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자연과 과학의 만남, 더마벨
自然与科学的碰撞，德玛贝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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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게 | 更加广泛
한국의 선진 의료미용 기술은 현재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받기까지 한국 성형의술에서 시작된 다양한 파생과 고객의 NEEDS에서 연계된 "뷰티미용" 시장이 기존 질병의
발생에 따른 치료의 개념에서, 꾸준한 관리를 통한 문제 발생의 예방인 SKINCARE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Dermabell은 화장품 & 미용 기기 생산 산업 발전 중심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접목된 에스테틱 포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원료와 첨단화된 배합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韩国先进的医疗技术受到全世界瞩目，其缘由离不开韩国整形技术和医术的发展。

维持美丽的方法从现有的治疗、预防，再到日常管理，可以说方法很多且多样化，且所有维持美丽的方法均被现代人
看做是必备竞争力。

Dermabell 品牌拥有深厚的国际医疗背景及专业研发团队，如今在不断变化的化妆品产业及美容/医疗仪器生产产业发展
中心，以能够有效解决皮肤苦恼的尖端原料和技术，在最佳条件下进行研发生产，致力于为顾客打造美丽健康皮肤。

더 깊게 | 更有深度
Dermabell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DDS 기술을 천연 성분에 접목시켜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입니다.
Dermabell 品牌是将最尖端生物技术和促进化妆品吸收的DDS技术与天然安全成分相结合，不断研发安全、高性能产品的
专业院线品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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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약속합니다 | 我们的承诺
BT + IT

Bio Technology + Information Technology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고객의 Needs를 앞서 파악하여 BT와 IT가 공존되는 더 편리하고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通过持续分析最新趋势得到的数据，提前了解顾客需求，提供BT和IT共存的空间。
High Q.C 严选品质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통과한 우수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생산 환경에서 총 5회 이상의
QC를 진행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通过了国际标准化组织制定的质量管理体系标准，在严格的制造及质量管理标准生产环境下进行5次以上QC，生产优质
产品。
Certification 认证成分
외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내면의 건강함도 케어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인증된 성분만을 사용하겠습니다.
为了兼顾外在美丽和内在健康，只使用安全而通过认证的成分。
Satisfaction 提升顾客满意度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문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通过对产品的正确理解和专业的使用指南，提升顾客满意度。
Innovation 人才培养，产业发展

정직한 브랜드로 후배 육성 및 글로벌 화장품과 의료 & 미용 기기의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以真诚的品牌理念，誓将热忱投入包括韩国和中国在内的东南亚，以至全世界的化妆品及美容医疗仪器的产业发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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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Aesthetic Line
더마벨 에스테틱 라인
德玛贝尔院线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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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Aesthetic Line

Smart Hydro H2O Pure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H2O 퓨어워터 | 深海爽肤水(8水)

1000ml

EDH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온 활성도를 높인 해양심층수, 17가지 아미노산과 해양심층수로
구성된 특허 조성물, 천연 미네랄,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집중적으로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通过专利电解技术提高离子活性度的海洋深层水、由17种氨基酸和海洋深层水
构成的专利组成物、矿物质、肽、神经酰胺等成分，有助于即刻为皮肤供应水分养分，
提高下一阶段产品的吸收率。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미노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水解胶原、透明质酸钠、氨基酸、肽、神经酰胺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또는 화장솜,
거즈를 제품으로 충분히 적셔 3분간 스킨팩으로 활용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或使用本产品浸湿化妆棉、湿敷巾
等，在所需部位湿敷3分钟左右。

Gentle Milky Soft Cleanser
젠틀 밀키 소프트 클렌져 | 温和卸妆乳

1000ml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로즈마리잎수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가벼운 로션 제형이
부드럽게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피부로 유지해 줌과 동시에 민감해진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辣薄荷叶水、母菊花水、迷迭香叶水等成分，轻盈的乳液质地，温和卸除妆容及
污垢，维持净透皮肤的同时，有助于舒缓镇定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로즈마리잎수
甘油、辣薄荷叶水、母菊花水、迷迭香叶水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턱부터 볼, 코, 이마 순으로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러빙한 다음 미온수나 클렌징폼으로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从下颌、脸颊、鼻子、额头的顺序轻轻打圈按摩，
并用温水冲洗或使用洗面奶进行二次清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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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head Softening Solution
블랙헤드 소프트닝 솔루션 | 去黑头洁面液

1000ml

쇠비름추출물, 알란토인, 카카오씨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된 투명한 액상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및 피지로 인해 막힌 모공을 완화시켜주고 피부의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马齿苋提取物、尿囊素、可可籽提取物等成分，透明的液体质地温和作用于皮肤，
有助于缓解因黑头、白头及皮脂堵塞的毛孔，净化并柔嫩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쇠비름추출물, 카프릴릴글라이콜, 알란토인, 카카오씨추출물
马齿苋提取物、辛甘醇、尿囊素、可可籽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화장솜을 본품으로 충분히 적셔 사용 부위에 밀착시킨 후, 피부 타입에 따라 5~10분간 스티머를
사용해 줍니다. 피지가 올라오면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닦아 제거해 줍니다.

将使用本产品浸湿的化妆棉敷于所需部位，并根据皮肤类型使用5~10分钟左右的
喷雾仪。待皮脂浮出毛孔时，使用棉签或化妆棉轻轻擦拭。

Mild Moisturizing Cleansing Foam
마일드 모이스춰라이징 클렌징폼 | 柔和保湿洁面啫喱

1000ml

황련추출물,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라벤더오일 등 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거품이
부드럽게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해 줌과 동시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日本黄连提取物、辣薄荷叶水、母菊花水、薰衣草油等成分，低刺激泡沫温和
去除污垢，维持皮肤水分的同时，有助于从外部环境中保护皮肤、预防皮肤问题。
주요성분 | 主要成分

황련추출물,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로즈마리잎수, 라벤더오일

日本黄连提取物、辣薄荷叶水、母菊花水、迷迭香叶水、薰衣草油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차 클렌징 후, 적당량을 취해 충분히 거품을 내어 사용 부위에 가볍게 러빙해 주고 젖은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卸妆后，取适量产品于手心揉出充分泡沫，并轻轻打圈按摩所需部位，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冲洗干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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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Moisturizing Toner
마일드 모이스춰라이징 토너 | 保湿爽肤水

1000ml

베타인, 효모베타-글루칸, 판테놀 등 성분의 함유로 세안 후 건조하고 불안정한 피부의 집중적인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어 촉촉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蕴含甜菜碱、酵母β-葡聚糖、泛醇等成分，有助于为洁面后干燥而不稳定的皮肤集中
供应水分，维持水润嫩滑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베타인, 효모베타-글루칸, 판테놀,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甘油、甜菜碱、酵母β-葡聚糖、泛醇、乙酰基六肽-8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 또는 화장솜에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于手心或化妆棉，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Sensitive Soothing Toner
센서티브 수딩 토너 | 舒缓爽肤水

1000ml

효모베타-글루칸, 판테놀, 베타인 등 성분이 함유된 민감성 피부 전용 제품으로 자극을 완화하고
장벽 강화 및 유수분 밸런스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酵母β-葡聚糖、泛醇、甜菜碱等成分的敏感性皮肤专用产品，有助于舒缓刺激，
强化皮肤屏障、调节水油平衡。
주요성분 | 主要成分

나이아신아마이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베타인, 효모베타-글루칸, 판테놀
烟酰胺、透明质酸钠、甜菜碱、酵母β-葡聚糖、泛醇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 또는 화장솜에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于手心或化妆棉，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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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ing Essence
리페어링 에센스 | 修护精华

400ml

베타-글루칸,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병풀추출물 등 리페어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처진 피부의 집중적인 영양 공급 및 손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
줍니다.
蕴含β-葡聚糖、高山火绒草愈伤组织提取物、积雪草提取物等修复成分，有助于为
干燥松弛的皮肤集中供应营养、修复受损，打造弹润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베타인, 베타-글루칸,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병풀추출물, 알란토인

甜菜碱、β-葡聚糖、高山火绒草愈伤组织提取物、积雪草提取物、尿囊素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돈한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Sensitive Soothing Hydra Serum
센서티브 수딩 하이드라 세럼 | 透明质酸精华

100ml

10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베타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속부터 층층이 수분을 충전하고
보습 막을 형성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10种透明质酸、泛醇、甜菜碱等成分，有助于由内而外充盈水分，形成水分
保护膜，恢复水润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10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인

10种透明质酸、泛醇、尿囊素、甜菜碱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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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e Collagen Boost Serum
옵띠말 콜라겐 부스트 세럼 | 胶原蛋白精华

100ml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아미노산복합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강화하여 느슨해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水解胶原、氨基酸复合物、乙酰基六肽-8等成分，有助于供应营养，增强弹性，
缓解松弛，维持弹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아미노산복합물, 울금뿌리추출물, 홀리바질잎추출물, 아세틸헥사
펩타이드-8
水解胶原、氨基酸复合物、姜黄根提取物、圣罗勒叶提取物、乙酰基六肽-8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Smart Hydro Pure Activator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액티베이터 | 深海修护保湿精华液

100ml

퓨어워터 베이스, 효모 배양으로 얻은 베타-글루칸, 저분자 알파글루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여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8水基础、天然酵母培养取得的β-葡聚糖、小分子团α-葡聚糖寡糖等成分，有助于
舒缓皮肤，供应水分营养，强化皮肤屏障，维持皮肤健康。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효모베타-글루칸(10,000ppm), 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
(1,000ppm)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酵母β-葡聚糖(10,000ppm)、α-葡聚糖寡糖(1,000ppm)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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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Lighten Vita C Serum
스킨 라이튼 비타C 세럼 | 维生素C精华

