA INNOVATION / R2

负极腰带 (optional)
POYA INNOVATION / R2的可选配套产品

밸트타입 플레이트 (옵션)

For use with POYA INNOVATION / R2

Stand type for hospital & shop
适合医院及美容院用的支架型
병원 및 샵용 스탠드 타입

Wired RF Face & Body Care / 얼굴 & 바디 유선 고주파기
• Output Frequency
• Input Voltage

28 Different Insight

Wired RF Face & Body Care / 얼굴 & 바디 유선 고주파기
0.3/0.5MHz

AC 220V, 50/60Hz (110V Optional)

• Output Frequency
• Input Voltage

0.3/0.5MHz
AC 220V, 50/60Hz (110V Optional)

• Power Consumption

80W

• Power Consumption

150W

• Dimension / Weight

Ø 280 X 105mm / 2.1kg

• Dimension / Weight

285 X 215 X 90mm / 2.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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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RF-System

Collagen activation and care
effect from the deep heating
system

Home treatments and self
care RF system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 cell function activate blood
circulation, make the moisturized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通过新增胶原蛋白, 促进细胞功能和活跃血液循环, 达到面部修复以及除皱抗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 cell function activate blood
circulation, make the moisturized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通过新增胶原蛋白, 促进细胞功能和活跃血液循环, 达到面部修复以及除皱抗

衰老的效果。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을 촉진하여 혈액 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주름과 흠을 줄여
보습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衰老的效果。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을 촉진하여 혈액 순환을 활성화시키고 주름과 흠을 줄여

Facial Care /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
Wrinkle care / Whitening

보습 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面部护理 / 有促进胶原蛋白的再生 / 面部修复/除皱抗衰老 / 美白

Facial Care /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
Wrinkle care / Whitening

얼굴관리 /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 주름 관리 / 화이트닝

面部护理 / 有促进胶原蛋白的再生 / 面部修复/除皱抗衰老 / 美白

얼굴관리 /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 주름 관리 / 화이트닝

Before

Q7

NEW SM

After

When Special level of radio
frequency applied to human body, its energy transforms into biological heat and it is called.
“Deep Heating” This “Deep Heating” is helpful for clean and bright
skin and wrinkle care.
将对人体无害的特殊等级频率转换成生体能产生的深部热, 有效传达至皮
肤细胞组织深处, 改善皱纹, 还您健康美丽的白嫩肌肤。
특정 주파수가 인체에 적용될 때, 그 에너지는 생체 열로 바뀌며 이를 “심부열” 이라
고 부릅니다. 심부열은 깨끗하고 밝은 피부와 주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Wired RF Face Care / 얼굴용 유선 고주파기
• Output Frequency
• Input Voltage

30 Different Insight

Wired RF Face Care / 얼굴용 유선 고주파기
0.5MHz

AC 220V, 50/60Hz (110V Optional)

• Output Frequency
• Input Voltage

0.5MHz
AC 220V, 50/60Hz (110V Optional)

• Power Consumption

50W

• Power Consumption

50W

• Dimension / Weight

200 X 225 X 85mm / 1.5kg

• Dimension / Weight

Ø 280 X 90mm / 1.55kg

HABALAN MED & BEAUTY 31

RF & Laser Hair Brush

Experience the amazing
difference!

Now, get RF-system DUMOEN with laser for
your scalp care
DUMOEN射频梳激光照明护理, 还您健康的头皮！
이제, 두피케어도 레이저와 함께 고주파심부발열기 두모엔으로 하세요!

RF Function

The deep heat will help you with health care in varied range such as
for skin, obesity, blood circulation, elimination of toxin and prevention of hair loss etc.

Laser Function

Low level laser will stimulate the scalp deeply to expand blood
vessel and faster blood flows spreads hormone to supply oxygen
and nutrition to hair follicles.

Light Therapy
(LED)

射频效果

同时用激光照射促进头皮血液循环,激发头皮毛囊细胞的再生, 防止脱发, 有助于
毛发生长, 将给因脱发而困扰的人们带去福音！

激光效果

RF Therapy

低功率激光可到达头皮深层部位,起到扩张血管和促进血液循环的作用,给毛囊供
给氧气和充足的营养。

고주파 기능

심부열은 피부, 엉덩이, 혈액순환, 독소제거, 탈모방지와 같은 다양한 부위 개선에 도움
을 줍니다.

