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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wellness 
 

We Take Pride in offering you Quality Spa Equips and Spa Linens,… 

And Much More plus Quality Brands such as Hydroco, Stas-Doyer, 
Oakworks, Earthlite. 

 



 

 

바이오웰니스는 스파산업의 기본 요소인 신체적인 릴렉스와 정신적인 건강 추구를 위하여, [Hi-Tech] 

스파 솔루션 개발 및 해외제휴로 클리닉센터, 리조트, 호텔스파등 하이드로 시스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고 인증된 프라이빗 스파장비와 바디 트리트먼트 구현을 위한 전문가용 스파베드, 및  

 

일체 악세사리등을 개발하여 딜러쉽, 또는 익스클루시브 체결로 OEM, ODM 등 해외생산 시스템으로 

공급 합니다!.  

 

 

 

Web Site : www.biowellness.co.kr 

E-Mail : info@biowellness.co.kr 

            pitersong@hotmail.com 

 

 

  
 

 

 

 

 

 

 

 

 

 

 

 

 

 

 

 

1. 바이오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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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바이오웰니스  

               Biowellness 

대표자    : 송창섭  

설립일자 : 2006년 8월 05일 

주업종    : 제조, 무역, 도소매 

자본금    : 

년 매출금 :  

주종목     : 스파장비, 스파컨설팅 , 무역업  

직원수     : 5명  

                

 

주 매출처 : 별첨 참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282-50 

  
 

 

 

 

 

 

 

 

 

 

 

 

 

 

 

 

2.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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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력 상품  

1] 하이드로 스파장비[호주] :     HydroTherapy Tubs  
                                          Thermal Treatment capsules  
                                          Shower & Steam Rooms 
                                          Experience & Vitality Pools 
 
2] 하이드로 스파장비[슬로바키아]  
                                     :    Underwater Massage Tubs 
                                          Balneological Spa Tubs 
                                          Whirling baths 
  
3] 스파테이블 [미국]          :    Portable Massage Tables  
                                          Spa & Salon Massage Tables  
                                          Wet Spa Tables 
 
4] Business with Supplier of Overseas  

 
 Electric spa massage table: www.earthlite.com  / www.livingearthcrafts.com 
 
 Spa Equipments : www.hydroco.com / www.chirana-progress.sk /  
                            www.stas-doyer.com 
  
 Oils and Massage Acc Supplies :  www.spabodyworkmarket.com 

 
 Walk In Safety Tubs : 특허 및 디자인의장 등록 www.biowelln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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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이드로테라피  스파장비 - 한국 독점  

    

   호주 : HYDROCO [하이드로코] 

   

   주상품 : Spa Tubs 

              Vichy Shower 

              TherMal Capsules 

 

 

4. World’s #1 Brand in Spa Equ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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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ld’s #1 Brand in Walk in Tubs 

유리글래식 와식 워크인 텁  

    

 

 

 

  

 

핸드컨트롤  

오퍼레이션 

  세이퍼 티 락 안전도어 

    인 도어 오픈 도어 스타일 

아웃스윙 오픈 도어 스타일  

 

 100세 시대와 유니버셜 디자인 

 

 In Door & Out Door 오픈 형 

 아웃도어 오픈 스타일의 

 노인/ 환자 / 장애우 월풀욕조 

 국내 다지인 의장등록 특허 

 전제품 전기안전인증 

 OEM, ODM 방식 해외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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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orld’s #1 Brand in Spa Tables 

일렉트릭 전동 스파베드 

고정식, 휴대용 마사지 베드  

  

    USA EarthLite - 한국독점  

    주상품: Treatment SpaTables 

 

    USA Livingearthcrafts – 한국독점 

    주상품: Treatment Spa Tables 

               Medical Spa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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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in Tub Patent  - 특허  

 

워크인욕조 국내특허   좌식욕조 의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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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Massge Tables KR Cert – 인증   

 

스파베드- 전기안전인증서   스파베드-전파적합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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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Tables Exclusive Contract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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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실적 및 견적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메이필드 호텔  
광주라마다 호텔  
제주 라마다 호텔  
제주 해비치 호텔  
송도 쉬라톤 호텔  
부산 파리다이스 호텔  
파인리즈C.C 
제주 나인브릿지 c.c 
여주 나인브릿지c.c 
보바스재활병원 
실버타운헤리티지스파 
안양샘병원 
용산 미 8군  
참존 화장품 –스킨타운 
은성 글로벌 상사 
무창포 비체팰리스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휴스파 체인 전국 7개 데이스파 
제주대학교 
경북 경도대학교 
안양과학대학교 
더플랜성형외과  
닥터에이미클리닉 센터 

제주 한라병원수치료센터 
달팡 뷰디아니스파 
정관정G 스파 
제주위호텔 스파센터 
제주한라병원 수피료센터 
대전 성세병원노인용양센터 
씨제이 장충동 연구원 
인하대학교 송도 메디컬 센터 
글래드라이브 강남 호텔 스파 
콘래드호텔 스파   
라이프센터 연 스파 컨설팅 납품 
광주 과학 기술원 –스파체험센터  
Cj 제일제당 사업기획팀-제주호텔  
대구범어 웨스턴 호텔 스파  
포시즌호텔 광화문 스파 
거제 환화벨버디어 스파  
르메르디앙 호텔  
국토교통부 국립재활병원 
올리패스코스메슈티컬즈 스파 
제주베이힐&풀빌라 
중국  상하이시 HUAAI 요양원 
롯데시그니엘 호텔 스파  
레스케이프호텔 스파 
AHC 브랜드 스파  
안다즈하야트 호텔 스파  
라온산부인과 등  
By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