30ml

비타민C(10%), 베타-글루칸, 폴리글루타믹애씨드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항산화 및 자외선
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칙칙해진 피부 톤을 깨끗하고 생기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蕴含维生素C(10%)、β-葡聚糖、聚谷氨酸等成分，有助于抗氧化、提亮因紫外线或
外部刺激而暗沉的肤色、赋予生机，打造净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아스코빅애씨드(10%), 베타-글루칸, 폴리글루타믹애씨드, 바이오사카라이드검-1
抗坏血酸(维生素C)10% 、β-葡聚糖、聚谷氨酸 、生物糖胶-1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Sensitive Soothing Hydra Serum
센서티브 수딩 하이드라 세럼 | 透明质酸精华

50ml

10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베타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속부터 층층이 수분을 충전하고
보습 막을 형성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10种透明质酸、泛醇、甜菜碱等成分，有助于由内而外充盈水分，形成水分
保护膜，恢复水润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10중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인

10种透明质酸、泛醇、尿囊素、甜菜碱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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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e Collagen Boost Serum
옵띠말 콜라겐 부스트 세럼| 胶原蛋白精华

50ml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아미노산복합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강화하여 느슨해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水解胶原、氨基酸复合物、乙酰基六肽-8等成分，有助于供应营养，增强弹性，
缓解松弛，维持弹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아미노산복합물, 울금뿌리추출물, 홀리바질잎추출물, 아세틸헥사
펩타이드-8
水解胶原、氨基酸复合物、姜黄根提取物、圣罗勒叶提取物、乙酰基六肽-8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Ultra Moisturizing Cream
울트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 密集保湿面霜

250g

마카다미아씨오일, 트레할로오스,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력을
높이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澳洲坚果籽油、海藻糖、透明质酸钠等成分，有助于提高皮肤保湿力，供应丰富
营养，维持润泽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마카다미아씨오일, 트레할로오스,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甘油、澳洲坚果籽油、海藻糖、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基础护肤最后阶段，取适量产品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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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ing Milky Emulsion
하이드레이팅 밀키 에멀젼 | 保湿乳液

400ml

마카다미아씨오일, 베타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澳洲坚果籽油、甜菜碱、透明质酸钠等成分，有助于为干燥、粗糙的皮肤及时
供应水分营养，并形成水分保护膜，维持水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마카다미아씨오일, 베타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澳洲坚果籽油、甜菜碱、透明质酸钠、乙酰基六肽-8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Aloe Soothing Care Gel
알로에 수딩 케어 젤 | 芦荟养肤凝胶

1000ml

판테놀,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자극 완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泛醇、透明质酸钠、库拉索芦荟叶提取物等成分，有助于为皮肤提供水分营养，
舒缓敏感，维持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판테놀,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泛醇、透明质酸钠、库拉索芦荟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초음파 기기
관리 또는 모델링팩 등 베이스 제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轻拍打至完全吸收。可用作超声波机械管理、
面膜打底等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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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Cleansing Gel
아크 클렌징 젤 | 净颜焕活洁面啫喱

400ml

베타인, 제주3Complex, 티트리잎오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클렌징을 함과 동시에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甜菜碱、茶树叶精油、济州3Complex等成分，有助于温和洁面的同时，改善皮肤
问题，维持健康水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베타인, 제주3Complex(제주조릿대추출물, 병풀추출물, 시넨스국화꽃추출물), 제주용왕수,
티트리잎오일
甜菜碱、济州3Complex（奎尔帕特赤竹提取物、积雪草提取物、毛华菊花提取物）、
济州海水、茶树叶精油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 부위에 가볍게 러빙 합니다. 젖은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取适量产品于手心充分揉出泡沫后，轻轻打圈按摩所需部位，最后使用浸湿的海绵
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AC Powder in Toner
아크 파우더 인 토너 | 净颜焕活爽肤水

400ml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실리카, 카올린 등 성분이 함유되어 과다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건강한
유수분 밸런스로 조절하여 피부 트러블 진정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平铺白珠树叶提取物、硅石粉、高岭土等成分，有助于抑制皮脂分泌过多，调节
健康水油平衡，舒缓并缓解皮肤问题。
주요성분 | 主要成分

제주용왕수,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제주3Complex(제주조릿대추출물, 병풀추출물, 시넨스국화꽃
추출물), 티트리잎오일, 실리카, 카올린
济州海水、平铺白珠树叶提取物、济州3Complex（奎尔帕特赤竹提取物、积雪草
提取物、毛华菊花提取物）、茶树叶精油、硅石粉、高岭土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 또는 화장솜에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사용 전,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于手心或化妆棉，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使用前，
请充分摇晃混合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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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Moisture Cream
아크 모이스춰 크림 | 净颜焕活面霜

400ml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제주3Complex, 트레할로오스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영양 공급 및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平铺白珠树叶提取物、济州3Complex、海藻糖等成分，有助于舒缓刺激，为皮肤
供应水分营养，形成皮肤保护膜。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제주3Complex(제주조릿대추출물, 병풀추출물, 시넨스국화꽃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마카다미아씨오일, 트레할로오스
平铺白珠树叶提取物、济州3Complex（奎尔帕特赤竹提取物、积雪草提取物、毛华菊花
提取物）、透明质酸钠、澳洲坚果籽油、海藻糖
사용방법 | 使用方法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基础护肤最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AC Serum
아크 세럼 | 净颜焕活精华

80ml

판테놀,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제주3Complex, 카카오씨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蕴含泛醇、平铺白珠树叶提取物、济州3Complex、可可籽提取物等成分，有助于缓解
并改善皮肤问题，强化屏障，从外部有害环境中保护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판테놀, 파스향나무잎추출물, 알란토인, 제주3Complex(제주조릿대추출물, 병풀추출물, 시넨스
국화꽃추출물), 티트리잎오일, 카카오씨추출물
泛醇、平铺白珠树叶提取物、尿囊素、济州3Complex（奎尔帕特赤竹提取物、积雪草
提取物、毛华菊花提取物）、茶树叶精油、可可籽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避开眼唇部），并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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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zing Relief Massage Gel
바이탈라이징 릴리프 마사지 겔 | 活肤舒缓凝胶

1000g

셀룰로오스검, 아미노산, 멘톨 등 성분이 함유되어 노화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부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纤维素胶、氨基酸、薄荷醇等成分的按摩凝胶，有助于预防并改善老化、有害
环境导致的皮肤问题，维持皮肤健康。
주요성분 | 主要成分

셀룰로오스검, 글루타믹애씨드, 아스파틱애씨드, 멘톨
纤维素胶、谷氨酸、天冬氨酸、薄荷醇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에 취해 물을 묻혀 혼합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젖은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取适量产品于手心，加适量水充分混合后，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轻按摩，最后
使用浸湿的海绵轻轻擦拭或用温水清洗即可。

Soothing Massage Cream
수딩 마사지 크림 | 舒缓按摩霜

800ml

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건조함 완화에 도움을 주어 영양 크림과 마사지 크림의
더블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蕴含甘油、双丙甘醇、甘油硬脂酸酯、乙酰基六肽-8等成分，有助于为皮肤供应水分
营养，缓解干燥，具有营养霜和按摩霜的双重效果。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로즈우드오일
甘油、双丙甘醇、甘油硬脂酸酯、乙酰基六肽-8、玫瑰木木油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마사지한 후, 티슈로 가볍게 눌러 닦아내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물성 오일과 함께 사용하거나 고주파 크림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轻按摩后，使用美容纸巾轻轻按压擦拭，最后
用温水冲洗干净。可与植物油搭配使用，或用作高频管理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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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peel Double Peeling Activator 25
셀필 더블 필링 액티베이터 25 | 双重去角质活化剂 25

50ml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살리실릭애씨드, 알란토인, 판테놀 등 성분이 함유되어 각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집중적인 수분, 영양 공급 및 과다 피지 분비 억제에 도움을 주는 필링 제품입니다.
蕴含乳酸、柠檬酸、水杨酸、尿囊素、泛醇等成分，是一款有助于去除角质的同时，
集中供应水分营养，抑制皮脂分泌过多的去角质产品。
주요성분 | 主要成分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알란토인, 살리실릭애씨드, 판테놀
乳酸、柠檬酸、尿囊素、水杨酸、泛醇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3~10분
뒤,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匀涂抹于所需部位（避开眼唇部），待3~10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Cellpeel Vegetal
셀필 베지탈 | 贝吉塔

250ml

카올린, 파파야열매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고
모공을 청결함과 동시에 영양 공급 및 활력 부여에 도움을 주는 필링 제품입니다.
蕴含高岭土、番木瓜果提取物、蓝桉叶提取物等成分，是一款有助于温和整理角质、
清洁毛孔的同时，供应所需营养，赋予活力的去角质产品。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파파야열매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유자추출물, 자몽추출물

高岭土、番木瓜果提取物、蓝桉叶提取物、柚子提取物、葡萄柚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10~15분 뒤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손에 물을 묻혀 핸들링 해주면 더욱
부드러운 각질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 1~2회 (민감성 피부는 주 1회) 사용을 추천합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避开眼唇部），待10~15分钟，最后使用
浸湿的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使用清水沾湿手部后轻轻按摩，可达到更加
温和的去角质效果。建议一周使用2~3次（敏感肌一周1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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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peel Double Gel Peeling 15
셀필 더블 젤 필링 15 | 双重去角质凝胶 15

250ml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매실추출물 등 AHA에 속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노화각질을
제거하고 재생주기 촉진 및 피부 기능 조절에 도움을 주는 필링 제품입니다.

蕴含乳酸、柠檬酸、梅果提取物等属于果酸（AHA）的成分，是一款有助于温和去除
老化角质，调节皮肤新陈代谢周期和生理机能的去角质产品。
주요성분 | 主要成分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매실추출물, 서양산사나무열매추출물
乳酸、柠檬酸、梅果提取物、锐刺山楂果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분 뒤
페이스 오일 몇 방울을 적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匀涂抹于所需部位（避开眼唇部），待10分钟后，滴几滴舒缓
精油柔和按摩，最后使用浸湿的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Cellpeel Enzyme Microfoliant
셀필 엔자임 마이크로폴리언트 | 酵素粉

70g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카올린,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쌀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각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윤기 부여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천연 효소 필링 제품입니다.