Titanium

레이저 기능

저출력 레이저는 두피와 내부 혈관을 촉진하여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르몬을 자극
하여 산소와 영양을 모낭에 공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Laser Therapy
(LLLT)

RF Massage / Laser Massage (LLLT) / LED Therapy / Vibration / For
Home and Professional use

Vibration

射频技术 / 激光技术(LLLT) / 照明护理 / 振动按摩 / 便捷式 / 家用，院线用

고주파 마사지 / 레이저 마사지 (LLLT) / LED 요법 / 진동 / 가정용, 전문가용

Convenient portability
Compact size with easy charging.

Before

轻巧, 便捷

After

超轻巧, 便捷式充电, 男女老少皆可使用。

>

레이저 마사지
컴팩트한 사이즈와 간편 충전 방식은 남녀 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LED Color Therapy

RED: Helps for skin rejuvenation
BLUE : Helpful with blue light for
sterillzation of the scalp

LED 照明护理

Wireless RF Hair Care Massage Brush / 무선 고주파 헤어 마사지 브러쉬
• Power
• Adaptor
• Laser Wave Length
• Laser Maximum Output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32 Different Ins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12V 2A
780nm
5mW X 2
About 60 min. / 80 min.
65 X 55 X 230mm / 330g

红光：有助于肌肤再生, 强化肌肤弹性。
蓝光：有效改善敏感头皮, 消炎杀菌。

LED 라이트 테라피
RED :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주어
탄력을 강화 시켜줍니다.
BLUE : 두피의 균을 없애주어
트러블을 완화하여 줍니다.

RF Therapy

Uses deep heat to solve basic
problem and make healthy scalp.
You can use RF function several
times per day.

射频护理
诱发肌肤深部热, 改善头皮问题,
使头皮更加健康。

RF 마사지
두피건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심부열 다스려주고 건강한 두피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Vibration Massage

Vibrating massage function and
three functions in helping to
healthy scalp.

振动按摩
振动按摩功能与其他3种功能可同时使用,
有助于毛发再生。

진동 마사지
3가지 기능과 함께 부드러운 진동 마사지
기능은 건강한 성모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Laser Therapy (LLLT)

Accelerates blood flows to supply
sufficient oxygen and nutrition
and activates the metabolism of
scalp cell.

激光护理
激光照射使氧份和营养成份迅速渗透,恢
复头皮健康。

레이저 마사지
레이저는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며, 두피의 기능을 회복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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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F-System

Create beautiful body with
wireless body care
RF system

LUX

Create beautiful body with
wireless body care
RF system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skin regenera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reducing fat and cellulite.
•通过新增胶原蛋白、促进细胞功能和活跃血液循环, 有助释放表面与深层的脂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skin regenera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reducing fat and cellulite.
•通过新增胶原蛋白、促进细胞功能和活跃血液循环, 有助释放表面与

肪, 使其转为脂肪油, 从而达到减少脂肪的目的。

深层的脂肪, 使其转为脂肪油, 从而达到减少脂肪的目的。

•콜라겐 생성과 지방, 샐룰라이트를 줄여주고 세포 재생 및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콜라겐 생성과 지방, 샐룰라이트를 줄여주고 세포 재생 및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身体护理 /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促进胶原蛋白的增生, 可有效减少脂肪堆积

身体护理 /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促进胶原蛋白的增生, 可有效减少脂肪堆积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셀룰라이트 제거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셀룰라이트 제거

Wireless RF Body Care / 바디용 무선 고주파기
• Power
• Adaptor

Professional RF system cares your skin anytime and anywhere. Outstanding effects by creation of collagen by the deep heating.
随时随地都均可使用的个人护理射频美容仪, 能有效地激活皮肤深层的胶原蛋白。
전문 RF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피부를 관리합니다. 깊은 열로 인한 콜라겐 생성으로
뛰어난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Wrinkle care and skin care
改善皱纹及皮肤护理
주름개선 및 피부관리

Effective care of stretch
marks after delivery
改善妊娠纹
출산 후의 튼살관리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12V 2A
About 60 min. /
120 min.
Ø 105 X 130mm / 360g

