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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내 파트너

잠이 들 것 같은 듀얼시트와 넓은 공간으로 환자는 더 안락하게!

세계적인 LG Digital Full HD 43inch 모니터로 환자와 소통은 더 똑똑하게!

기능적이며 우수한 편의사양으로 진료와 어시스트는 더 정확하게!

20년 동안 검증 받은 고품질 부품으로 내구성은 완벽하게!

원장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을 서비스는 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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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 Trust 
19년 이상 필드 사용으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품격!
Unit Chair의 Premium은 역사 있는 내구성으로 완성됩니다.
NEXT는 체어를 필요로 하는 순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내구성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곧 
체어의 Premium이라는 믿음으로 탄생했습니다.  

검증된 내구성의 Hardware 채택

- 고장률이 적은 Air Control System 탑재

- 20,000회 이상 품질 테스트를 거친 주요 부품(솔레노이드밸브, 유압모터)

- 1,000회 품질 테스트로 안정성이 검증된 PCB기판 

- 일본 니따모아社 Unit Handpiece 체결 Tube

History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

- 누적 판매 1만대

- 국내 8개 대학병원 납품, 해외 5개국 수출 중

- 국내 교과서에 교육용으로 등록된 유일한 chair

2000년 7월 Leader 21 출시
2005년 Leader ECO 출시

2007년 MD 2100 출시

2016년 NEXT로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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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로의 변화, Chairside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NEXT는 진료 단계마다 Digital Equipment를 접목시켜 Unit Chair의 디지털화에 집중합니다.

Smart Digitalized Treatment를 위한 메가젠임플란트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Smart Digital

세계적인 LG Digital Full HD 43inch 모니터
43inch 대형 모니터로 환자와 원활한 상담 및 진료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직관을
높이고 정확한 수술을 도모합니다. 

- Chairside에서 Intraoral Scanner를 사용하여 채득한 Scan Data를 체어 모니터에서 바로 연동.
(Intraoral Scanner 구입 시 사용 가능)

- R2 GATE진단 파일 연동으로 디지털임플란트 상담 활용.  

Dental CT Viewer

R2 GATE Diagnosis Viewer

Digital Scanning Viewer

Base 고정형 Monitor Arm 채용

- 안정성 보장 및 모니터로 인한 진료 방해 요소 제거.

- 모니터(30°) 및 Arm(60°) 좌우 회전으로 진료 및 상담 시
편리한 시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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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30
cm

디지털 장비 호환 유니트

NEXT의 Doctor Unit은 5set 기본 구성 기구거치대에 필요한 기구 숫자 만큼 거치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CS3600(구강스캐너), Meg-Inject(무통마취기), Meg-TorQ(전동 토크 드라이버)
등 Digital Equipment 확장 장착이 용이합니다. 

이제 Chairside에서 직접 구동하여 편리한 디지털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XT의 Doctor table은 국내 최대 넓이의 진료 테이블을 제공하여 진료시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을 거치할 수 있어 진료의 효율을 높입니다.

든든한 내 파트너

  

      

국내 최대 넓이 진료테이블

CS3600
구강스캐너 확장 장착 

Meg-Inject
무통마취기 확장 장착 

Meg-TorQ
전동 토크 드라이버 확장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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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 Comfortable

환자가 체어에 눕는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는 순간까지 기능적이고 편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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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는 설계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의사, 스텝 , 환자의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환자는 잠이 들것 같은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의사는 진료의 역량을 100% 발취할 수 있는

스텝의 유지관리는 간편하고 공간 활용은 더 없이 편리한 

진료가 NEXT로 부터 시작됩니다.



든든한 내 파트너

  

      

이중 센서 채용 회전식 급수대
- 이중 동작감지 센서 탑재.
- 최적의 어시스트 환경을 보장하는 90° 회전 급수대. 

(소아도 접근 용이)

어시스턴트 유닛 안전센서
- 체어 하강시 어시스턴트 유닛 파손 방지 및 

의료진 안전 확보.

최적의 어시스트 환경을 보장하는
어시스턴트 유니트과 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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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D Light
- 백색 LED로 밝고 포커스가 선명한 조명 제공.
- 6단계 조도 조절로 술자의 눈의 피로 최소화.

Foot Switch
- 핸드피스 출력을 페달링으로 RPM 조절.
- 완벽한 구성과 불편함 없는 구조.

의사, 스텝 모두가 만족하는 진료 포지셔닝
NEXT체어는 최저 550mm에서 최고 840mm까지 높낮이 조절범위를 최대로 넓혀 진료시 가장 편안한
체어높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Part마다 자유로운 Arm 회전으로 의사, 스텝 모두가 원하는 진료 포지션
확보가 용이합니다.