蕴含微晶纤维素、高岭土、水解胶原蛋白、稻提取物等成分，是一款有助于去除角质的
同时，润泽皮肤、强化屏障的低刺激天然酵素去角质产品。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쌀추출물
高岭土、微晶纤维素、水解胶原蛋白、稻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5:4 비율로 본 제품과 물을 충분히 혼합하여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洁面后，以5:4的比例充分混合酵素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避开眼唇部）轻轻
按摩1~2分钟，最后使用浸湿的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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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 Activation Cream
콜라겐 액티베이션 크림 | 胶原蛋白活力霜

800g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병풀추출물,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활력 부여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겸 고주파 관리 크림입니다.
蕴含水解胶原、积雪草提取物、马齿苋提取物等成分，是一款有助于舒缓刺激，供应
营养，赋予活力的按摩霜兼高频管理霜。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로즈우드오일, 병풀추출물, 쇠비름추출물
水解胶原、玫瑰木木油、积雪草提取物、马齿苋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마사지를 하거나 고주파 기기의 도자를
이용하여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进行按摩或使用高频仪顺着皮肤纹理轻轻按摩。

Black And Bright Sherbet Mask
블랙 앤 브라이트 샤벳 마스크 | 提亮柔肤面膜

500ml

숯가루,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카카오씨추출물, 흑진주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한층 맑고 탄탄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炭粉、水解胶原蛋白、可可籽提取物、黑珍珠提取物等成分，有助于促进再生，
紧致嫩肤，维持净透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숯가루, 카올린,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카카오씨추출물, 흑진주추출물
炭粉、高岭土、水解胶原蛋白、可可籽提取物、黑珍珠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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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Green Sherbet Mask
블루 그린 샤벳 마스크 | 海藻净颜面膜

500ml

톳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다시마추출물, 스피룰리나플라텐시스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함을 개선하고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羊栖菜提取物、水解海绵、海带提取物、勃那特螺旋藻提取物等成分，有助于
供应水分营养，缓解干燥，维持润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클로렐라미누티시마추출물, 톳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다시마추출물, 스피룰리나
플라텐시스추출물
高岭土、极微小球藻提取物、羊栖菜提取物、水解海绵、海带提取物、勃那特螺旋藻
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Aloe Soothing Sherbet Mask
알로에 수딩 샤벳 마스크 | 芦荟养肤面膜

500ml

제주유기농알로에베라잎추출물, 제주병풀추출물,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济州库拉索芦荟叶提取物、济州积雪草提取物、马齿苋提取物等成分，有助于为
皮肤供应所需营养，缓解敏感，维持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쇠비름추출물, 병풀추출물, 인도멀구슬나무꽃추출물, 인도멀구슬
나무잎추출물

高岭土、库拉索芦荟叶提取物、马齿苋提取物、积雪草提取物、印度楝花提取物、
印度楝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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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e Soothing Sherbet Mask
알로에 수딩 샤벳 마스크 | 芦荟养肤面膜

250ml

제주유기농알로에베라잎추출물, 제주병풀추출물,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济州库拉索芦荟叶提取物、济州积雪草提取物、马齿苋提取物等成分，有助于为
皮肤供应所需营养，缓解敏感，维持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쇠비름추출물, 병풀추출물, 인도멀구슬나무꽃추출물, 인도멀구슬
나무잎추출물

高岭土、库拉索芦荟叶提取物、马齿苋提取物、积雪草提取物、印度楝花提取物、
印度楝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Blue Green Sherbet Mask
블루 그린 샤벳 마스크 | 海藻净颜面膜

250ml

톳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다시마추출물, 스피룰리나플라텐시스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함을 개선하고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羊栖菜提取物、水解海绵、海带提取物、勃那特螺旋藻提取物等成分，有助于
供应水分营养，缓解干燥，维持润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올린, 클로렐라미누티시마추출물, 톳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다시마추출물, 스피룰리나
플라텐시스추출물
高岭土、极微小球藻提取物、羊栖菜提取物、水解海绵、海带提取物、勃那特螺旋藻
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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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And Bright Sherbet Mask
블랙 앤 브라이트 샤벳 마스크 | 提亮柔肤面膜

250ml

숯가루,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카카오씨추출물, 흑진주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한층 맑고 탄탄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炭粉、水解胶原蛋白、可可籽提取物、黑珍珠提取物等成分，有助于促进再生，
紧致嫩肤，维持净透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숯가루, 카올린,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카카오씨추출물, 흑진주추출물
炭粉、高岭土、水解胶原蛋白、可可籽提取物、黑珍珠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피부 결을 정리하고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0~15분 후, 젖은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씻어줍니다.

整理皮肤纹理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0~15分钟，最后使用浸湿的
海绵擦拭干净或用温水清洗即可。

Goldcur Gold Powder Pack
골드큐어 골드 파우더 팩 | 黄金焕肤水晶金箔细致软膜粉

750g

글루코오스, 알긴산나트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금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정화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항노화, 타이트닝 및 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藻酸钠、透明质酸钠、金等成分，有助于净化皮肤，供应水分营养，
延缓衰老，紧肤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규조토, 알긴산나트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금
葡萄糖、硅藻土、藻酸钠、透明质酸钠、金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10:6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10:6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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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ce Modeling Pack
레디언스 모델링 팩 | 提亮软膜粉

1000g

글루코오스, 진주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잡티 개선과 더불어
피부 톤을 한층 맑게 해주어 맑고 밝은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珍珠提取物、光果甘草根提取物等成分，有助于改善皮肤瑕疵，提亮
肤色，维持净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진주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알란토인
葡萄糖、珍珠提取物、光果甘草根提取物、尿囊素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Vitalizing Modeling Pack
바이탈라이징 모델링 팩 | 滋养软膜粉

1000g

글루코오스, 아스코빅애씨드, 알부틴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维生素C、熊果苷等成分，有助于为皮肤供应水分营养，促进胶原蛋白
合成，增强弹性，改善皱纹。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아스코빅애씨드, 알부틴,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葡萄糖、维生素C、熊果苷、光果甘草根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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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ying Modeling Pack
퓨리파잉 모델링 팩 | 舒缓软膜粉

1000g

글루코오스, 페퍼민트잎추출물,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를 유연하게 하여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辣薄荷叶提取物、尿囊素、透明质酸等成分，有助于舒缓刺激，柔润
皮肤，维持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페퍼민트잎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葡萄糖、辣薄荷叶提取物、光果甘草根提取物、尿囊素、透明质酸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AC Control Modeling Pack
아크 컨트롤 모델링 팩 | 祛痘软膜粉

1000g

글루코오스, 녹차추출물, 녹차가루,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모공을 청결하고
피지 분비를 컨트롤하여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绿茶提取物、绿茶粉、光果甘草根提取物等成分，有助于清洁毛孔，
调节皮肤分泌，改善痘痘。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녹차추출물, 녹차가루,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葡萄糖、茶叶提取物、茶叶粉、光果甘草根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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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 Modeling Pack
하이드라 모델링 팩 | 保湿软膜粉

1000g

글루코오스,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0.1%),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장벽을 강화하여 노화 예방 및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水解胶原、尿囊素、透明质酸钠等成分，有助于提高保湿力，强化皮肤
屏障，预防皮肤老化，维持润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葡萄糖、水解胶原、尿囊素、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Hydra Soft Modeling Pack
하이드라 소프트 모델링 팩 | 精装保湿软膜粉

600g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다시마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부여하여 윤기 및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水解胶原蛋白、透明质酸钠、海带提取物等成分，有助于补水保湿，紧致嫩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규조토,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다시마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硅藻土、水解胶原蛋白、海带提取物、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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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ce Soft Modeling Pack
레디언스 소프트 모델링 팩 | 精装提亮软膜粉

600g

나이아신아마이드, 진주추출물, 황금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톤을 개선하고 윤기 부여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烟酰胺、珍珠提取物、黄芩根提取物等成分，有助于提亮肤色，增添光泽。
주요성분 | 主要成分

규조토, 나이아신아마이드, 진주추출물, 황금추출물

硅藻土、烟酰胺、珍珠提取物、黄芩根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Cooling Mint Soft Modeling Pack
쿨링 민트 소프트 모델링 팩 | 精装舒缓软膜粉

600g

페퍼민트잎추출물, 사우수레아인볼루크라타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薄荷叶提取物、雪莲花提取物、北美金缕梅提取物等成分，有助于舒缓敏感，
改善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규조토, 페퍼민트잎추출물, 사우수레아인볼루크라타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
硅藻土、薄荷叶提取物、雪莲花提取物、北美金缕梅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5:4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5:4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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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wort Gypsum Mask
쑥 석고 마스크 | 艾草硬膜粉

1000g

사철쑥가루,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석고의 발열작용을 통해
피부 온도를 높여 모공을 열어주어 수분, 영양 공급 및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茵陈蒿粉、尿囊素、透明质酸钠等成分，结合硬膜的发热作用，通过提升皮肤
温度打开毛孔，有助于供应水分营养，净化皮肤，维持健康润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칼슘설페이트, 사철쑥가루,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硫酸钙、茵陈蒿粉、尿囊素、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사용 부위에 베이스 제품을 충분히 도포한 후, 눈가(눈썹 포함)와 입술에 화장솜을 올리고 미용
거즈를 올려줍니다. 제품과 물을 3:1.5 비율로 충분히 믹스하여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주고 25분 후, 가볍게 흔들어 제거해 줍니다.
涂抹充分的打底产品后，先在眼部（包括眉毛）和唇部敷化妆棉，并在整个面部敷上
美容纱布。以3:1.5的比例混合艾草硬膜粉和水，均匀涂抹于整个面部，待25分钟后，
轻轻摇晃并取下冷却的硬膜。

