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게
한국의 선진 의료미용 기술은 현재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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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해 졌습니다.
이에, Dermabell은 화장품&미용기기 생산산업발전 중심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접목된
에스테틱 포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고객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원료와
첨단화된 배합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Dermabell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DDS 기술을 천연성분에 접목
시켜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에스테틱 전문 브랜
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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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약속합니다.

BT + IT
Bio Technology +
Information Technology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고객의 Needs를
앞서 파악하여 BT과 IT가 공존되는 더 편리하고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
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통과하여 보다

High Q.C
엄선된 품질 이용

Certification
인증된 성분 사용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 충족

Innovation
후배육성, 산업발전

우수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생산환경에서 총 5회 이상의 QC를
진행,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내면의 건강한 아름다움도 치유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인증된 성분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문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브랜드로 후배육성 및 글로벌 화장품과 의료&미용기기의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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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 Product Line
|
더마벨의 기술력을 담은 에스테틱 전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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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00
Smart Hydro H2O Pure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H2O 퓨어워터

1000ml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성분과 수분 침투를 높이는 EDH특허기술 및 아미노산 복합 조성물 특허의 시너지 효과로
자극받고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피부 컨디션을 보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화장수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콜라겐,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바닥에 취해 얼굴에 도포 후 두드려 흡수시키거나 화장솜 또는 시트마스크에 충분한 양을 적신 후
3분 정도 팩을 하여 흡수시킵니다.

DM 001
Gentle Milky Soft Cleanser 젠틀 밀키 소프트 클렌져

1000ml

페퍼민트에 함유된 멘톨 성분이 피부에 유해한 외부 물질들의 활성을 제거하여 편안하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메이크업을 자극없이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투명하게 가꾸어 주는 클렌징 에멀전
주요성분
글리세린,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로즈마리잎수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바닥에 취해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 턱부터 롤링하여 볼, 코, 이마 순으로 마사지 하듯이 가볍게 러빙한 다음
미지근한 물이나 클렌징폼으로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DM 002
Blackhead Softening Solution 블랙헤드 소프트닝 솔루션

1000ml

맑은 천연 허브 액상으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등 피지를 막고있는 모공을 관리해주며 코코넛오일에서 추출한
카프릴릴글라이콜 성분이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클렌저
주요성분
쇠비름추출물, 카프릴릴글라이콜, 알란토인, 카카오씨추출물
사용방법
스팀을 이용하여 T-zone 부위의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후 화장솜에 본품을 충분히 적시고 밀착되도록 붙여줍니다. 화장솜
이 마르지 않도록 추가로 내용물을 보충해주고, 15~20분 후 피지가 올라오면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닦아 제거해줍니다.

DM 003
Mild Moisturizing Cleansing Foam 마일드 모이스춰라이징 클렌징 폼

1000ml

저자극 거품이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황련추출물에 함유된 베르베린, 콥티신 등의 성분들이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트러블 예방 효과도 우수한 얼굴 전용 클렌징 젤
주요성분
황련추출물, 페퍼민트잎수, 마트리카리아꽃수, 로즈마리잎수, 라벤더오일
사용방법
1차 클렌징 후, 적당량을 손에 취해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얼굴 전체에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충분히 세안합니다.

DM 004
Mild Moisturizing Toner 마일드 모이스춰라이징 토너

1000ml

아세틸헥사펩타이드-8과 효모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건조하거나 노화된 피부에 좋으며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고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촉촉하고 부드럽게 정돈되는 고보습 화장수
주요성분
글리세린, 효모베타-글루칸, 판테놀,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베타인
사용방법
세안 후 손바닥이나 화장솜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고 살짝 두드리며 흡수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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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05
Sensitive Soothing Toner 센서티브 수딩 토너

1000ml

세안 후 일시적으로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효모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장벽강화에 도움을 주는 민감성 피부 전용 화장수
주요성분
글리세린, 효모베타-글루칸, 시트릭애씨드,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베타인
사용방법
세안 후 손바닥이나 화장솜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고 살짝 두드리며 흡수시킵니다.