Cellulite care
管理脂肪团
셀룰라이트관리

Your self-healing power removes unnecessary elements in your body
and strengthens muscle. So you can manage your body line healthy
and care without yoyo-syndrome.
自然自愈力可消除人体不必要的要素且强化肌肉, 健康管理身体机能, 没有反弹
现象。
자체 회복력은 인체에 필요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근육들을 강화 시킵니다. 신체를 건강
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요요현상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CLUTION

Specially formulated for easy rubbing and better RF
energy delivery through skin.
通过简单的揉搓和有效地传递RF能量而特别研制的产品。

피부를 통한 손쉬운 문지름과 RF 에너지 전달을 위해 특별히 고안
되었습니다.

비교불가

고출력
500khz

RF시스템

. 고주파 RF시스템 - 타사와 비교할 수 없는 500khz의 깊은 열로 인한 콜라겐
생성으로 뛰어난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 중주파 - 전기 자극을 통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 진동 - 미세한 진동이 피부 탄력을 증진 시킵니다.
. LED - LED 파장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500khz high-frequency deep heat, which helps blood circulation,
collagen activation, fat dissolving effect. Muscle contraction and
relaxation with medium frequency through electrical stimulation.
It promotes elasticity through vibration and helps to regenerate
skin by LED color therap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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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F Body Care / 바디용 무선 고주파기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12V 2A
About 60 min. / 120 min.

RF Cream

80ml / 200ml / 1,000ml

Ø 105 X 130mm / 3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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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F-System
MIO

Long lasting Beauty
Starting from MEI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cell func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moisturizing the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胶原蛋白的再生可以促进细胞机能和血液循环, 且有效除皱、恢复弹性肌肤。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과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키며 주름과 흠을 줄여 보습합니다.

Long lasting Beauty
Starting from MIO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cell func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moisturizing the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胶原蛋白的再生可以促进细胞机能和血液循环, 且有效除皱、恢复弹
性肌肤。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과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키며 주름과 흠을 줄여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Wrinkle care /
Whitening

보습합니다.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Wrinkle care /
Whitening

胶原蛋白再生 / 紧致提升及皱纹护理 / 亮白肌肤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및 주름관리 / 화이트닝

胶原蛋白再生 / 紧致提升及皱纹护理 / 亮白肌肤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및 주름관리 / 화이트닝

MIO
Before

After
Wireless RF Face Care / 얼굴용 무선 고주파기
• Power

Li-Po Battery (Rechargeable)

• Adaptor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About 60 min. / 60 min.

• Dimension / Weight

Facial care to maintain younger looking skin

54 X 31 X 149mm / 120g

面部护理
동안유지를 위한 얼굴 관리

AGA

MEI / MIO / AGA

Long lasting Beauty
Starting from AGA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cell func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moisturizing the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胶原蛋白的再生可以促进细胞机能和血液循环, 且有效除皱、恢复弹

MEI

性肌肤。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과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키며 주름과 흠을 줄여
보습합니다.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Wrinkle care /
Whitening / Color Therapy : Blue - Acne care /
Red - Rejuvenation
胶原蛋白再生 / 紧致提升及皱纹护理 / 亮白肌肤 /
彩光治疗：蓝光 - 护理痤疮 / 红光 - 肌肤再生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및 주름관리 / 화이트닝 / Color Therapy :
Blue - 여드름 / Red - 피부재생

Wireless RF Face Care / 얼굴용 무선 고주파기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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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F Face Care / 얼굴용 무선 고주파기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60 min. / 60 min.
53.5 X 31 X 152mm / 116g

• Power
• Adaptor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About 60 min. / 60 min.
55 X 25 X 165mm /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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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RF-System

Cleansing Brush

Deep pore cleansing
promises to make your skin
bright

Beauty comes from your eyes
•With creation of collagen, promotes cell function and blood
circulation while moisturizing the skin by reducing wrinkle and
blemish.
•胶原蛋白的再生可以促进细胞机能和血液循环, 且有效除皱、恢复弹性肌肤。
•콜라겐 생성으로 세포 기능과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키며 주름과 흠을 줄여 보습합니다.

