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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에스테틱샵에서 바이탈이온토(이온영동법)로
널리 알려진 미백, 주름관리 기술을 초소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마스크팩과 호환이 가능하며,
기능성 세럼을 피부 깊숙이 투여하여,
어디서나 피부 미백, 주름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홈에스테틱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안전합니다

경제적입니다

편리합니다

•기능성 에센스를 활성화된 상태로 피부 속에 직접 침투
•사용 후 15분, 최대 8.6배 투과량 증가(기기성능 전임상결과)

•피부에 자극이 적고, 중독성, 부작용 없음
•임상을 통한 제품 검증, 특허 보유
•한국KC, 유럽CE, 미국UL, FCC 인증

•집에서 편하게 사용가능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적(Less Money, Less Time)

•마스크를 본체에 연결하여 손대지 않고, 자동관리
•화장 콤팩트 만큼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 편리

효과적입니다



이온토포레시스 효과

임상 결과

주요 구성품 제품 사양

이온토포레시스(Iontophoresis)

약물 경피 전달 방법 중의 하나로서, 미세전류를 
이용하여 수분과 함께 이온화된 영양성분을
전하의 반발력과 흡인력을 통해 피부 진피층
깊숙이 투입하는 기술입니다.

8.6배
피부 투과량
증가

DeepSkin 기기성능 전임상 결과

<숙명여대 약학연구소>

※ 딥스킨 전용 마스크팩을 통한 기기의 피부 임상테스트 결과 <12주간 매일, 여성 25명, IEC Korea>

※ 개인의 피부상태나 사용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립

손목밴드

본체

자석 케이블

제품명 (모델명)

품목

적용기술

주파수

동작시간

사용시간

강도조절

크기

무게

전원

DeepSkin (HE-100S)

피부관리 미용기기

이온토포레시스 투입기술(펄스형)

110Hz

최대 30분(5분 단위)

하루 최대 30분 권장(초기설정 : 15분)

1~10단계(초기설정 : 10단계)

가로(65mm) X 세로(65mm) X 높이(25mm)

44g(건전지 제외)

4.5V(AAA 1.5V X 3)

(Crow’s feet area, Derma TOP)

After(D84)Befor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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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dermis

epidermis
natural
barrier

13.7%
피부탄력
향상

11.2%
보습
증가

17.3%
색소침착
감소

26.1%
눈가주름
감소

생선에서 유래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함유
피부와 흡사한 분자구조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공급 
피부 탄력을 보강하여 탱탱한 피부를 유지, 피부톤 개선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5가지 베리 추출물
피부 진정, 피지 컨트롤, 피부 보습 효과
안토시아닌을 함유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

친환경소재로 큐프라의 부드러운 밀착력에 텐셀의 강도를 더함
뛰어난 밀착력으로 에센스를 전달하여 수분 보유력 향상
(시트 중량 대비 10배 이상의 에센스 흡액력)

콜라겐 에센스로 피부탄력 UP 

Berry Complex 원료 사용

고농축 100% 텐셀큐프라 마스크

Hicare lonic Infusion Mask
미백 /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제품

insung
스탬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