DM 006
Soothing Massage Cream 수딩 마사지 크림

800ml

천연보습제로 보습효과가 뛰어난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에게 탁월하며 영양과 마사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마사지 크림
주요성분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로즈우드오일
사용방법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취해 얼굴 전체에 골고루 도포하여 마사지 한 후 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낸 다음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식물성 오일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주파 크림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M 007
Cell Alive Gel 셀 얼라이브 젤

1000g

알로에베라잎에 함유된 비타민, 콜린, 엽산 등이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며 진정이 뛰어나 민감한 부위 및 트러블을
케어해주고 가자추출물이 활성산소에 대한 보호능력을 가져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마사지 젤
주요성분
알로에베라잎추출물, 가자추출물, 소목껍질추출물, 후박추출물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바닥에 취해 물을 묻혀 손바닥으로 혼합한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도포하여 부드럽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석고팩을 올릴 때 베이스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M 008
Black For White Sherbet Mask 블랙 포 화이트 샤벳 마스크

250ml

숯가루와 진주 추출물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탁력 강화 및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며 착색된 색소를 옅게하여
피부톤을 맑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샤벳 마스크
주요성분
숯가루, 진주추출물, 병풀추출물
사용방법
클렌징 후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얼굴 및 필요 부위에 도포한 후 10~15분 뒤 미온수로 세안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사용합니다.

DM 009
Optimale Collagen Boost Serum 옵띠말 콜라겐 부스트 세럼

50ml

피쉬 콜라겐 함유로 얇고 탄력을 잃은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며 집중적인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고농축 콜라겐 세럼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아미노산액씨드컴플렉스
사용방법
피부결 정돈 후 몇 방울을 떨어뜨려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고 세럼이 충분히 흡수되면 피부타입에 맞는 크림을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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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10
Skin Lighten Vita C Serum 스킨 라이튼 비타 씨 세럼

30ml

비타민C(10%) 함유로 산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약해지고 고르지 않은 칙칙한 피부 톤을
깨끗하고 생기 있게 관리해주는 비타민 세럼
주요성분
순수 비타민 아스코빅애씨드 10%, 베타-글루칸, 폴리글루타믹애씨드, 바이오사카라이드검-1
사용방법
피부결 정돈 후 어둡고 칙칙한 부위 중심으로 몇 방울을 떨어뜨려 가볍게 두드리듯 흡수시켜 줍니다.

DM 011
Sensitive Soothing Hydra Serum 센서티브 수딩 하이드라 세럼

50ml

10중히알루론산과 베타글루칸의 함유로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주며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수분 세럼
주요성분
10중히알루론산, 베타-글루칸, 판테놀
사용방법
피부결 정돈 후 몇 방울을 떨어뜨려 얼굴에 얇게 펴 발라주고 세럼이 충분히 흡수되면 피부타입에 맞는 크림을 발라줍니다.

DM 012
Repairing Essence 리페어링 에센스

400ml

리페어 성분인 베타인, 베타-글루칸 등의 영양 성분 함유로 건조하고 늘어진 피부에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여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탄력있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주는 에센스
주요성분
베타인, 베타-글루칸, 병풀추출물, 알란토인
사용방법
토너 다음 단계에서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한 후 얼굴 전체, 목 부위 또는 재생이 필요한 부위에 발라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DM 013
Hydrating Milky Emulsion 하이드레이팅 밀키 에멀젼

400ml

보습막을 형성하여 유연하고 부드럽게 가꾸어주며 건조하고 생기없는 피부에 즉각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에멀젼
주요성분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알란토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사용방법
토너 다음 단계에서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한 후 건조한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 결에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DM 014
Ultra Moisturizing Cream 울트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250g

함유되어있는 트레할로오스는 이당류의 일종으로 선인장에 다량 분포되어 강력한 보습효과를 발휘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크림
주요성분
트레할로오스, 글리세린, 마카다미아씨오일, 로즈우드오일
사용방법
기초관리 마지막 단계에서 손바닥에 적당량을 취한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하여 흡수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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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15
Radiance Modeling Pack 레디언스 모델링 팩

1000g

진주속에 함유된 콘키올린, 아미노산, 칼슘 등이 미백효과 및 잡티제거에 도움을 주어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진주추출물(0.5%),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M 016
Vitalizing Modeling Pack 바이탈라이징 모델링 팩

1000g

아스코빅애씨드가 피부속의 구성성분인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어 주름개선 및 탄력을 향상시켜주며 영양과 수분을 더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아스코빅애씨드(0.1%),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M 017
Purifying Modeling Pack 퓨리파잉 모델링 팩