Vital Repairing Eye Cream
바이탈 리페어링 아이크림 | 密集养肤眼霜

40g

판테놀, 아데노신,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등 성분이 함유되어 눈가 피부의
보습,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泛醇、腺苷、透明质酸钠、乙酰基六肽-8等成分，有助于眼部皮肤保湿、增强
弹性及改善皱纹，维持水润弹嫩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판테놀, 아데노신,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泛醇、腺苷、透明质酸钠、乙酰基六肽-8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눈가, 입가, 미간 등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眼角、嘴角、眉间等易出现皱纹的部位，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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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lla Regeneration Cream
센텔라 리제너레이션 크림 | 积雪草修护面霜

40g

스쿠알란, 병풀추출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센텔라콤플렉스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의 회복 및 재생 촉진에 도움을 주어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角鲨烷、积雪草提取物、乙酰基六肽-8、积雪草复合物等成分，有助于舒缓受
刺激的皮肤，修护受损，促进再生，维持柔嫩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스쿠알란, 병풀추출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角鲨烷、积雪草提取物、乙酰基六肽-8、积雪草苷、羟基积雪草甙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Sun Perfect Cure Cream SPF40 PA++
선 퍼펙트 큐어 크림 | 完美防晒霜

50g

이소아밀-파라-메톡시신나메이트, 티나늄디옥사이드, 호장근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외선
A와 B를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자극 완화에 도움을 주는 사계절 필수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蕴含对甲氧基肉桂酸异戊酯、二氧化钛、虎杖提取物等成分，有助于阻挡紫外线A、B，
保护皮肤，舒缓紫外线导致的皮肤敏感，是一款一年四季必备的防晒产品。
주요성분 | 主要成分

이소아밀-파라-메톡시신나메이트, 티나늄디옥사이드, 호장근추출물, 작나무수액, 고삼추출물
对甲氧基肉桂酸异戊酯、二氧化钛、虎杖提取物、白桦树汁、苦参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수요에 따라 수시로 덧발라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根据需要可随时涂抹。

29

Dermabell Aesthetic Line

Royal Cherry Blossom Modeling Pack
로얄 벚꽃 모델링 팩 | 樱花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진주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의 피로를
완화하고 피부 톤 개선 및 활력 부여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樱花提取物、光滑金虎尾果提取物、珍珠提取物等成分，有助于缓解皮肤疲劳，
改善肤色，赋予活力。
주요성분 | 主要成分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진주추출물,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樱花提取物、光滑金虎尾果提取物、珍珠提取物、角鲨烷、神经酰胺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Royal Rose Modeling Pack
로얄 로즈 모델링 팩 | 玫瑰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장미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뽕나무껍질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 개선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玫瑰提取物、烟酰胺、桑树皮提取物等成分，有助于抑制黑色素生成，提亮肤色、
强化皮肤屏障。
주요성분 | 主要成分

장미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뽕나무껍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玫瑰提取物、烟酰胺、桑树皮提取物、枸杞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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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Seaweeds Modeling Pack
로얄 해조 모델링 팩 | 海藻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클로렐라불가리스가루, 해조추출물, 병풀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유수분 밸런스 유지 및 재생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小球藻粉、海藻提取物、积雪草提取物等成分，有助于舒缓皮肤敏感，供应所需
营养，维持健康水油平衡，提高皮肤再生能力。
주요성분 | 主要成分

클로렐라불가리스가루, 해조추출물, 병풀추출물
小球藻粉、海藻提取物、积雪草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Royal Gold Modeling Pack
로얄 골드 모델링 팩 | 黄金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황련뿌리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 아데노신, 금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순환을 촉진하고
주름 완화 및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日本黄连根提取物、北美金缕梅提取物、腺苷、金等成分，有助于促进皮肤循环，
缓解皱纹，维持滋润紧致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황련뿌리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 뽕나무껍질추출물, 아데노신, 금

日本黄连根提取物、北美金缕梅提取物、桑树皮提取物、腺苷、金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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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Perilla Modeling Mask
프리미엄 자소엽 모델링 팩 | 精装紫苏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소엽추출물, 바질잎추출물, 티트리잎추출물, 병풀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문제성 피부의
진정, 손상 회복 및 방어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紫苏提取物、罗勒叶提取物、茶树提取物、积雪草提取物等成分，有助于舒缓
修护问题性皮肤，提高抵御能力，重建皮肤健康。
주요성분 | 主要成分

소엽추출물, 바질잎추출물, 티트리잎추출물, 병풀추출물

紫苏提取物、罗勒叶提取物、茶树提取物、积雪草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Premium Propolis Modeling Mask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모델링 팩 | 精装蜂胶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제주메밀꿀추출물, 로열젤리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장벽을 강화하여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济州荞麦蜂蜜提取物、蜂王浆提取物、绿蜂胶提取物等成分，有助于为皮肤供应
所需水分营养，强化皮肤屏障，预防并延缓老化。
주요성분 | 主要成分

제주메밀꿀추출물, 로열젤리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济州荞麦蜂蜜提取物、蜂王浆提取物、绿蜂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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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 Moist Body Cleanser
소프트 & 모이스트 바디 클렌저 | 柔和 & 保湿沐浴露

500ml

판테놀, 시트릭애씨드, 티트리잎오일,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피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촉촉한 피부 유지 및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泛醇、柠檬酸、互生叶白千层叶油、马齿苋提取物等成分，有助于温和去除皮肤
角质及老废物的同时，保持水润皮肤，预防皮肤问题。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판테놀, 시트릭애씨드, 티트리잎오일, 쇠비름추출물, 콩싹추출물, 사과추출물

泛醇、柠檬酸、互生叶白千层叶油、马齿苋提取物、野大豆芽提取物、苹果果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 혹은 샤워볼에 취해 충분히 거품을 내어 사용 부위에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取适量产品于掌心或浴花，充分揉出泡沫后涂抹于全身，并用温水清洗即可。

Precious Detoxifying Oil
프레셔스 디톡시파잉 오일 | 娇贵排毒养肤按摩油

500ml

포도씨오일, 동백나무씨오일, 호호바씨오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자극 및 피로감을 완화하고
피부 보습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籽油、山茶籽油、霍霍巴籽油等成分，有助于舒缓刺激，缓解身体疲劳，
预防皮肤老化，赋予保湿效果。
주요성분 | 主要成分

포도씨오일, 동백나무씨오일, 호호바씨오일
葡萄籽油、山茶籽油、霍霍巴籽油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바디(복부) 적용 :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가슴 적용 :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마사지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柔和按摩。
•身体部位(腹部)：顺时针方向按摩
•胸部：按照淋巴按摩方法按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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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 Shaping Oil
프레셔스 쉐이핑 오일 | 娇贵塑形按摩油

500ml

포도씨오일, 살구씨오일, 카페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살려줍니다.
蕴含葡萄籽油、杏仁油、咖啡因等成分，有助于嫩滑皮肤，增强弹性，打造优美身体
曲线。
주요성분 | 主要成分

포도씨오일, 살구씨오일, 호호바씨오일, 카르니틴, 카페인
葡萄籽油、杏仁油、霍霍巴籽油、肉碱、咖啡因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바디(복부) 적용 :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가슴 적용 :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마사지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柔和按摩。
•身体部位(腹部)：顺时针方向按摩
•胸部：按照淋巴按摩方法按摩

Refresh Care Gel
리프레쉬 케어 젤 | 清新护理凝胶

500ml

멘톨, 라벤더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카페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재생주기를 촉진하고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어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유지해 줍니다.
蕴含薄荷醇、薰衣草提取物、白花春黄菊花提取物、咖啡因等成分，有助于促进皮肤
新陈代谢，缓解浮肿，打造润滑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멘톨, 라벤더꽃/잎/줄기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카페인, 은행잎추출물

薄荷醇、薰衣草花/叶/茎提取物、白花春黄菊花提取物、咖啡因、银杏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운동 후 경직된 피부나 혈액순환이 필요한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피로로 뭉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피부에 사용하면 청량감과 함께 완화
효과를 부여합니다. 또한 저주파 기기의 윤활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运动后僵硬的皮肤或需要促进血液循环的部位，并柔和按摩。
使用于疲劳、压力导致肌肉僵硬的部位，可感受到清凉感，有助于舒缓皮肤。
可用作低频仪润滑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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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 Control Gel
리포 컨트롤 젤 | 控脂凝胶

1000g

선인장추출물, 익모초추출물, 애엽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로가 쌓이고 느슨해진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여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젤입니다.
蕴含仙人掌提取物、益母草提取物、艾叶提取物等成分，是一款有助于为松弛疲惫的
身体赋予活力，嫩滑皮肤的按摩凝胶。
주요성분 | 主要成分

선인장추출물, 익모초추출물, 호박추출물, 애엽추출물

仙人掌提取物、益母草提取物、南瓜果实提取物、艾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석고팩 베이스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바디(복부) 적용: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가슴 적용: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柔和按摩。也可用于硬膜前一阶段，提高产品
有效成分的吸收率。
•身体部位(腹部)：顺时针方向按摩
•胸部：按照淋巴按摩方法按摩

DERMASPA A.H.A Solution AA1
더마스파 아하 솔루션 AA1 | 德玛小气泡溶液 AA1

400ml

락틱애씨드(수용성AHA),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각질화된 피부를 개선하고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乳酸（水溶性AHA）、马齿苋提取物等成分，有助于改善角质化皮肤，供应水分
营养，预防皮肤干燥。
주요성분 | 主要成分

락틱애씨드, 알로에베라잎즙가루, 쇠비름추출물
乳酸、库拉索芦荟叶汁粉、马齿苋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 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AA1 / AB2 / AM3 溶液，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35

Dermabell Aesthetic Line

DERMASPA B.H.A Solution AB2
더마스파 바하 솔루션 AB2 | 德玛小气泡溶液 AB2

400ml

살리실릭애씨드(지용성 BHA), 레몬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水杨酸（油溶性BHA）、柠檬提取物等成分，有助于抑制皮脂分泌过多，去除
老废物，改善痘痘。
주요성분 | 主要成分

살리실릭애씨드, 우엉추출물, 레몬추출물
水杨酸、牛蒡提取物、柠檬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 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AA1 / AB2 / AM3 溶液，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DERMASPA Moisturizing Solution AM3
더마스파 모이스춰라이징 솔루션 AM3 | 德玛小气泡溶液 AM3