Silicone vibration pore cleansing
Cleansing Brush / An advanced sonic vibration to effectively cleanse
oily skin, large pores, and hard-to-reach or uneven areas of the face,
such as around the nose.

Stimulates creation of collagen / Skin lifting Wrinkle care /
Whitening
胶原蛋白再生 / 紧致提升及皱纹护理 / 亮白肌肤

硅胶振动洁面刷

콜라겐 생성 / 피부 리프팅 및 주름관리 / 화이트닝

洁面仪 / 卓越的声波振动可清洁油性皮肤,改善粗大毛孔, 彻底清洁鼻子周
围污垢。

실리콘진동모공클렌징
클렌징 브러시 / 지성 피부 관리, 넓은 모공, 코주변과 같은 얼굴 표면에 고르지 않은
부분에 탁월합니다.

Cleansing
Silicone protrusion surfaces are used to cleanse a wide area of sensitive skin
such as cheeks and forehead.
Deep cleansing of T-zone area with thick protrusion at the top.
清洁

硅胶材质能更好的护理敏感肌肤, 更有效的清洁下巴与额头.深层清洁毛孔内老废
物, 为您打造透亮肌肤。
前端特殊部位能更好的帮助T-zone清洁。

클렌징
실리콘 돌기 모로 민감성 피부, 볼과 이마 같은 넓은 부분을 클렌징 합니다.
상부의 굵은 돌기로 T-zone 부위를 Deep클렌징 합니다.

Vibration
Three-stage vibration cleansing to fit my skin type!
Cleanse to a deep place.
Care time : 10 min for each side.
Benefits : Solution for fine lines, loose eye, eyebags, swollen eyes, dark
circles.
Care times : You can see the outstanding result with 15~20 times.
Recommendable to use daily or at least every two days.

SOBER

护理时间：左右眼部每次分别10分钟。
使用效果：帮助护理细小皱纹, 下垂的眼部, 黑眼圈, 经常肿胀的眼部, 眼周毛细
血管充血。
护理次数：护理15~20次时, 可看到明显效果, 建议每天使用或隔日护理。
관리시간 : 1회 좌, 우 각각 10분씩 관리합니다.
사용효과 : 잔주름, 늘어진 눈, 아이백 (Eye Bag 노폐물 제거), 잘 붓는 눈, 눈 주위 모세혈
관 혈행 촉진으로 검은 그림자 등을 해결해 줍니다.
관리횟수 : 15~20회면 가장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능한 매일하고 최소한
격일로 관리합니다.

Wireless RF Eye Care / 눈가용 무선 고주파기
• Power
•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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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动按摩

配合自己的皮肤属性, 分3档振动强度, 深入肌肤深层, 打造清洁肌肤。

진동 마사지
나의 피부타입에 맞춤 3단 진동 클렌징 !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클렌징 합니다.

Soft, hygienic silicone design

SILICONE BRUSH

Hypodermic silicone prevents bacterial growth and is semi-permanent, with
soft silicone protrusions acting on the skin without irritation.
柔软卫生的硅胶设计

低刺激性的硅胶材质, 抗菌设计, 半永久性柔软的硅胶刷特质, 让您的肌肤不在
被敏感困扰。

부드럽고 위생적인 실리콘 디자인
저자극 실리콘이 세균번식을 방지하고 반 영구적이며, 부드러운 실리콘 돌기 모가
자극없이 피부에 작용합니다.

Face Care / 얼굴관리
Li-Po Battery (Rechargeable)

100-240V~1.0A MAX, 50-60Hz / 5V 1A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About 60 min. / 60 min.

• Dimension / Weight

35 X 20 X 190mm / 70g

• USB
• Battery Life Time / Charging Time
• Dimension / Weight

5V 500mA
About 300 min. / 60 min.
62 X 28 X 77mm /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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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Sonic Body Cleansing Brush

Foam Cleanser

Enjoy refreshing shower
all around your body!
Body cleansing & Massage effect by
vibration
Fine brush minimizes the skin irritation and leaves no impurities
on your body skin. Good enough of foams and vibration gives you
wonderful massage effect. Also, ergonomic handle pole enables you
to comfortably cleanse even your back side out of your reach.