1000g

페퍼민트잎추출물이 청량감을 부여하며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페퍼민트잎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M 018
AC Control Modeling Pack 아크 컨트롤 모델링 팩

1000g

녹차잎에 들어있는 카테킨성분이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지선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트러블 피부에 도움이 되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녹차추출물(0.5%),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M 019
Hydra Modeling Pack 하이드라 모델링 팩

1000g

단백질 성분인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이 주름방지 및 노화예방에 탁월하여 산화와 처짐을 예방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0.1%),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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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20
Sun Perfect Cure Cream SPF40 PA++ 선 퍼펙트 큐어 크림

50g

고삼추출물에 알카로이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자외선으로 민감해진 부위를 진정시켜주고 예방까지 해주는 선크림으로
자외선 A, B를 동시에 차단하고 끈적임없이 부드럽게 밀착되어 4계절 내내 사용가능
주요성분
고삼추출물, 자작나무수액, 세라마이드, 디타니움디옥사이드,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사용방법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 줍니다.

DM 021
Vital Repairing Eye Cream 바이탈 리페어링 아이크림

40g

판테놀과 아데노신 성분으로 주름개선 및 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고농도의 보습 성분으로 더욱 촉촉하고 탱탱한 눈가로
관리해주는 고기능 아이크림
주요성분
글리세린, 아데노신, 판테놀
사용방법
눈가, 입가, 목, 미간 등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골고루 펴 발라 줍니다.

DM 022
Aloe Soothing Care Gel 알로에 수딩 케어 젤

1000ml

알로에베라잎추출물에 비타민, 아미노산, 알로에신 등이 함유되어 자극된 곳을 진정시켜주고 판테놀에 함유된 판토텐산이
수분 생성을 도와 보습효과가 뛰어난 큐어 젤
주요성분
판테놀,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사용방법
건조하거나 자극된 부위에 적당량을 도포해줍니다. 초음파 관리나 각종 팩 관리 전의 베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성, 트러블 피부 마사지용으로도 사용합니다.

DM 023
Mugwort Gypsum Mask 쑥 석고 마스크

1000g

쑥에 함유된 시네올, 아데신, 콜린 성분이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고 석고의 발열작용으로
온도를 상승시켜 영양공급 및 정화를 도와 활력있고 윤기있는 건강한 피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석고팩
주요성분
칼슘설페이트(96%), 아스코빅애씨드, 쑥(3.8%)
사용방법
얼굴에 베이스 크림을 넉넉히 바르고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3: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M 024
Centella Regeneration Cream 센텔라 리제너레이션 크림

40g

병풀추출물과 센텔라 콤플렉스 조합으로 자극 받고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보호와 건강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
는 센텔라 리제너레이션 크림
주요성분
병풀추출물, 센텔라4X정량추출물, 스쿠알란
사용방법
크림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위를 중심으로 적당량을 골고루 펴 발라 흡수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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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26
DERMASPA A.H.A Solution AA1 솔루션 AA1

400ml

락틱애씨드가 함유된 수용성 물질인 AHA가 표피에만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각질화 된 피부를 개선시키며 마치현추출물이
건조함을 예방해주고 보습력이 뛰어난 솔루션
주요성분
락틱애씨드, 마치현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사용방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DM 027
DERMASPA B.H.A Solution AB2 솔루션 AB2

400ml

살리실릭애씨드가 함유된 지용성 물질인 BHA가 진피층까지 작용하여 묵은 세포, 각종 노폐물, 여드름 등을 개선시키며
우엉추출물속에 들어있는 비타민E, 베타카로틴, 이눌린 등이 모공속의 과다 피지 생성을 억제해주는 솔루션
주요성분
살리실릭애씨드, 레몬추출물, 우엉추출물
사용방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DM 028
DERMASPA Moisturizing Solution AM3 솔루션 AM3

400ml

천연보습제인 글리세린이 자극을 완화시키고 유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며 양배추잎추출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피부톤과 피부결 개선을 도와주는 솔루션
주요성분
글리세린, 양배추잎추출물, 쌀추출물
사용방법
AA1 / AB2 / AM3 솔루션을 더마스파기기에 구성된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DM 029
Collagen Activation Cream 콜라겐 액티베이션 크림

