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eing Solutions           

한 분 한 분의 고객

모두가 힐스코의 가족입니다.

특허청 전자파 적합등록

제조원: ㈜힐스코 / 판매원: ㈜힐스코메디칼

www.hilsco.com  고객상담실: (지역없이) 1661-53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29 우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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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lsco.com

Seeing Solutions
최고의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위한 꿈을 실현해 온 힐스코!

초음파

저주파

레이저

원적외선

MOMI-M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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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의료용 조합자극기 - 모미모미
한국 공인기관 의료기기 정식승인! 주목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각적 디자인, 신기능의 결정체! 

모미모미(MOMI-MOMI)

01

02

03

ㆍ편의성 Convenience

· 동시에 사용하자!

	 한번에	여러	가지를!	여러	명이	동시에	!	

· 음성안내로 쉽게!

	 음성안내로	사용설명서가	필요없어요.		

· 음악을 즐겨요!

	 SD카드와	이어폰으로	음악을	즐겨요.

· 무선리모콘으로 편리하게!

	 무선리모콘으로	TV처럼	편하게	

ㆍ기술력 Technology

· 초음파+저주파+레이저+온열 

	 한꺼번에	4중주	오케스트라를	즐기세요.	

· SW 업그레이드

	 본체	후면의	통신포트로	프로그램	업데이트

· 세라믹헤드 초음파

	 금속알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ㆍ안전성 Safety

· PCB 보호회로

	 과전류,	과승을	감지해	전기를	차단해요.

· 온도제어센서와 과열방지휴즈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 

· 체크 부저

	 본체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여	울려요.

· 무독성 실리콘패드

	 피부	접촉	부위의	자극을	최소화해요.

· 전자파 차폐기능

1. 품목명 : 의료용 조합자극기(MOMI-MOMI)	

2. 제조/품목허가 : 제670호/제	허	07-437호

3. 정격전압 : AC220V

4. 정격주파수 : 60Hz

5. 소비전력 : 60VA

6.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형식 : 1급	BF형	기기

7. 중량 : 약	18.64kg(이동식	카트	포함)

8. 본 기기는 '의료기기'임 

Specification

모미모미 본체 소개

LCD

구성품 선택버튼

프로그램 선택

강약조절

스피커

쿨링팬

프로그램
통신포트

초음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온열기

마이크로커런트

조합자극기

허리 벨트

허벅지벨트 팔/종아리 벨트

1MHz 초음파

모미모미의	1MHz	초음파는	심부	조직에	작은	

물리적	진동을	연속으로	전달합니다.	

특수발열체 원적외선 온열
모미모미의	특허받은	세라믹	발열체는	인체에	

흡수가	빠른	8~14㎛의	원적외선을	방사합니다.	

반도체 다이오드 레이저

자동패턴프로그램 저주파

모미모미의	저주파는	인체의	근육	및	신경을	

자극,	이완하는	TENS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자동	패턴을	적용하여	쉽고	편리합니다.	

모미모미의	650nm	저출력	반도체	레이저가	

피부	손상없이	심부까지	침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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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미모미

저
주

파

초음파

레
이

저

온열

Only One~!   One WAY solution~!

^	저주파(5대)+초음파(3대)+레이저(6대)+온열(1대)의	4중주	오케스트라
^	세라믹	헤드	초음파	발생장치
^	650nm	저출력	레이저
^	내장된	의료용	온열기
^	무독성	실리콘	패드

^	온도제어센서와	과전류	차단회로

^		저주파와	초음파가	조합된	자동패턴	프로그램이	
	 허벅지와	무릎을	관리해줍니다.

^	 	저주파와	초음파가	조합된	자동패턴	프로그램이	
팔,	종아리를	관리해줍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교정을	통하여	압박된	신경을	

해제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하는	선진대체의학	이론중	하나입니다.

^	 	특허받은	특수세라믹	발열	소재의	온열기는	인체에	가장	
적합한	8~14㎛	원적외선을	방사합니다.

^	 	카이로프랙틱	이론을	적용한	경추/척추	자극	디자인으로	
거북목,	일자목으로	인한	목과	어깨,	허리통증을	완화시
켜	줍니다.

허리벨트

허벅지
벨트

팔/종아리 
벨트 

온열기 

조합
자극기 

 저주파 
패드 

 

초음파 
자극기 

마이크로
커런트 

^		초음파와	저출력	레이저의	조합으로	관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음파의	세정효과로	피부마사지시	사용
하면	피부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넓은	면적부위에	활용
할	수	있는	저주파	발생	
패드입니다.

^	 	허리	뒤,	어깨,	무릎	등	
통증	부위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저주파	
발생	패드입니다.

ㆍ모미모미 구성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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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차세대 新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에서 

 인류건강을 책임지는 초일류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힐스코메디칼  대표이사

유 은 주

HILSCO

Innovation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한다.

Reliability 고객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Humanity
앞선	기술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삶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전
1991
  ~1998 사업부문 확대

1999
  ~2000

2002
  ~2011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1991	 홍익상사	설립	

1996	 ㈜홍익생명과학연구소로	법인	전환

1998	 ㈜힐스코로	상호변경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670호)

	 개인용	온열기	HS-2000	출시

	

1999	 온열침대	HS-2001	출시

2000	 온열전위치료기매트	HS-3000	출시	

	 사업부문	확대		

	 의료기기-직물-건강식품-생활용품

	 -화장품-액세서리

2002	 전국	총판/대리점	구축	

2007	 ISO	9001:2000	인증

	 KGMP	적합	인정(제	의기심	2007-414-1호)

2009	 ㈜힐스코메디칼	판매법인	설립

2010	 의료용	조합자극기	모미모미	출시	

	 본사	논현동	이전	

2011	 KGMP	적합	인정	(KTR-AB-090883)

ㆍ기업연혁

특허	제10-0776781호
복합물리치료용	자극장치

특허	제	10-0749039호
	기혈자극장치

특허	제	10-0843249호
마이크로커런트	
펄스	자극장치

특허	제	10-0302945호
온열치료기

특허	제	10-0296885호
원적외선	방사체	세라믹	

제조방법

ㆍ특허사항 및 공인 마크

전자파	적합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