振动按摩, 彻底清洁
使用对肌肤无刺激, 无伤害的超细软毛, 深层清除老废物和残余物, 以丰富
细腻的泡沫和舒适的振动按摩, 让身心充分放松。还配备卸载式人体工学
设计的手柄, 可深层清洁 身体每个部位。

진동마사지를 통한 바디 클렌징 & 마사지 효과
미세모는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 시키며 피부에 불순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충분한 폼클
랜징 크림과 진동은 놀라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인 핸들은 손이
닿지 않는 등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Deep pore cleansing
promises to make your skin
bright
•Moisturizing and Suppressing skin from ingredient of rice extract
after cleansing.
•Clear cleansing with soft cream type.
•Remove reminder of make-up and dirty of skin.
•大米的丰富营养成分, 使暗沉粗糙的肌肤换发清透光泽, 洁面后持久保持水分
使肌肤娇嫩光滑。

•令肌肤柔滑清新, 清爽不黏腻。
•完美的清洁效果, 可深层清洁皮肤老废物和化妆品残留物。
•쌀추출물 성분이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클렌징 후에도 피부에 수분감을 유지시켜
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가벼운 크림 제형이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클렌징 해줍니다.
•우수한 클렌징 효과로 메이크업 및 피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Just put the handle pole into the
handle hole", you can cleanse
even your back side out of your
reach.
利用手柄再难清洁的部位, 也可轻松
解决。
“핸들을 잡기만 하면” 팔이 닿지 않는
부분을 (예 :등, 허리) 닦을 수 있습니다.

Vibration Type / 振动式 /진동 Type

BODY CLEANSING BRUSH

0.07mm micro fine brush / 2-level vibration / Handle pole application /
Water-proof / Replaceable brush head / 4 x AA batteries
0.07mm超细软毛 / 拥有不同强度的振动功能
(1，2阶段) / 可安装式手柄/防水 / 可替换式刷头 / 使用4节AA电池
0.07mm 마이크로 파인 브러쉬 / 2 단계 진동 / 핸들 폴 적용 /
방수 / 교체 가능 브러시 헤드 / 4 x AA 배터리

FOAM CLEANSER

100ml

Manual Type / 手动式 / 수동 Type

BODY CLEANSING BRUSH

0.07mm micro fine brush / Handle pole application /
Replaceable brush head
0.07mm超细软毛 / 可安装式手柄 / 可替换式刷头
0.07mm 미세모 / 핸들 적용 / 교체 가능한 브러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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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Sonic Cleanser Brush
PREMIUM

Deep pore cleansing
promises to make your skin
bright
Pore Sonic Cleanser Brush
An advanced sonic vibration to effectively cleanse oily skin, large
pores, and hard-to-reach or uneven areas of the face, such as around
the nose.

声波振动洁面刷
卓越的声波振动可清洁油性皮肤, 改善粗大毛孔, 彻底清洁鼻子周围污垢。

진동모공클렌징브러쉬
HEAD REPLACEMENT

지성 피부 관리, 넓은 모공, 코주변과 같은 얼굴 표면에 고르지 않은 부분에 탁월
합니다.

Keep your own brush head if you have to
share Pobling. You can easily separate and
manage it in a hygienic way.

Vibrations 10,000/min / Ultra Fine Brush / Water Proof (IPX5)
Head Replacement / 1 AAA Battery

便捷的替换刷头

每分钟10,000次的声波振动 / 超柔软的刷毛 / 生活防水(IPX5) / 可替换刷头 /
1节AAA电池装配

可替换式刷头, 简单又卫生。

분당 10,000 회 진동 / 초미세 브러시 / 생활방수 (IPX5)
헤드 교체식 / AAA 베터리

포블링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교체용 헤드를 챙기
세요 .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교체용 헤드

ODM

BB Cream

Manual Cleansing

Pobling Cleansing

BB霜
BB 크림

涂手洁面
맨손 세안

pobling洁面仪
포블링 클린저

COLOR

HEAD REPLACEMENT

Keep your own brush head if you have to
share Pobling. You can easily separate and
manage it in a hygienic way.