800g

피부탄력, 보습작용 친화성이 우수한 콜라겐과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밝게 관리해주는 다양한 활성 성분으로
마사지 관리 효과를 높여주는 전문 고주파 크림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로즈우드오일, 병풀추출물, 쇠비름추출물
사용방법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취해 시술 부위에 골고루 펴 바른 다음 고주파 기기의 도자를 사용하여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DM 030
Cacao Pack 카카오 팩

800g

카올린성분이 과다한 피지를 흡착 및 노폐물 배출효과가 탁월하며 금은화추출물속의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이 피부 진정
및 산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카카오팩
주요성분
카카오열매가루(5%), 카올린, 파파인, 자두추출물, 시베리안낙엽송추출물, 어성초추출물, 금은화추출물
사용방법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붓으로 골고루 펴 발라 주고 10~15분 뒤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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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31
Soft & Moist Body Cleanser 소프트 & 모이스트 바디 클렌저

500ml

유기산, 비타민C 등이 함유된 사과추출물이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며 트러블 예방 효과도 우수한
바디 클렌저
주요성분
사과추출물, 펙틴, 클로렐라/하얀루핀단백질발효물, 콩싹추출물, 판테놀, 티트리오일
사용방법
손에 적당량을 취해 거품을 낸 다음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충분히 씻어줍니다.

DM 032

500ml

Precious Detoxifying Oil 프레셔스 디톡시파잉 오일

포도씨에 함유된 리놀레산, 비타민E 성분이 피부속의 콜라겐, 엘라스틴을 보호해주며 정신적 피로, 긴장감에 의한 스트레스,
자극에 의한 붉어진 피부에 사용하는 고급 아로마 바디 오일
주요성분
포도씨오일, 호호바씨오일, 동백오일
사용방법
관리부위에 적당량을 취해 부드럽게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바디(복부)적용: 시계방향으로 마사지 / 가슴적용: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마사지

DM 033

500ml

Precious Shaping Oil 프레셔스 쉐이핑 오일
행인오일 속에 있는 인, 비타민B17, 리놀레산 성분이 유연작용을 도와주어 탄력과 매끈함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라인을
살려주는 고급 아로마 바디 오일
주요성분
포도씨오일, 행인오일, 호호바씨오일, 카르니틴, 카페인
사용방법
관리부위에 적당량을 취해 부드럽게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바디(복부)적용: 시계방향으로 마사지 / 가슴적용: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마사지

DM 034
Refresh Care Gel 리프레쉬 케어 젤

500ml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은행잎추출물이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막 보호 및 혈액순환 개선을 도와주며 붓기를
완화시켜주어 산뜻하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바디 젤
주요성분
은행잎추출물, 카페인, 라벤더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알로에베라잎즙
사용방법
적당량을 취해 운동 후 경직된 피부나 혈액순환이 필요한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 해줍니다. 피로로 뭉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피부에 사용하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기의 윤활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M 035
Lipo Control Gel 리포 컨트롤 젤

1000g

선인장추출물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복합 다당류 성분이 늘어지고 지친 몸에 에너지와 생기를 주며 매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마사지 젤
주요성분
선인장추출물, 익모초추출물, 애엽추출물, 호박추출물
사용방법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취해 해당부위에 도포한 후 부드럽게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얼굴에도 석고팩 베이스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디(복부)적용: 시계방향으로 마사지 / 가슴적용: 림프 마사지 테크닉으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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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36
Blue Green Sherbet Mask 블루 그린 샤벳 마스크

250ml

마린콤플렉스 성분 함유로 피부 진정을 돕는 동시에 피부 정화 및 보습 작용을 해주는 크림 형태의 오프 타입 마스크
주요성분
마린콤플렉스, 숯가루, 병풀추출물, 진주추출물
사용방법
클렌징 후 유리볼에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얼굴 및 필요 부위에 도포한 후 10~15분 뒤 미온수로 세안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사용합니다.

DM 037
Aloe Soothing Sherbet Mask 알로에 수딩 샤벳 마스크

250ml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진정시켜주는 알로에베라잎추출물로 피부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 형태의 오프 타입 마스크
주요성분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병풀추출물, 진주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사용방법
클렌징 후 유리볼에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얼굴 및 필요 부위에 도포한 후 10~15분 뒤 미온수로 세안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사용합니다.