400ml

천연 보습인자 글리세린, 양배추잎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영양을
공급하여 거친 피부 개선 및 톤 업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天然保湿因子甘油、卷心菜叶提取物等成分，有助于舒缓刺激，供应水分营养，
改善皮肤粗糙，提亮肤色。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양배추잎추출물, 쌀추출물

甘油、卷心菜叶提取物、稻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 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AA1 / AB2 / AM3 溶液，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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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SPA A.H.A Solution AA1
더마스파 아하 솔루션 AA1 | 德玛小气泡溶液 AA1

30ml x 4ea

락틱애씨드(수용성AHA), 쇠비름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각질화된 피부를 개선하고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乳酸（水溶性AHA）、马齿苋提取物等成分，有助于改善角质化皮肤，供应水分
营养，预防皮肤干燥。
주요성분 | 主要成分

락틱애씨드, 알로에베라잎즙가루, 쇠비름추출물
乳酸、库拉索芦荟叶汁粉、马齿苋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30ml의 농축 솔루션을 400ml 더마스파 솔루션 용기에 넣고 물(증류수 또는 식염수)을 채워
충분히 흔들어 믹스한 후, 더마스파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30ml浓缩液倒入400ml小气泡溶液瓶子中，加满水（蒸馏水或者生理盐水 ）摇晃
均匀，并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DERMASPA B.H.A Solution AB2
더마스파 바하 솔루션 AB2 | 德玛小气泡溶液 AB2

30ml x 4ea

살리실릭애씨드(지용성 BHA), 레몬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水杨酸（油溶性BHA）、柠檬提取物等成分，有助于抑制皮脂分泌过多，去除
老废物，改善痘痘。
주요성분 | 主要成分

살리실릭애씨드, 우엉추출물, 레몬추출물
水杨酸、牛蒡提取物、柠檬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30ml의 농축 솔루션을 400ml 더마스파 솔루션 용기에 넣고 물(증류수 또는 식염수)을 채워
충분히 흔들어 믹스한 후, 더마스파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30ml浓缩液倒入400ml小气泡溶液瓶子中，加满水（蒸馏水或者生理盐水 ）摇晃
均匀，并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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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SPA Moisturizing Solution AM3
더마스파 모이스춰라이징 솔루션 AM3 | 德玛小气泡溶液 AM3

30ml x 4ea

천연 보습인자 글리세린, 양배추잎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영양을
공급하여 거친 피부 개선 및 톤 업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天然保湿因子甘油、卷心菜叶提取物等成分，有助于舒缓刺激，供应水分营养，
改善皮肤粗糙，提亮肤色。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리세린, 양배추잎추출물, 쌀추출물

甘油、卷心菜叶提取物、稻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30ml의 농축 솔루션을 400ml 더마스파 솔루션 용기에 넣고 물(증류수 또는 식염수)을 채워
충분히 흔들어 믹스한 후, 더마스파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将30ml浓缩液倒入400ml小气泡溶液瓶子中，加满水（蒸馏水或者生理盐水 ）摇晃
均匀，并连接在DERMASPA仪器上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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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cur+ Special KIT
체리큐어 스페셜 키트 | 樱花焕肤套盒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체리큐어에는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과 함께 콜라겐, 히알루론산, 아미노산을 비롯한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종의 천연 보습인자(NMF)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재생을
촉진하여 탄력 강화 및 활력 부여,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주는 집중 영양 공급 제품입니다.

由5款产品构成的樱花焕肤中，蕴含细齿樱桃花提取物以及胶原蛋白、透明质酸、氨基酸等构成皮肤屏障的多种
天然保湿因子（NMF）等成分，是一款有助于为皮肤供应水分养分，促进再生，增强弹性，赋予活力，搭建保护膜的
集中供应营养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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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cur Face Relief Aroma Massage Oil
체리큐어 페이스 릴리프 아로마 마사지 오일 | 樱花焕肤热力排毒按摩油

120g

호호바씨오일,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 힐링에 효과적인 아로마 오일과 더불어 미세한 온열 마사지 효과로 모공을 열어 노폐물
배출 및 각질 연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霍霍巴籽油、细齿樱桃花提取物、水解胶原等成分，结合放松皮肤的精油和天然
微热按摩效果，有助于打开毛孔排出皮肤老废物，温和软化角质。
주요성분 | 主要成分

호호바씨오일,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아사이팜열매추출물, 라벤더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霍霍巴籽油、细齿樱桃花提取物、蔬食埃塔棕果提取物、薰衣草油、水解胶原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유리볼에 덜어내고 데콜테, 얼굴 순으로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取适量产品于玻璃碗，以前胸到面部的顺序进行按摩。

Cherrycur Collagen Revitalizing Solution
체리큐어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 樱花焕肤冻结干燥胶原蛋白

10ml x 10ea

동결 건조된 천연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여 타이트닝 및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冻结干燥的天然胶原蛋白和透明质酸，有助于促进皮肤中胶原蛋白和弹性纤维
生成，紧致皮肤、改善皱纹。
주요성분 | 主要成分
콜라겐, 히알루론산

胶原蛋白、透明质酸
사용방법 | 使用方法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캡슐 1개와 3~5 스포이드 정도의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부스팅
앰플을 유리볼에 덜고 미용 브러시로 믹스하여 줍니다. 믹스한 제품은 미용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벼운 러빙을 통해 흡수시켜 줍니다.

取一个【樱花焕肤冻结干燥胶原蛋白】和3~5个滴管【樱花焕肤胶原蛋白活性安瓶】
于玻璃碗中，使用美容刷充分混合均匀。并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通过
轻轻打圈按摩促进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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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cur Collagen Revitalizing Boosting Ampoule
체리큐어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부스팅 앰플 | 樱花焕肤胶原蛋白活性安瓶

80ml

5종 플라워 추출물로 구성된 Pink Flower Complex,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재생을 촉진하여 손상 복구 및 탄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由5种花提取物构成的Pink Flower Complex、透明质酸、胶原蛋白等成分，有助于
为皮肤供应所需营养，促进再生，修复受损，增强弹性。
주요성분 | 主要成分

Pink Flower Complex(연꽃추출물, 히비스커스꽃추출물,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 세룰라타벚나무꽃
추출물, 분홍바늘꽃추출물), 히알루론산, 콜라겐
Pink Flower Complex(莲花提取物、玫瑰茄提取物、突厥蔷薇提取物、细齿樱桃花
提取物、柳兰花提取物)、透明质酸、胶原蛋白
사용방법 | 使用方法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솔루션 캡슐 1개와 3~5 스포이드 정도의 콜라겐 리바이탈라이징 부스팅
앰플을 유리볼에 덜고 미용 브러시로 믹스하여 줍니다. 믹스한 제품은 미용 브러시를 이용하여
얼굴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벼운 러빙을 통해 흡수시켜 줍니다.

取一个【樱花焕肤冻结干燥胶原蛋白】和3~5个滴管【樱花焕肤胶原蛋白活性安瓶】
于玻璃碗中，使用美容刷充分混合均匀。并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通过
轻轻打圈按摩促进吸收。

Cherrycur Collagen Up&Up Tighten V Serum
체리큐어 콜라겐 업앤업 타이튼 브이 세럼 | 樱花焕肤胶原蛋白紧肤V精华

3ml x 10ea

Apep Complex-6B, 판테놀,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Vita 10 Some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하고 타이트닝 및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Apep Complex-6B、泛醇、樱花花提取物、Vita 10 Some等成分，有助于集中供应
水分营养，紧致皮肤，修复受损。
주요성분 | 主要成分

Apep Complex-6B(Copper Tripeptide-1, Hexapeptide-9, Palmitoyl Tripeptide-4, Tripeptide-1,
Palmitoyl Tripeptide-1, Hexapeptide-11), 판테놀,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Vita 10 Some(Vitamin
C, E, B5, F, H, A, B6, B9, B1, B12)
Apep Complex-6B（Copper Tripeptide-1、Hexapeptide-9、Palmitoyl Tripeptide-4、
Tripeptide-1、Palmitoyl Tripeptide-1、Hexapeptide-11）、泛醇、樱花花提取物、Vita
10 Some（Vitamin C、E、B5、F、H、A、B6、B9、B1、B12）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도포하고 혈점 마사지를 통하여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通过穴点按摩，提升提拉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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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Cherry Blossom Modeling Pack
로얄 벚꽃 모델링 팩 | 樱花凝胶软膜

1st 1000g | 2nd 100g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진주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의 피로를
완화하고 피부 톤 개선 및 활력 부여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樱花提取物、光滑金虎尾果提取物、珍珠提取物等成分，有助于缓解皮肤疲劳，
改善肤色，赋予活力。
주요성분 | 主要成分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진주추출물,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樱花提取物、光滑金虎尾果提取物、珍珠提取物、角鲨烷、神经酰胺
사용방법 | 使用方法

1제(50ml)와 2제(5ml)를 믹싱볼에 덜어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将一剂（50ml）和二剂（5ml）充分搅拌，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
以下巴到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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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cur+ Special KIT
골드큐어 스페셜 키트 | 黄金焕肤套盒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골드큐어에는 99.9% 금, 꿀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히알루론산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부 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타이트닝 및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집중 항노화 제품입니다.
由5款产品构成的黄金焕肤中，蕴含99.9%纯金、蜂蜜提取物、蜂胶提取物、透明质酸等成分，是一款有助于促进
皮肤循环，排浊养颜，供应营养，紧肤抗衰，维持皮肤年轻的集中供养抗衰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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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cur Allure Aroma Heating Oil Therapy
골드큐어 얼루어 아로마 히팅 오일 테라피 | 黄金焕肤黄金暖肤精油

120g

호호바씨오일,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금, 아데노신 등 성분이 마사지할 때의 온열감과 더해져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촉촉한 피부 및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霍霍巴籽油、洋蔷薇花提取物、金、腺苷等成分，结合按摩时的发热暖肤效果，
有助于促进皮肤血液循环，滋润皮肤，预防皱纹。
주요성분 | 主要成分