느낌이 다른 환자 Bedding 공간
NEXT체어는 환자의 Bed를 가로지르는 Arm이 존재하지 않으며 메모리폼 소재의 듀얼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환자가 시술받는 동안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공간디자인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Arm Rest
- 환자의 출입이 편리한 이동형 

거치대

50○

Double Seat
- 메모리폼 소재
- 듀얼시트 기본 장착

Head-rest
- 머리를 편안히 받쳐주는

각도의 Head-rest

Back-rest
- 기존 체어 대비 넓은 Back rest

최고 높이
840mm

600mm

최저 높이
550mm



3
YEARS
Warranty

Satisfactory
판매의 기본인 완벽한 사후관리 철학

Guarantee Program
책임지지 못할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메가젠의 철학입니다.

게런티 프로그램을 통한 책임으로 제품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1년 이내 고장 시 1:1 무상 교체 (런칭기념 100대 한정)
* 실린더 / 유압모터 / PCB 고장일 경우

제품 3년 보증
2016년도 런칭 패키지 구입 고객 대상

평생 보증 프로그램
Berofe service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해 소모품 및 노화 부품 체크 진행으로

트러블을 사전 예방합니다.

After service     전국 8개 지점 전문 엔지니어 배치로 12시간 이내 A/S를
진행 해 드립니다.

든든한 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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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선택의 순간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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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성 Specification

*표준 및 선택사양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Accessory

종 류 구 분 제품 구성
제품 사양

타사 기본 타사 옵션 메가젠

시트 듀얼시트 ○ ●

라이트 LED Light ○ ●

Stool 닥터스툴 ○ ●

액세서리 3종 세트 ○ ●

모니터 Set 모니터 Arm + 43인치 대형모니터 ○ ●

고속 H/P 1 TG-97 / RQ-04
(넌옵틱)

○ ○ ●

고속 H/P 2 ○ ○ ●

저속 Set W&H Low 세트 ○ ○ ●

스케일러 디메텍 ○ ○ ●

❶ 기 본
Chair

❷ 모니터

❸ 핸드피스

❶

❷

❸

USB 허브
- USB 허브 제공으로 PC 및

디지털 장비 연결.

Table Type

Mount Type
기본사양 (최대크기 50X30cm)

Dr. Stool
기본사양

Dr. Stool (진료의자)220V Power Socket
- 체어에 내장되어 디지털

장비 확장 용이.

LED Light
- 백색 LED 6단계 조도

조절 가능.

Double Seat
- 메모리폼 소재의 듀얼 시트.

Foot Switch
- 페달링으로 핸드피스 출력

(RPM 조절) 기능.
- 완벽한 구성과 불편함 없는 구조.

표준사양 선택사양

Table Type Mount type

Highspeed Handpiece
W&H SYNEA FUSION TG-97 or TG-98 / RQ-04 2set

(16W, Non-optic, 4hole)

W&H SYNEA FUSION 25,000Lux TG-97L/RQ-24 (Optic, 16W, 4Hole, With Coupling)

W&H SYNEA FUSION 25,000Lux TG-98L/RQ-24 (Optic, 16W, 4Hole, With Coupling)

W&H SYNEA FUSION 25,000Lux TG-97 (Non-Optic, 4Hole, Without Coupling)

W&H SYNEA FUSION 25,000Lux TG-98 (Non-Optic, 4Hole, Without Coupling)

W&H SYNEA FUSION 25,000Lux TG-97L (Optic, 16W, 4Hole, Without Coupling)

W&H SYNEA FUSION 25,000Lux TG-98L (Optic, 16W, 4Hole, Without Coupling)

Lowspeed Handpiece

W&H SYNEA FUSION ALEGRA 1set (에어방식, 외부주수)

W&H SYNEA FUSION ALEGRA Contra-angle WE-56

W&H SYNEA FUSION ALEGRA Straight Contra-angle HE-43A

W&H SYNEA FUSION ALEGRA Air Motor AM-25E RM

Electric Motor

W&H LED ELC.MOTOR + W&H SYNEA FUSION 25,000Lux WG-56LT (Optic, 1:1) 

MicorNX LED ELC.MOTOR + SIRONA Contra Angled T2 A200L Germany (Optic, 1:5)

MicorNX Straight Contra-angle Handpiece

Scaler DMETEC Scaler(built-in)

DEMETEC Handpiece(only)

EMS Scaler(built-in)

EMS Scaler(only)

Stool Dr. Stool Assist. Stool

Accessory

3-Way syringe 2set

Vacuum syringe 1set

Salivar ejector 1set

Equiments
Suction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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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 Dimension
단위 : mm
중량 : 2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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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option

* 카다록 인쇄 색상과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성능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rown Dark Blue Blue Sky Blue Violet Green Yellow

Red Orange Black Pink Gold Ivory Wh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