DM 038
Cellpeel Vegetal 셀필 베지탈

250ml

파파야열매추출물 속에 비타민 A/B/C,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영양공급 및 활력을 부여하고 각질층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며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필링제
주요성분
파파야열매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유자추출물, 자몽추출물, 카올린
사용방법
클렌징 후 유리볼에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도포한 다음 약 10~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손에 물을 묻혀 핸들링 해주
시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 1~2회 (예민 피부는 주 1회 관리) 사용합니다.

DM 039
Cellpeel Double Gel Peeling15 셀필 더블 젤 필링 15

250ml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함유된 AHA성분이 묵은 각질을 연화시키고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자극을 진정시켜주며
피부의 대사,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필링제
주요성분
매실추출물, 서양산사나무열매추출물,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사용방법
클렌징 후 유리볼에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도포한 다음 본품을 눈가, 입가를 제외한 부위에 도포 후 10분 정도 경과되면 수
딩 페이스 오일을 몇 방울 적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세안해줍니다.

DM 040
Cellpeel Enzyme Microfoliant 셀필 엔자임 마이크로폴리언트

70g

쌀에 함유된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의 영양분들이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공급하며 스크럽제
속의 대표 성분인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가 각질제거와 세포장벽 강화의 이중효과를 가지는 저자극 천연 효소 필링제
주요성분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쌀추출물, 카올린
사용방법
클렌징 후 유리볼에 파우더와 물을 1:1.5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얼굴 전체에 도포한 후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마사지 시간은 1~2분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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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41
Cellpeel Double Peeling Activator 25 셀필 더블필링 액티베이터 25

50ml

알지닌 성분이 산화방지 효과가 있어 피부속에 있는 영양분을 유지해주고 매끄럽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판테놀이
피부에 흡수되는 순간 비타민B로 변하여 과도한 유분기를 억제해주는 필링제
주요성분
파파야열매추출물, 알지닌, 판테놀, 락틱애씨드, 시트릭애씨드
사용방법
클렌징 후 물기를 제거하고 수딩케어토너로 정리합니다. 본품을 유리볼에 적당량을 취해 붓으로 눈가, 입가를 제외한 부위에
발라줍니다. 도포시간은 3~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경과 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안합니다.

DM 042
AC Cleansing Gel 아크 클렌징 젤

400ml

저자극 클렌징으로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티트리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트러블 개선에 우수한 트러블 전용
클렌징 젤
주요성분
제주용왕수, 네츄럴 살리실산, 제주 3 Complex, 티트리잎 오일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에 적당량을 취해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얼굴 전체에 가볍게 러빙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합니다.

DM 043
AC Powder in Toner 아크 파우더 인 토너

400ml

카올린 및 실리카 파우더가 함유되어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의 발란스를 잡아주는 역할과 동시에 보습을 채워주며 부드럽고
촉촉하게 정돈해주는 트러블 전용 토너
주요성분
제주용왕수, 네츄럴 살리실산, 제주 3 Complex, 티트리잎 오일, 카올린, 실리카
사용방법
클렌징 후 손바닥이나 화장솜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살짝 두드리며 흡수시킵니다.
사용 전 위아래로 충분히 흔든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DM 044
AC Moisture Cream 아크 모이스쳐 크림

400ml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수분 보충 능력이 탁월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유연하고
산뜻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트러블 전용 영양크림
주요성분
제주용왕수, 네츄럴 살리실산, 제주 3 Complex, 히알루론산
사용방법
세럼 다음 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DM 045
AC Serum 아크 세럼

80ml

피부 보호를 해주는 황련추출물이 외부유해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피부질환을 완화시켜주는 트러블 전용 세럼
주요성분
제주용왕수, 네츄럴 살리실산, 제주 3 Complex, 티트리잎 오일, 황련추출물
사용방법
토너 후 얼굴에 적당량을 떨어뜨려 눈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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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046
Royal Cherry Blossom Modeling Pack 로얄 벚꽃 모델링 팩

1제 1000g / 2제 100g

벚꽃추출물의 풍부한 비타민이 피로를 완화하고 활력을 넣어주며 아세로라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트러블 해소 및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벚꽃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진주추출물,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사용방법
1제(50ml)와 2제(5ml)를 고무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DM 047
Royal Rose Modeling Pack 로얄 로즈 모델링 팩