호호바씨오일,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금, 아데노신
霍霍巴籽油、洋蔷薇花提取物、金、腺苷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온 타올로 깨끗이 닦아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揉按摩并用温毛巾擦拭干净。

Goldcur Gold Capsule Ampoule
골드큐어 골드 캡슐 앰플 | 黄金焕肤黄金精华

50ml

히알루론산, 쇠비름추출물, 감국꽃추출물, 금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透明质酸、马齿苋提取物、野菊花提取物、金等成分，有助于供应水分营养，
增强皮肤弹性，缓解皱纹。
주요성분 | 主要成分

히알루론산, 쇠비름추출물, 감국꽃추출물, 서양장미추출물, 금

透明质酸、马齿苋提取物、野菊花提取物、洋蔷薇花提取物、金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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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Goldcur Gold Foil
골드큐어 골드 호일 | 黄金焕肤金箔纸

60ml

순도 99.9%인 금이 함유되어 피부 노폐물을 배출하고 순환을 촉진하여 피부 톤, 결 개선 및
타이트닝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99.9%纯度的金成分，有助于排污排浊，促进皮肤循环，改善肤质肤色，紧致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금

金

사용방법 | 使用方法

필요한 크기의 호일을 사용 부위에 붙여주고 골드 고마쥐 필링 크림을 이용하여 1~3분간
마사지를 진행한 후, 해면 또는 온타올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将不同大小的金箔纸贴于所需部位，搭配使用黄金按摩霜按摩1~3分钟后，使用海绵
或温毛巾擦拭干净。

Goldcur Gold Gommage Peeling Cream
골드큐어 골드 고마쥐 필링 크림 | 黄金焕肤黄金按摩霜

100g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셀룰로오스 등 성분이 전 단계의
골드 호일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노폐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 톤을 밝게 하고 보습 및 타이트닝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辛酸/癸酸甘油三酯、鲸蜡醇乙基己酸酯、纤维素等成分，有助于与前一阶段
金箔纸发挥协同效果，排污排浊的同时温和去除角质，保湿亮肤，紧致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셀룰로오스
辛酸/癸酸甘油三酯、鲸蜡醇乙基己酸酯、纤维素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드 호일을 붙인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1~3분간 마사지를 진행한 후,
해면 또는 온타올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取适量产品于贴有金箔纸的面部，轻揉按摩1~3分钟后，使用海绵或温毛巾擦拭干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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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Goldcur Gold Powder Pack
골드큐어 골드 파우더 팩 | 黄金焕肤水晶金箔细致软膜粉

750g

글루코오스, 알긴산나트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금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정화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항노화, 타이트닝 및 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葡萄糖、藻酸钠、透明质酸钠、金等成分，有助于净化皮肤，供应水分营养，
延缓衰老，紧肤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오스, 규조토, 알긴산나트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금
葡萄糖、硅藻土、藻酸钠、透明质酸钠、金
사용방법 | 使用方法

모델링 파우더와 물을 10:6 비율로 충분히 믹스한 후,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15~20분 후, 턱에서 이마 방향으로 제거해 줍니다.
以10:6的比例混合软膜粉和水，并均匀涂抹于所需部位，待15~20分钟后，以下巴到
额头方向揭下软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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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ncur Special KIT
갈란큐어 스페셜 키트 | 山柰焕肤套盒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갈란큐어에는 갈란가뿌리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베타-글루칸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여 건강한 유수분 밸런스 유지 및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는 문제성 피부 전용 장벽 강화
제품입니다.
由4款产品构成的山柰焕肤中，蕴含山柰根提取物、羟基积雪草甙、β-葡聚糖等成分，有助于舒缓敏感，调节皮脂
分泌，维持健康水油平衡，缓解皮肤问题，是一款强化皮肤屏障的问题性皮肤专用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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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ncur Fundamental Skin-set Cleansing water
갈란큐어 펀더멘털 스킨 세트 클렌징 워터 | 山柰焕肤舒柔轻透卸妆水

300ml

고농축 갈란가뿌리추출물, 병풀추출물, PHA 등 성분이 함유되어 메이크업 잔여물과 먼지,
각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모공 막힘 현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高浓缩山柰根提取物、积雪草提取物、PHA等成分，有助于去除化妆品残留物、
污垢及老化角质，预防毛孔堵塞。
주요성분 | 主要成分

갈란가뿌리추출물, 병풀추출물, 생강추출물, PHA

山柰根提取物、积雪草提取物、姜根提取物、PHA
사용방법 | 使用方法

화장솜에 제품 적당량을 취해 메이크업 잔여물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取适量产品于化妆棉，顺着皮肤纹理轻柔擦拭所需部位，直到无化妆品残留物。可将
少量产品分装于起泡容器中，用作洁面泡沫。

Galancur Second Episode Toner
갈란큐어 세컨드 에피소드 토너 | 山柰焕肤舒柔轻润爽肤水

300ml

갈란가뿌리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베타-글루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 및 피지 분지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山柰根提取物、烟酰胺、β-葡聚糖、透明质酸钠等成分，有助于舒缓敏感皮肤，
补水保湿，调节皮脂分泌。
주요성분 | 主要成分

갈란가뿌리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베타-글루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山柰根提取物、烟酰胺、β-葡聚糖、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클렌징 후, 화장품에 제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于化妆棉，顺着皮肤纹理轻柔擦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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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ncur Third Episode Ampoule
갈란큐어 서드 에피소드 앰플 | 山柰焕肤舒柔焕颜精华

100ml

갈란가뿌리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베타-글루칸, 판테놀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
진정 및 과다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유수분 밸런스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山柰根提取物、羟基积雪草甙、β-葡聚糖、泛醇等成分，有助于舒缓敏感皮肤，
调节皮脂分泌过多，维持健康水油平衡。
주요성분 | 主要成分

갈란가뿌리추출물(146,000ppm), 마데카소사이드(2,726ppm), 베타-글루칸, 판테놀, 작약뿌리추출물

山柰根提取物(146,000ppm)、羟基积雪草甙(2,726ppm)、β-葡聚糖、泛醇、芍药根
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Galancur Completion Episode Emulsion
갈란큐어 컴플리션 에피소드 에멀젼 | 山柰焕肤舒柔润护乳液

300ml

농축된 갈란가뿌리추출물, 퀀즈랜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 및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주고 보습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蕴含浓缩山柰根提取物、全缘叶澳洲坚果籽油、霍霍巴籽油等成分，有助于舒缓敏感，
调节皮脂分泌，形成保湿膜保护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갈란가뿌리추출물, 퀀즈랜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山柰根提取物，全缘叶澳洲坚果籽油，霍霍巴籽油，烟酰胺，泛醇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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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ur Special KIT
마이크로큐어 스페셜 키트 | 海绵焕肤套盒
1제 천연 마이크로 약초침과 2제 액티베이터로 구성된 마이크로큐어는 천연 각질 관리 제품입니다. 1제와 2제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부 재생주기를 조절함과 동시에 트러블 및 탄력을 개선하고 피부 톤 업과 손상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 관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由一剂天然海绵微针和二剂精华构成的天然角质管理产品。通过将一剂和二剂混合使用，有助于调节皮肤新陈代谢
周期的同时，改善痘痘、弹性，提亮肤色，修复皮肤受损，可用于全身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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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1st: Microcur Peel 1st Powder
1제: 마이크로큐어 필 퍼스트 파우더 | 一剂: 海绵焕肤海绵微针粉末

0.7g x 5ea

크기가 균일하고 자연적으로 생분해 되는 고품질 천연 마이크로 약초침이 함유되어 피부에
침투된 후, 4~12시간 동안 지속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재생 촉진 및 재생 주기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大小均一、可自然分解的高品质天然海绵微针，微针渗透到皮肤后，4~12小时
持续给予刺激，有助于促进皮肤再生，调节新陈代谢周期。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水解海绵

사용방법 | 使用方法

클렌징 후, 1제와 2제를 충분히 혼합하고 적당량을 취해 이마 > 양볼 > 코+인중 순서로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10분간 가볍게 롤링하고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리하고 기초 케어 제품을 도포하여 마무리합니다.
洁面后，将一剂和二剂充分混合均匀，取适量产品以额头>两颊>下巴>鼻子+人中的
顺序涂抹均匀，并在携带乳胶手套的状态下轻轻打圈按摩，共进行10分钟管理。最后，
使用海绵擦拭干净，并取适量爽肤水整理皮肤纹理，涂抹基础护肤品结束管理。

2nd: Microcur Peel 2nd Activator
2제: 마이크로큐어 필 세컨드 엑티베이터 | 二剂：海绵焕肤专用精华

5ml x 5ea

편백오일, 병풀추출물, 호호바씨오일, 알란토인, 카퍼트라이펩타이드-1, 아데노신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및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扁柏油，积雪草提取物，霍霍巴籽油，尿囊素，三肽-1铜，腺苷等成分，有助于
皮肤舒缓、保湿、增强弹性，维持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편백오일, 병풀추출물, 호호바씨오일, 알란토인, 카퍼트라이펩타이드-1, 아데노신
扁柏油，积雪草提取物，霍霍巴籽油，尿囊素，三肽-1铜，腺苷
사용방법 | 使用方法

클렌징 후, 1제와 2제를 충분히 혼합하고 적당량을 취해 이마 > 양볼 > 코+인중 순서로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10분간 가볍게 롤링하고 해면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토너로 피부 결을 정리하고 기초 케어 제품을 도포하여 마무리합니다.
洁面后，将一剂和二剂充分混合均匀，取适量产品以额头>两颊>下巴>鼻子+人中的
顺序涂抹均匀，并在携带乳胶手套的状态下轻轻打圈按摩，共进行10分钟管理。最后，
使用海绵擦拭干净，并取适量爽肤水整理皮肤纹理，涂抹基础护肤品结束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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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Lactobacillus Special KIT
락토큐어 스페셜 키트 | 益生菌焕肤套盒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락토큐어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다발효용해물, 베타-글루칸,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부에 쌓인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균주의 균형 유지 및 건강한 피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피부 장벽 강화 제품입니다.