便捷的替换刷头

可替换式刷头, 简单又卫生。

교체용 헤드
포블링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교체용 헤드를 챙기
세요. 위생적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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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typed
head replacement
按压式替换刷头
버튼식 헤드 교체

Button typed
head replacement
按压式替换刷头
버튼식 헤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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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 & Galvanic Cleanser (1 Body + 2 Heads)

All the way from outer skin
to dermis
Fine Brush + Galvanic Ion for deep cleansing
Brush cleansing for makeups, pores, and blackheads
Galvanic ion cleansing for body wastes deep inside.

利用振动洁面刷和微电流离子进行清洁
振动洁面刷可清洁化妆品残余物, 雾霾, 黑头等污垢, 且利用微电流离子
导出原理去除肌肤内顽固性老废物。

미세모 + 심부층 클렌징 갈바닉 이온
모공, 블랙헤드, 메이크업용 클렌징 브러시이며,
심부층 피부 노폐물 제거용 갈바닉 클렌징 입니다.

ADEL Pore Cleansing Brush
hrough cleansing makeups, fine dirts, blackheads and etc.

ADEL毛孔洁面刷
振动洁面刷可清洁化妆品残余物, 雾霾, 黑头等污垢。

ADEL 모공 클렌징 브러시
미세먼지, 메이크업 잔여물, 블랙헤드 등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Vibrations 10,000/min / Galvanic Ion Cleansing / Nutrition / Ultra Fine Brush / Water Proof (IPX5) / Head Replacement / 1 AAA Battery
每分钟10,000次振动/微电流清洁导出 / 营养导入 / 超微软细毛 / 生活防水(IPX5) / 可替换刷头 / 使用AAA电池

분당 10,000회 진동 / 갈바닉 이온 클렌징 / 영양공급 / 초 미세모 / 생활방수 (IPX5) / 헤드교체 / AAA 베터리 사용

Simple replacement head.
可简便替换刷头

Include the Adel sonic pore
cleansing brush head.

간편하게 헤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包含Adel声波振动洁面刷刷头

Adel 음파 모공 세안 브러시 헤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r Galvanic

Cleansing

Galvanic cleansing helps for deep
cleansing body wastes from deep
inside of your skin.
清洁导出

通过离子导出, 将肌肤深处老废物清除

클렌징

Vibration + Galvanic cleansing
Vibration + Nutrition (Iontophoresis)

갈바닉 클렌징은 심부층의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Nutrition

Iontophoresis helps to absorb
cosmetic ingredients such as
Vitamin C and ampoule for the
best result.

营养供给

通过离子导入, 使护肤品的有效成分
充分吸收

영양공급
이온토포레시스는 비타민C와 앰플 같은
화장품 유효성분이 흡수되는데 도움을
주어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For Brush

Vibration + Brush cleansing

A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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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Soon Products

Coming Soon Products

Radio Frequency
System Q7
•Easy to use, home use face care exclusive high frequency
device, Everybody can be beautiful and healthy with RF
high frequency energy transmitted to skin dermis.
•使用方便的家庭用高射频美容仪, 通过高周波能量可变得更加美丽、
更加健康!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얼굴 고주파 마사지 기기, 누구든지 고주파 에너지를

Total Beauty Care Assistant
•It is a product that has enhanced aesthetic beauty with
emotional design, It has a function that can improve the
skin. It is also a product that can carry out the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person by carrying the
product.
•更加美化、更加感性的设计, 可改善肌肤状态, 并且通过产品与其他人
有感性的交流。

•보다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입니다.

통해 아름답고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 제품을 통해 감성적 교류
를 할 수 있습니다.

Legs care / Body fat care / Muscle relaxation / Skin lifting /
Cellulite removal by stimulating creation of collagen and
dissolving fatty cells

Nutriment mode / Lifting mode / Heating massage /
Vibration

身体和面部护理 / 腿部护理 / 肥胖护理 / 放松肌肉 / 纤体提升 /
促进胶原蛋白的增生, 可有效减少脂肪堆积

营养导入 / 紧致提升 / 热温按摩 / 振动按摩

영양도입 / 리프팅 / 온열마사지 / 진동마사지

다리관리 / 신체 지방 관리 / 근육 완화 / 피부 리프팅 / 콜라겐과 지방세포를
활성화 및 제거하여 셀룰라이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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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Soon Products