1제 1000g / 2제 100g

미백효과로 유명한 로즈추출물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의 미백효과가 피부를 깨끗하고 밝게 해주는 동시에 멜라닌
색소 억제, 피부장벽 강화를 도와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로즈추출물, 뽕나무껍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사용방법
1제(50ml)와 2제(5ml)를 고무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DM 048
Royal Seaweeds Modeling Pack 로얄 해조 모델링 팩

1제 1000g / 2제 100g

단백질, 지질, 비타민 등의 천연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해조추출물이 예민해진 피부의 정상밸런스를 잡아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영양 공급으로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클로렐라, 해조추출물, 병풀추출물
사용방법
1제(50ml)와 2제(5ml)를 고무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DM 049
Royal Gold Modeling Pack 로얄 골드 모델링 팩

1제 1000g / 2제 100g

황금추출물에 함유된 우고닌, 바이칼린이 피부 순환을 촉진하여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흡착 및 배출시켜
주름생성을 완화 및 각질관리 효과에 뛰어나며 아데노신 성분과 함께 보다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황금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 뽕나무껍질추출물, 아데노신, 금
사용방법
1제(50ml)와 2제(5ml)를 고무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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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Basic Pure Line
|
피부의水
수고를 덜어주다.

苦

DB 001
Smart Hydro Pure Cleansing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클렌징 워터

500ml

퓨어워터베이스와 3:7유수분발란스표뮬라를 통해 클렌징 후에도 천연오일성분으로 보습감을 유지하며, 7가지 수용성
물질의 천연 추출물이 모공정화기능, 피부각질제거기능 및 유수분발란스를 맞춰 모공 깊은 곳까지 미세하고 말끔하게
클렌징하는데 도움을 주는 멀티효능의 클렌징워터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천연오일성분3 : 천연수성성분7
사용방법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후 메이크업 잔여물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DB 002
Smart Hydro H2O Pure Water 스마트 하이드로 에이치투오 퓨어워터

350ml

해양심층수, 천연 미네랄 성분과 수분 침투를 높이는 EDH특허기술 및 아미노산 복합 조성물 특허의 시너지 효과로
자극받고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피부 컨디션을 보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화장수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콜라겐,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사용방법
손바닥이나 화장솜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도포 후 두드려 흡수시키거나 화장솜 또는 시트마스크에 충분한 양을 적신 후
3분 정도 팩을 하여 흡수시켜 줍니다. 마개를 펌프로 교체하여 미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B 003
Smart Hydro Pure Activator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액티베이터

25ml

퓨어워터 베이스와 효모 배양으로 얻은 베타글루칸과 저분자 알파글루칸의 배합이 다음 단계의 제품의 흡수력을 촉진시켜
주고 효능성분의 최대 함량치로 사용 후 깊은 곳까지 영양이 전달되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액티베이터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Beta Glucan 10,000ppm, Alpha-Glucan Oligosaccharide 1,000ppm
사용방법
퓨어워터 다음단계에서 얼굴에 적당량을 떨어뜨려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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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004
Smart Hydro Pure Serum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세럼

150ml

퓨어워터 베이스에 ECO CERT 인증받은 Multi BSASM™의 7가지 성분이 2% 함유되어 있어 외부자극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보다 높은 친수성의 라이트형 제형으로 신속하게 진정 및 보습이 가능한 세럼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Multi BSASM™2% (7가지 천연추출물)
사용방법
액티베이터 다음단계에서 얼굴에 도포하여 부드럽게 펴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DB 005
Smart Hydro Pure Cream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크림

50g

세계유네스코에 지정된 제주도 톳 추출물에서 얻은 후코이단 성분을 총 7가지 저분자화 과정을 통해 겉보습이 가능한
제형으로 구성하였으며, 피부 친화력을 높이고 피부장벽강화와 영양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
주요성분
해양심층수, 천연미네랄, Fuligo™ 2%(제주톳추출물), Yeast Beta Glucan(NB) 1,000ppm
사용방법
세럼 다음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DB 006
Smart Hydro Pure Mask Pack 스마트 하이드로 퓨어 마스크팩