由3款产品构成的益生菌焕肤中，蕴含乳酸杆菌、二裂酵母发酵产物溶胞物、β-葡聚糖、乳酸杆菌/大豆发酵产物
提取物等成分，有助于温和去除皮脂和角质，供应所需营养，维持皮肤菌群平衡，营造皮肤健康生态环境，是一款
强化皮肤屏障的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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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Lactocur Live Trans Peeling
락토큐어 라이브 트랜스 필링 | 益生菌焕肤去角质剂

45ml

PHA(글루코노락톤, 락토바이오닉애씨드), AHA(타타릭애씨드, 시트릭애씨드), 락토바실러스,
비피다발효용해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피지와 각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PHA（葡糖酸内酯、乳糖酸）、AHA（酒石酸、柠檬酸）、乳酸杆菌、二裂酵母
发酵产物溶胞物等成分，有助于温和去除皮脂和老化角质的同时，供应所需营养，
舒缓保湿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글루코노락톤, 락토바이오닉애씨드, 락토바실러스, 비피다발효용해물, 우유단백질추출물, 타타릭
애씨드, 시트릭애씨드
葡糖酸内酯、乳糖酸、乳酸杆菌、二裂酵母发酵产物溶胞物、牛奶蛋白提取物、
酒石酸、柠檬酸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30~90초간 방치한 후,
차가운 물로 세안하고 냉해면 또는 냉타올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根据肤质待30~90秒后，使用冷水清洗，并用冷海
绵或冷毛巾擦拭干净。

Lactocur Live Trans Ampoule
락토큐어 라이브 트랜스 앰플 | 益生菌焕肤精华

10vials (1st:0.12g / 2nd:5.6ml)

동결건조된 락토바실러스, 베타인, 베타-글루칸,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사용 전에 용기 상단 버튼을 눌러 1제와 2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신선한 유효성분을 보다
안전하게 피부에 공급하여 자극을 완화하고 영양 공급 및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冻结干燥乳酸杆菌、甜菜碱、β-葡聚糖、乳酸杆菌/大豆发酵产物提取物等成分，
使用前按压容器上端混合一剂和二剂，将有效成分更加新鲜而安全的供应给皮肤，
有助于舒缓刺激，供应营养，补水保湿。
주요성분 | 主要成分

락토바실러스, 베타인, 베타-글루칸,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 비피다발효용해물

乳酸杆菌、甜菜碱、β-葡聚糖、乳酸杆菌/大豆发酵产物提取物、二裂酵母发酵产物溶
胞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사용 전, 용기 윗부분을 누르고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1제와 2제를 혼합해 줍니다. 뚜껑을 개봉하고
코니칼캡으로 교체한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使用前，用力按压容器上端，并充分摇晃产品使一剂和二剂混合均匀。打开包装替换
橡胶盖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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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Lactocur Live Trans Cream
락토큐어 라이브 트랜스 크림 | 益生菌焕肤面霜

50g

메도우폼씨오일, 트레할로오스, 호호바씨오일, 락토바실러스, 펩타이드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장벽 강화 및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白池花籽油、海藻糖、霍霍巴籽油、乳酸杆菌、肽等成分，有助于供应所需营养，
维持健康水油平衡，强化皮肤屏障，维持水润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메도우폼씨오일, 트레할로오스, 호호바씨오일, 락토바실러스, 펩타이드복합물, 히알루론산복합물
白池花籽油、海藻糖、霍霍巴籽油、乳酸杆菌、肽复合物、透明质酸复合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轻拍打促进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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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Sea Salt Therapy
해염 테라피 | 深海盐疗
4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해염테라피는 피부 디톡싱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이온 활성도를 높인 해양심층수, 호호바씨오일, 금,
아데노신, 멘톨, 사철쑥가루 등 성분이 온열감을 주는 아로마 오일 테라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 순환 촉진과 동시에
노폐물 배출 및 수분, 영양 집중 공급에 도움을 주어 더욱 맑고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由4款产品构成的深海盐疗，是一款集中于排毒养颜的产品。蕴含的提高离子活性度的海洋深层水、霍霍巴籽油、
金、腺苷、薄荷醇、茵陈蒿粉等成分，与赋予暖肤效果的精油起协同效果，有助于促进皮肤循环的同时排出老废物，
集中供应水分、营养，维持净透而健康的皮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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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Smart Hydro H2O Pure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H2O 퓨어워터 | 深海爽肤水(8水)

1000ml

EDH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온 활성도를 높인 해양심층수, 17가지 아미노산과 해양심층수로
구성된 특허 조성물, 천연 미네랄,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집중적으로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通过专利电解技术提高离子活性度的海洋深层水、由17种氨基酸和海洋深层水
构成的专利组成物、矿物质、肽、神经酰胺等成分，有助于即刻为皮肤供应水分养分，
提高下一阶段产品的吸收率。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미노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水解胶原、透明质酸钠、氨基酸、肽、神经酰胺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또는 화장솜,
거즈를 제품으로 충분히 적셔 3분간 스킨팩으로 활용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或使用本产品浸湿化妆棉、湿敷巾
等，在所需部位湿敷3分钟左右。

Goldcur Allure Aroma Heating Oil Therapy
골드큐어 얼루어 아로마 히팅 오일 테라피 | 黄金焕肤黄金暖肤精油

120g

호호바씨오일,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금, 아데노신 등 성분이 마사지할 때의 온열감과 더해져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촉촉한 피부 및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霍霍巴籽油、洋蔷薇花提取物、金、腺苷等成分，结合按摩时的发热暖肤效果，
有助于促进皮肤血液循环，滋润皮肤，预防皱纹。
주요성분 | 主要成分

호호바씨오일,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금, 아데노신
霍霍巴籽油、洋蔷薇花提取物、金、腺苷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온 타올로 깨끗이 닦아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揉按摩并用温毛巾擦拭干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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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 Line

Vitalizing Relief Massage Gel
바이탈라이징 릴리프 마사지 겔 | 活肤舒缓凝胶

1000g

셀룰로오스검, 아미노산, 멘톨 등 성분이 함유되어 노화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부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纤维素胶、氨基酸、薄荷醇等成分的按摩凝胶，有助于预防并改善老化、有害
环境导致的皮肤问题，维持皮肤健康。
주요성분 | 主要成分

셀룰로오스검, 글루타믹애씨드, 아스파틱애씨드, 멘톨
纤维素胶、谷氨酸、天冬氨酸、薄荷醇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손바닥에 취해 물을 묻혀 혼합한 후, 사용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젖은 해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取适量产品于手心，加适量水充分混合后，均匀涂抹于所需部位并轻轻按摩，最后
使用浸湿的海绵轻轻擦拭或用温水清洗即可。

Mugwort Gypsum Mask
쑥 석고 마스크 | 艾草硬膜粉

1000g

사철쑥가루,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석고의 발열작용을 통해
피부 온도를 높여 모공을 열어주어 수분, 영양 공급 및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蕴含茵陈蒿粉、尿囊素、透明质酸钠等成分，结合硬膜的发热作用，通过提升皮肤
温度打开毛孔，有助于供应水分营养，净化皮肤，维持健康润泽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칼슘설페이트, 사철쑥가루,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硫酸钙、茵陈蒿粉、尿囊素、透明质酸钠
사용방법 | 使用方法

사용 부위에 베이스 제품을 충분히 도포한 후, 눈가(눈썹 포함)와 입술에 화장솜을 올리고 미용
거즈를 올려줍니다. 제품과 물을 3:1.5 비율로 충분히 믹스하여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해 주고
25분 후, 가볍게 흔들어 제거해 줍니다.
涂抹充分的打底产品后，先在眼部（包括眉毛）和唇部敷化妆棉，并在整个面部敷上
美容纱布。以3:1.5的比例混合艾草硬膜粉和水，均匀涂抹于整个面部，待25分钟后，
轻轻摇晃并取下冷却的硬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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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Basic Line
더마벨 홈케어 라인
德玛贝尔日化线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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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Basic Line

Smart Hydro H2O Pure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에이치투오 퓨어워터 | 德玛贝尔爽肤水（8水）

500ml

EDH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온 활성도를 높인 해양심층수, 17가지 아미노산과 해양심층수로
구성된 특허 조성물, 천연 미네랄,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집중적으로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通过专利电解技术提高离子活性度的海洋深层水、由17种氨基酸和海洋深层水
构成的专利组成物、矿物质、肽、神经酰胺等成分，有助于即刻为皮肤供应水分养分，
提高下一阶段产品的吸收率。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아미노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水解胶原、透明质酸钠、氨基酸、肽、神经酰胺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또는 화장솜,
거즈를 제품으로 충분히 적셔 3분간 스킨팩으로 활용합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或使用本产品浸湿化妆棉、湿敷巾
等，在所需部位湿敷3分钟左右。

Smart Hydro Pure Activator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액티베이터 | 深海修护保湿精华液

100ml

퓨어워터 베이스, 효모 배양으로 얻은 베타-글루칸, 저분자 알파글루칸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여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8水基础、天然酵母培养取得的β-葡聚糖、小分子团α-葡聚糖寡糖等成分，有助于
舒缓皮肤，供应水分营养，强化皮肤屏障，维持皮肤健康。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효모베타-글루칸(10,000ppm), 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
(1,000ppm)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酵母β-葡聚糖(10,000ppm)、α-葡聚糖寡糖(1,000ppm)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럼 단계에서 제품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在精华阶段，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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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ydro Pure Serum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세럼 | 深海舒缓保湿精华凝露

200ml

퓨어워터 베이스, ECOCERT 인증받은 7가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MultiEx BSASM®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한 피부 유지 및 손상된 장벽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8水基础、获ECOCERT认证的7种天然草本植物构成的MultiEx BSASM®等成分，
有助于舒缓敏感，修护受损屏障，维持水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MultiEx BSASM® (로즈마리추출물, 캐모마일추출물, 녹차추출물,
감초추출물, 호장근추출물, 황금추출물)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MultiEx BSASM®（迷迭香提取物、母菊提取物、绿茶提取物、
积雪草提取物、甘草根提取物、虎杖根提取物、黄芩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Smart Hydro Pure Cream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크림 | 深海修护滋养面霜