Coming Soon Products

Galvanic beauty machine

Galvanic beauty machine

•Do you want to be 10 years younger in 10 minutes? If so, I recommend you try the Galvanic massager. It is now famous in
Hollywood and it is used by celebrities.
•想在10分钟内年轻10岁吗？那么请使用微电流系列美容仪！著名艺人也都在用哦 !
•10분안에 10년 젊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갈바닉을 써보세요. 유명 연예인도 쓰고 있습니다!

lifting mode / Wrinkle management / Muscle relaxation
肌肤紧致提升 / 祛皱淡斑 / 软化肌肉

피부 리프팅 / 주름 관리 / 근육완화

lifting mode / Wrinkle management / Nutrition
肌肤紧致提升 / 祛皱淡斑 / 营养供给

피부 리프팅 / 주름 관리 / 영양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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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ling Line-up
Use daily or 2~3 times weekly depending on your skin condition.
请根据自身皮肤状态, 可每天使用, 也可每周使用 2~3次。
피부 타입에 따라 매일 혹은 1주일에 2~3회 사용하세요.

Makeup Cleansing

Peeling

Ion Cleansing

RF Massage

Facial Lifting

Nutrition

清洁化妆品残留物
메이크업 클렌징

去角质

离子清洁

射频按摩

脸部紧致提升

营养供给

필링

이온 클렌징

고주파 마사지

얼굴 리프팅

영양공급

Sonic pore creansing

Ultra sonic

Galvanic

Radio frequency

RF / Galvanic / Mask sheet / Ampoules

RF / Galvanic / Mask sheet / Ampoules

>
Cleanse makeup,
oil and blackhead

Pobling
Series

>

Remove dead skin and
massage with micro-current

Silicon
Brush

Poya LISA

Klanita foam cleanser

OEM / ODM

>
Deep cleansing with ion

Airphoresis

Facial Ion
Soluion

Miity M

pobling has always been dedicated to develop the quality beauty device for women.

We remain as one of the professional global manufacturers by satisfying customers’ various
demands for OEM / ODM projects.
pobling 品牌致力于创造全球女性美丽事业为己任, 以“研究与生产”高端品质美容仪器为核心, 积极
开展OEM/ODM新品研发。
포블링은 항상 품질 좋은 미용기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OEM / ODM 사업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세계 최고의 전문 제조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Expedite collagen to
improve skin condition

Enhance skin elasticity and
remove the wrinkles

Help absorption of skincare products

Poya MEI

Poya MIO

Airphoresis

Facial Ion
Soluion

MIITY 2

Airphoresis

Poya AGA

Poya SOBER
(RF-Eye care)

MIITY

Miity M

Poya series

Mini Ion
Applicator 1

Ampoule
Galvanic

Mini Ion
Applicator 2

Facial Ion
Soluion

NUT25.5˚

MIITY 2

MIITY

Stick iron

Galvanic series function chart / 微电流系列功能表 / 갈바닉 시리즈 기능표
Cleansing

Nutrition

Facial lifting

O

O

O

Facial Ion Solution

O

O

O

MIITY M

O

O

O

Airphoresis
Ampoule Galvanic

Hot

Cold

Light therapy

Vibration

Vacuum

Remark

O

O

O
O

O
Red

O

Mini Ion Applicator 1

O

O

Auto sense

* Colors and tones of products on this catalogue may differ from those actual products.

Mini Ion Applicator 2

O

Red

O

Auto sense

* 实际产品的颜色与宣传册上颜色会有差异。

Mini Ion Applicator 3

O

Red

O

Auto sense

MIITY 2

O

O

O

O

Red / Blue

O

MIITY

O

O

O

O

Red / Blue

O

* 카탈로그 제품의 색상과 톤은 실제 제품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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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LAN MED & BEAUTY

THE SELECTION OF WOMEN PURSING
THE BEAUTY IN THE WORLD!

Thank you
(주)하배런 메디엔뷰티는
귀사의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하배런 메디엔뷰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www.habalan.com www.pobling.co.kr 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외관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일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 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모델은 제품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카달로그에 실린 모든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 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HABALAN MED & BEAUTY CO., LTD.
#907, 219,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2-856-6636 / Fax. +82-2-859-6636 / E-mail. sales@habalan.com

www.habalan.com

www.pobling.co.kr

하이서울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