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튼살�,� 깊은� 흉터등� 전문시술을� 원하시는� 경우� �A�M�T�S� �4�m�m� 장비를� 추천합니다�.

세계최초� �A�M�T�S를� 만든� 노하우로
제일� 시술효과가�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
타사대비� 시술효과� 탁월� �(란셋니들� 채택�)

무선방식으로� 전기선� 없이� 편리하게� 사용

고장이� 없는� 편리한� 시스템� 채택� �(깊이� 조절�,� 속도조절�)

�9�P�i�n� 니들로� 모든� 시술커버� 가능

튼살�,흉터�,� 여드름자극�,� 두피�,� 비만�,� 미백시술� 가능

220-962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태장동�,� � 4동� 203호�)
영업소 : 070-8260-5971     본사 : 033-734-5970~1

E-mail : lmkk@hanmail.net   홈페이지�: www.mcure.co.kr

�(주�)엠큐어

피부재생테라피D.R.T AMTS-H 의� 장점

AMTS-H

Before and After

피부� 재생� 테라피는� 마이크로니들� 테라피�,� 더마� 롤러�,� �C�.�I�.�T�(콜라겐� 유도� 

테라피�)�,� 등등� 으로� 알려져� 있다�.

�D�.�R�.�T� 마이크로� 니들을� 통한� 비� 수술적� 피부� 재생� 시술이다�.

이러한� 시술은� 피부의� 신진대사�,� 탄력�,�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영양� 및� 

재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A�M�T�S�-�H는� �D�.�R�.�T의� 새로운� 대처� 기술로� 대변되고� 있다�.� 대부분의� �D�.�R�.�T는� 

롤러� 니들을� 이용한다�.� �A�M�T�S�-�H는� 롤러� 니들대신에� 얼굴� 표면에�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된� 

니들을� 채택하였다�.� �9핀의� 니들� 팁� 및� 

분당� �2�,�0�0�0회의� 빠른� 시술을� 통하여� 

최대� �1�2�0�,�0�0�0� 홀을� 피부에�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용이� 

편하며�,� 고통이� 적고�,�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9핀� 수직� 운동으로� 

인해서� 좁은� 부위� �"눈�,� 코� 및� 입가�"등에� 

효율적이다�.

피부재생

피부� 탄력� 강화

주름개선

여드름� 상처� 개선

흉터개선

두피� 성장� 자극

미백

약물� 효과� 극대화



�(주�)엠큐어

핸드피스는� 사용이� 편하며�,� 충전�,� 자동화� 및� 무선방식을� 채택했다�.

반� 영구적인� 제품이며�,� 바늘� 및� 가이드의� 교환이� 용이하다�.

니들은� 교환이� 가능하며� 일회용� 제품으로� 오염의� 대한� 

걱정으로부터� 안전을� 약속합니다�.

또한�,� 핸드피스가� 반� 영구적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롤러�M�T�S에� 비하여� 바늘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점이� 

가장� 경제적인�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사용� 부위나� 시술� 목적에� 따라

니들링� 깊이� 조절을� 위하여� 가이드� 조절이� 가능하며� 

제품의� 정확한� 시술부위에� 니들이� 들어가도록� 유지� 시켜준다�.

제품내용물

�1�.� 핸드피스

�2�.� 충전받침대

�3�.� 전원� 아답터� �5�V� �1�A

�4�.� 가이드캡�(�0�.�2�5�,� �0�.�5�,� �1�.�0�,� �1�.�5�,� �&�2�.�0�m�m�)

제품특징

제품설명

제품은� 자동화� 및� 재충전� 방식을� 채택했다�.� 니들이� 가이드� 안쪽에� 항상� 
위치하여� 안전하며�,� 사용이� 편리하다�.

니들� 깊이� 조절이� 가이드로� 가능하며� 가이드� 조절을� 통하여� 다양한� 시술� 
범위에� 적용� 및� 깊이�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2개의� 다양한� 스피드� 모드로� 안전성과� 편안함을� 부여한다�.� 저속모드는� 
시술� 중� 과도한� 부작용의� 자극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고속모드는� 
좀더� 시간적인� 효율성� 및� 더� 많은� 니들링을� 요구하는� 시술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협소한� 공간� �"코�,� 눈가� 및� 입주변�"에도� 니들링� 처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니들� 팁의� 전체� 넓이는� �1�0�m�m이며�,� 그리고� 핸드피스는� 원하는� 각도에� 
시술이� 가능하도록� 설꼐되었다�.

고속� 모드와� 저속모드는� 시술� 부위에�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설꼐된� 것이� �A�M�T�S�-�H이며�,� 특히�,� 기존� 수동� �M�T�S시술보다� 적은� 
시간에� 많은� 니들링을� 가등하도록� 만들어� 졌다�.

�A�M�T�S�-�H의� 니들은� 직각으로� 피부에� 삽입되므로�,�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간접주입용의약품� 주입용� 기구

�A�M�T�S�-�H

엠플러스

피부재생�,� 상처�,� 탄력강화�,� 그리고� 물질의� 효능� 강화

핸드피스� �:� �1�7�7�.�5�m�m×�3�4�.�8�8�m�m×�3�4�.�8�8�m�m

받침대� �:� �8�0�.�6�5�m�m×�8�0�.�6�5�m�m×�6�8�.�2�1�m�m

�5�3�0�g� �(포장박스� 포함�)

리듐폴리머�,� �5�0�0�m�A�h

충전시간� �:� �3�h�r�s

사용시간� �:� �3�h�r�s

최고속도�:� �2�0�0�0�c�y�c�l�e�s�/�m�i�n

최저속도� �:� �1�5�0�0�c�y�c�l�e�s�/�m�i�n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사

사 용 목 적

치 수

무 게

베 터 리

사 용 시 간

속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