150g

퓨어워터 베이스, 효모베타-글루칸, 제주산 톳에서 추출한 Fuligo®(후코이단) 등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 시키고 필요한 영양 공급 및 수분 보호막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8水基础、酵母β-葡聚糖、从济州小叶海藻中提取的Fuligo®（岩藻多糖）等成分，
有助于舒缓刺激，供应丰富营养，为皮肤搭建水分保护膜。
주요성분 | 主要成分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Fuligo® (제주산 톳추출물), 효모베타-글루칸

海洋深层水、天然矿物质、 Fuligo®（济州小叶海藻提取物）、酵母β-葡聚糖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拍至完全吸收。

61

Dermabell Basic Line

Smart Hydro Pure Mask Pack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마스크팩 | 深海舒缓胶原面膜

1BOX x 10EA

•Step1. 콜라겐 패치에는 콜라겐 250,000ppm, 병풀콤플렉스, 쌀겨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고민 부위를 진정시켜주고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Step2. 마스크 팩에는 전기분해 해양심층수, 아미노산 복합물, 8중히알루론산, 갈조류추출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겹겹이 수분을 충전하여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Step1과 Step2의 조화로, 민감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Step1. 胶原蛋白贴片蕴含250,000ppm胶原蛋白、积雪草复合物、稻糠提取物等成分，
有助于舒缓敏感，增强弹性。

•Step2. 面膜蕴含电解海洋深层水、氨基酸复合物、8种透明质酸、海藻提取物等成分，
有助于舒缓敏感、层层补水保湿。
•结合Step1和Step2，为敏感皮肤供应水分营养，有助于维持水嫩健康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콜라겐(250,000ppm), 병풀콤플렉스, 쌀겨추출물, 해양심층수, 아미노산복합물, 8중히알루론산,
스피룰리나 추출물
胶原蛋白(250,000ppm)、积雪草复合物、稻糠提取物、海洋深层水、氨基酸复合物、
8种透明质酸、极大螺旋藻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1. 토너로 피부를 정돈한 후 Step1 패치를 꺼내 미간, 눈가, 팔자주름 등 고민 부위에 붙여줍니다.
2. 패치가 충분히 덮이도록 Step2 마스크팩을 얼굴에 밀착시키고 패치 부착 부위를 가볍게
러빙하여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15~20분 후, 마스크팩을 제거하고 남은 에센스를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1. 整理皮肤纹理后，取Step1胶原蛋白贴片，贴于眉间、眼角、八字纹等所需部位。
2. 将Step2面膜敷于面部盖住Step1胶原蛋白贴片，并轻轻打圈按摩胶原蛋白贴片部位
促进吸收，待15~20分钟后取下面膜，轻拍促进余留精华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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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Sherbet Multi Cleansing Foam
스노우 샤벳 멀티 클렌징 폼 | 深海雪酪净透洗面奶

150g

전기분해 해양심층수, 8가지 AHA, 6가지 히알루론산, 4가지 오일 등 성분이 함유되어 클렌징과
동시에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电解海洋深层水、8种AHA、6种透明质酸、4种精油等成分，有助于清洁皮肤的
同时，补水保湿，洁面后维持水润皮肤。
주요성분 | 主要成分

AHA콤플렉스, 6가지 히알루론산, 센텔라4X정량추출물, 마카다미아씨오일, 호호바씨오일
AHA complex、6种透明质酸、积雪草4X复合物、澳洲坚果籽油、霍霍巴籽油
사용방법 | 使用方法

제품 적당량을 덜어 거품을 낸 후, 사용 부위에 부드럽게 러빙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取适量产品于手心揉出泡沫后，在所需部位轻轻打圈按摩，最后用温水清洗干净。

B5 Soothing Care Gel
B5 수딩 케어 젤 | B5养肤凝胶

500ml

판테놀,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등 수용성 성분이 함유된 Oil free 제품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손상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蕴含泛醇、透明质酸、库拉索芦荟叶提取物等水溶性成分的Oil free产品，有助于舒缓
并安抚红敏等不适，密集补水，修护皮肤受损。
주요성분 | 主要成分

판테놀,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泛醇、透明质酸、库拉索芦荟叶提取物

사용방법 | 使用方法

세안 후, 제품 적당량을 취해 사용 부위에 골고루 도포하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洁面后，取适量产品均匀涂抹于所需部位，轻轻拍打至完全吸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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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디바이스 라인
美容仪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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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 SPA
더마스파 | 德玛小气泡
더마스파는 피부 타입에 의해 솔루션(AHA, BHA)을 선택하여 부드럽게 블랙&화이트헤드, 각질, 노폐물 등을 녹이고 석션 기능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모공 청결 기기입니다. 모공 청결 후, 세럼 솔루션을 선택하여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德玛小气泡是一款毛孔清洁仪，可根据皮肤类型选择相应的溶液（AHA、BHA）, 温和融化并去除黑头&白头、老化
角质、过剩皮脂及毛孔污垢。最后，选择SERUM营养液，即刻为皮肤供应水分营养。
제품 기능 | 产品功效

1. Suction (음압 및 시간 조절)ㅣSuction (调节吸附强度、时间)
2. 단계별 모드 변환ㅣ调整各阶段模式
2-1. AHAㅣAHA
2-2. BHAㅣBHA
2-3. SERUMㅣSERUM
3. 자동 청결 기능ㅣ自动清洁功能

제품 사양 | 仪器规格

정격 전압 (额定电压) AC 220~240V
소비 전력 (消费电力) MAX 100W
본체 크기 (产品规格) 500 x 400 x 400 (WxDxH)
본체 무게 (产品重量) 1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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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Multi Care
V6 멀티 케어 | V6 综合仪
V6 멀티 케어는 모공 내 각질제거, 수분 및 영양 공급, 안색 정화, 피부 진정, 탄력 강화, 리프팅, 림프 및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능을 지닌 종합 멀티 피부 관리 기기입니다.
V6综合仪具有去除毛孔内角质、供应水分营养、改善肤色、舒缓镇定、增强弹性、提拉紧致、改善淋巴及血液循环等
功效，是一款综合多功能皮肤管理仪。
제품 기능 | 产品功效

1. 이온토포레시스ㅣ离子导入
2. 크라이오 쿨링&히팅ㅣ冷热电泳仪
3. 스킨 스크러버ㅣ小铲子
4. 초음파ㅣ超声波
5. EMSㅣ中周波
6. LF (두피/아이케어/림프&팔자주름 관리)
ㅣ低周波（头皮/眼部/淋巴&法令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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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仪器规格

정격 전압 (额定电压) AC 220V, 50/60Hz
소비 전력 (消费电力) MAX 75W
본체 크기 (产品规格) 598 x 361 x 220 (WxDxH)
본체 무게 (产品重量) 10.5kg

Medical Device Line

Multi Slim Pro
멀티 슬림 프로 | 超声波极溶塑形仪
멀티 슬림 프로는 RF와 초음파 기능을 겸비한 핸드피스를 이용한 체내 지방 융해 단계(1~2Step) 및 석션과 EMS 기능을 겸비한
핸드피스를 이용한 지방 배출과 동시에 피부의 탄력, 리프팅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단계(3Step)를 겸비한 One-Step Treatment
장비로, 페이스와 바디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티션의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핸디 폴라 관리를 통해서 RF의
온열감, 압력, 마사지 등 전신의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超声波极溶塑形仪搭载用于身体和面部的4个手柄，是一款以RF和超声波功能的手柄，分解体内脂肪（1~2Step）；
以Suction和EMS功能的手柄，将被分解的脂肪排出体外的同时改善弹性、提拉紧肤（3Step），实现一步管理的
综合美容塑形仪。并配有管理师专用手环，具有将RF的温热感、压力、按摩等效果传达至全身各角落的特点。
제품 기능 | 产品功效

1. RF&석션(Face)ㅣ高周波&Suction（Face）
2. EMS&Electroporation (Face)ㅣ中周波&电穿孔（Face）
3. EMS&석션(Body)ㅣ中周波&Suction（Body）
4. RF&초음파(Body)ㅣ高周波&超声波（Body）
5. RF 핸디 폴라(Face&Body)ㅣRF手环（Face&Body）

제품 사양 | 仪器规格

정격 전압 (额定电压) AC 230V, 50/60Hz
소비 전력 (消费电力) MAX 200W
본체 크기 (产品规格) 380 x 455 x 224（WxDxH）
본체 무게 (产品重量) 12.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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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LED Light
더마벨 LED 라이트 | 德玛贝尔LED光照仪
더마벨 LED 라이트는 440개의 의료용 SLD로 구성된 고휘도 LED 광선 기기로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IR 등 총 5가지 파장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 미용 시술 후 재생, 여드름, 진정 등 관리뿐만 아니라 모발 및 비만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시
다양한 각도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2개의 Fan이 탑재되어 있어 쿨링감까지 선사합니다.
德玛贝尔LED光照仪是由440个医用SLD构成的高亮度LED光线照射仪，配有蓝光、绿光、黄光、红光、IR（红外线）
等5种波长，常用于皮肤再生、祛痘、舒缓、毛发管理以及肥胖管理。本产品可自由调节角度和高度，还配有冷风
功能减少皮肤刺激，是一款皮肤科必备光照仪。
제품 기능 | 产品功效

1. 블루 (蓝光) : 450~475mm
2. 그린 (绿光) : 515~535mm
3. 옐로우 (黄光) : 586~594mm
4. 레드 (红光) : 618~635mm
5. IR (IR) : 835~8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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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仪器规格

정격 전압 (额定电压) AC 110~220V
소비 전력 (消费电力) MAX 65W
본체 크기 (产品规格) 38 x 97~129 x 51 (WxHxD)
본체 무게 (产品重量) 12.7kg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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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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