1BOX * 10EA

Step1. 민감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생콜라겐 250,000ppm, 센텔라 4X 정량추출물과 쌀겨추출물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중보습
동결건조 패치
Step2. 정제수 대체 전기분해해수에 8중 히알루론산, 갈조류추출물, 스피룰리나추출물의 조화로 이루어진 피부진정 마스크팩
Step1, Step2의 조화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가득한 수분을 전달해주는 민감피부 집중케어 마스크 시트
주요성분
콜라겐 250,000ppm, 센텔라4X 정량추출물, 쌀겨추출물, 갈조류추출물, 스피룰리나추출물, 8중히알루론산
사용방법
Step1.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돈한 뒤 패치를 꺼내 미간, 눈가, 팔자주름 등 고민되는 부위에 붙여줍니다.
Step2. 마스크팩 시트를 얼굴에 잘 덮어주어 동결건조된 콜라겐 패치가 피부 속 깊숙히 스며들 수 있게 15-20분동안 휴식
을 취한 후 마스크를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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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Basic Line

DB 007
Derma Cover BB Cream 더마 커버 비비크림

50g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속에 필수 아미노산, 복합 다당류가 들어있어 수분감을 더해주고 스피룰리나추출물에 함유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이 재생을 촉진함과 더불어 탁월한 커버력으로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비비크림
주요성분
스피룰리나막시마추출물, Blumlight™,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아르간커넬오일, 유채스테롤
사용방법
기초관리 다음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DB 008
VV Whitening Cream 브이브이 화이트닝 크림

30ml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이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비타민 B5/B12를 함유하고 있어 색소침착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하여 피부 속부터 맑고 밝게 톤업해주는 미백크림
주요성분
코엔자임 Q10, 비타민 B5/B12, 세룰라타벚나무꽃추출물, 마치현추출물, 선인장줄기추출물, 병풀추출물
사용방법
기초관리 다음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DB 009
Premium Perilla Modeling Mask 프리미엄 자소엽 모델링 팩

1제 50g / 2제 5g

소엽추출물, 바질잎추출물, 티트리잎추출물 등의 식물성추출물 성분들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불안정해진
상태를 정화시켜 붉어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마스크 팩
주요성분
소엽추출물, 바질잎추출물, 티트리잎추출물, 병풀추출물
사용방법
1제와 2제를 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DB 010
Premium Propolis Modeling Mask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모델링 팩

1제 50g / 2제 5g

제주메밀꿀추출물에 비타민, 당, 아미노산 등 영양성분이 가득히 함유되어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며 피부장벽을
강화시켜 건강하게 지켜주는 마스크 팩
주요성분
제주메밀꿀추출물, 로얄젤리추출물, 그린프로폴리스추출물
사용방법
1제와 2제를 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DB 011
Premium Rose Modeling Mask 프리미엄 로즈 모델링 팩

1제 50g / 2제 5g

뽕나무껍칠추출물이 타이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하여 햇빛이나 멜라닌으로 인한 색소침착 등을 개선하고 방지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녔으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속부터 밝혀주는 마스크 팩
주요성분
로즈추출물, 뽕나무껍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사용방법
1제와 2제를 볼에 담아 충분히 혼합한 후 얼굴에 빠르게 골고루 도포합니다.
약 20분 뒤 턱부터 떼어내고, 화장솜으로 잔여물 및 피부 결을 정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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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bell Basic Line

DB 012
Hydra Soft Modeling Pack 하이드라 소프트 모델링 팩

400g

다시마추출물에 비타민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보습효과가 뛰어나며 윤기 및 탄력을 부여하고 노화 및 색소 침착 예방에
효과적인 모델링 팩
주요성분
규조토, 알진, 스페인감초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다시마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B 013
Radiance Soft Modeling Pack 래디언스 소프트 모델링 팩

400g

진주추출물이 아미노산과 펩티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호 및 피부톤을 개선해주고 보습과 광채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규조토, 알진, 스페인감초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진주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B 014
Cooling Mint Soft Modeling Pack 쿨링 민트 소프트 모델링 팩

400g

페퍼민트잎 추출물이 청량감을 부여하여 온도를 낮추어 진정 및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주며
사우수레아인볼루크라타추출물에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모델링 팩
주요성분
규조토, 알진, 스페인감초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페퍼민트잎추출물, 사우수레아인볼루크라타추출물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DB 015
Purifying Charcoal Soft Modeling Pack 퓨리파잉 챠콜 소프트 모델링 팩

400g

숯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과 숯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이 이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피부를 정화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피지 조절은 물론 블랙헤드 제거를 도와주는 모델링 팩
주요성분
규조토, 알진, 스페인감초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숯가루, 화산재
사용방법
고무볼에 팩 가루와 증류수를 1:1비율로 취해 스파츌라로 충분히 섞은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다음 15~20분 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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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Line

MD 001
DERMASPA 더마스파

DERMASPA는 피부타입 또는 사용 프로토콜에 따른 해당 솔루션
(AHA,BHA,SERUM)을 선택하여 최대한 자극없이 각질을 녹이는 동시에
강력한 석션기능을 이용하여 피부깊숙히 박혀있는 블랙&화이트헤드
등을 제거하여 피부에 묵혀있던 노폐물을 청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클렌징 시술 후에는 세럼 솔루션을 이용하여 피부에 보습 및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
1. 석션(음압조절,시간조절)
2. 단계별 솔루션조절
2-1. AHA
2-2. BHA
2-3. 에센스
3. 자동청결기능
제품
정격
소비
본체
본체

MD 002
V6 Multi Care V6 멀티 케어

V6 Multi Care의 다양한 핸드피스와 해당기능들은 모공 내 각질 제거,
리프팅, 피부탄력개선, 림프 및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초음
파시술을 통해 액상화 형태로 지방 세포를 분해시켜 외부로 배출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크라이오 기능을 통해 쿨링과 히팅이 가능하여
시술 형태에 따른 피부의 진정 효과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온
도입을 통해 수분 및 영양분의 공급, EMS와 LF를 이용한 마사지가 가능한
종합 토탈 스킨케어 기기입니다.
제품 기능
1. 이온토포레시스
2. 크라이오쿨링 & 히팅
3. 스킨스크러버
4. 초음파
5. 중주파
6. 저주파 (두피 / 아이케어 / 림프 & 팔자주름 관리)
제품
정격
소비
본체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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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전압
전력
크기
무게

AC 220V 50/60Hz
MAX 75W
598 × 361 × 220 (WxDxH)
10.5kg

사양
전압
전력
크기
무게

AC 220~240V
MAX 100W
500 x 400 x 400 (WxDxH)
13kg

Aesthetic Product Line

MD 003
Multi Slim Pro 멀티 슬림 프로

Multi Slim Pro는 RF와 초음파의 케비테이션에 의해 몸 속 지방을 녹이는
단계(1~2 Step)와 Sucntion과 EMS의 중주파로 1~2단계에서 녹아진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는 단계 (3 Step)를 가장 이상적으로
조합한 One-Stop treatment 장비입니다. 페이스와 바디에 사용 가능하도록
총 4가지의 핸드피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에스티션의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핸디폴라 관리를 통해서 RF의 온열감, 압력, 마사지 등 미세한
부분까지 control할 수 있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
1. 고주파 & 석션 (Face)
2. 중주파 & 저주파 (Face)
3. 저주파 & 석션 (Body)
4. 고주파 & 초음파 (Body)
5. 고주파 핸디폴라 (Face & Body)
제품
정격
소비
본체
본체

사양
전압
전력
크기
무게

AC 230V AC, 4A
MAX 200W
380 x 455 x 224 (WxDxH)
15kg

MD 004
Dermabell LED Light 더마벨 LED 라이트

Dermabell LED Light는 440개 의료용 SLD로 구성된 고휘도 LED 광선
기기이므로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IR등 총 5가지 파장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미용의 시술후 재생, 여드름, 진정 등의 관리와 이 외에도 모발
관리, 비만 관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 시 다양한 각도조절과 높이 선택이 가능한 편리성과, 2개의 fan이
피부 진정을 느낄 수 있는 쿨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징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능
블루(450~475mm)
그린(515~535mm)
옐로우(586~594mm)
레드(618~635mm)
IR(835~850mm)
제품
정격
소비
본체
본체

사양
전압
전력
크기
무게

110~220V
MAX 65W
38 x 97~129 x 51(WxHxD)
1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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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주)비에스글로벌홀딩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63, 13층
www.dermabell.co.kr / 1800-9095
아래 더마벨전용서버로 들어오시면 더마벨 관련 더욱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서버주소 bsglobal.iptime.org (인터넷 창에 이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www 혹은 https://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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