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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R&D ON EXCELLENT PRODUCTS
다양한 우수제품 지속적 연구개발
패치 류
▶ 클로버 패치

▶ 슬리핑 패치 / 쿨 & 쿨 패치

▶ 하트 & 러브 패치

▶ 네일 패치

▶ 날개 패치

▶ 멀티 아이 패치

▶ 팔자 주름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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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마스크 류
▶ 스포츠 & 뷰티 마스크 (콜라겐)

▶ 가면 겔 마스크

▶ “V”라인 리프팅 마스크

▶ 일반 아이패치 유형

▶ 아이&스팟패치

제품 생산 유형 (총괄)
▶ 다양한 멀티 패치
▶ 일반 마스크 유형

마스크팩

▶ 졸리나! 수면겔 팩

아이존팩

입술 패치

클로버 패치

나비 패치

가슴 패치

목팩

날개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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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 러브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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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INDEX

01
HYDRO GEL
EYE PATCH

HYDRO GEL EYE PATCH

01

하이드로 겔 아이패치
신개발 제품

밝고 맑은 깨끗하고 촉촉한 부드러운 피부 유지

GOLD DIAMOND
II -STEP

규격

아이패치 60매 (30회분）
브라이트닝영양아이크림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MOND
II -STEP

제품특징
I-Step I Brightening Essence Gel Eye Patch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주며, 해조류, 귤껍질
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 녹차, 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알로에, 콜라겐, 장미
추출물 등의 천연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여 밝고, 맑은, 깨끗
하고 촉촉한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II-Step I Lifting Yang—Tul Oil Eye Solution
미백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며, 생기있는 피부톤
을 유지시켜 줍니다. 피부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줌으로서 촉촉한(Moisturiging) 피부로 가꾸
어주고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부드럽게(Softing) 가꾸어주며, 맑고 밝은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사용방법 ]
1

2

3

4

아이패치 1단계

아이패치 2단계

아이패치 3단계

아이패치 4단계

세안 후 화장수로 피부결을 정돈한
다음 스파출러 이용하여 아이패치를 꺼
냅니다. (제 1단용뚜껑을 열어서 패치
를 꺼내세요）

눈 아래 부분의 모양에 맞게 아이패치
를 붙이고 약 20~30분 후 아이패치를
제거합니다.

보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부에 남아
있는 에센스를 가볍게 두드려 흡수 시
킵니다.

Lifting 솔루션을 얼굴에 충분히 바르고
마사지 하듯이 피부를 두드려 흡수합니
다. (제 2단용기를 열고 세럼을 취하여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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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신개발 제품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은 그대로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골드 다이아,
그 아름다움에 물들다
눈가 피부에 영양을 듬뿍!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를 맑고, 밝게 개선시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추출물, 콜라겐과 장미수(Rose Water)등 천연 성분들을 혼합 함유
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한층 더 공급하여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성분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밝고
생기 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골드 다이아, 그 아름다움에 물들다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신진대사 촉진 및 피부조직 활성화를 도와, 피부를 맑고

· 황금, 다이아몬드, 진주 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한 청정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특히 콩피토 플라센타 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갈조추출물, 녹차, 알로에, 석류, 귤껍질추출물등의 자연 성분을 함유 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겔 아이패치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 특히, 와인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주며, 해조류, 녹차, 알로에, 콜라겐 추출물과 장미수 등 천연 성분들은
혼합 함유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층 더 높여 줍니다.
· 천연 피부 정화 능력을 가진 진주가루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밝고
생기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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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신개발 제품
GOLD DIA CRYSTAL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MILK ESSENCE
HYDRO GEL EYE PATCH

맑고, 싱그러운 눈가 피부

한층 부드럽고 생기있는 피부를 유지

GOLD DIA CRYSTAL
HYDRO GEL EYE PATCH

MILK ESSENCE
HYDRO GEL EYE PATCH

시켜 줍니다.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 귤껍질추출물, 갈조(해조)추출물, 알로에베라추출물, 석류추출물, 카모마일 등의 식물성

· 특히, 와인 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 있는

성분을 함유하므로서 영양, 보습, 탄력, 리프팅, 쿨링 효과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피부를 유지시켜 주며, 해조류 녹차, 알로에, 콜라겐 추출물과 장미수 등 천연 성분들을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파우더, 콜라겐, 유비퀴논(코엔자임Q-10)등의 성분에 의하여 윤택

혼합 함유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층 더 높여 줍니다.

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천연 피부 정화 능력을 가진 진주가루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생기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밝고

있게 가꾸어 줍니다.

생기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끼다

밝고, 깨끗한 탄력있는 피부

GOLD DIA EMERALD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알로에(Aloe) 성분에 의하여 피부진정 및 피부를 맑고. 밝게 가꾸어 청정한 피부를 유지
시켜주며, 귤껍질추출물, 갈조(해조)추출물, 알로에베라추출물, 석류추출물, 카모마일 등
의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므로서 영양, 보습, 탄력, 리프팅, 쿨링 효과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파우더, 콜라겐, 유비퀴논(코엔자임Q-10)등의 성분에 의하여 윤택
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 시켜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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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EA

· Milk성분에 의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한층 부드럽고 생기있는 피부를 유지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신진대사 촉진 및 피부조직 활성화를 도와 피부를 맑고

있게 가꾸어 줍니다.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제품특징

제품특징

GOLD DIA EMERALD
HYDRO GEL EYE PATCH

규격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제품특징
· 황금과 블랙진주파우더(Black Pearl Powder) 성분이 피부를 밝고 깨끗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 장미(Rose Extract), 석류, 귤껍질추출물 등 천연 성분을 혼합 함유
하므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
어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Gel)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생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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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신개발 제품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눈가 피부에 영양을 듬뿍!!

싱그럽고 신선한 피부!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水光)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水光

제품특징

제품특징

· 황금용액(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가루(Diamond powder)성분에 의하여 피부를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맑고, 밝게 가꾸어 청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해조류, 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ll Extract), 녹차, 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 귤껍질추출물, 갈조(해조)류추출물, 석류추출물, 카모마일 등의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므로

알로에, 콜라겐, 장미추출물 등의 천연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서 영양, 보습, 탄력, 리프팅, 쿨링 효과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공급하여 탄력있고 윤택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Pearl powder), 콜라겐(collagen), 유비퀴논(코엔자임Q- 10)

· 프리미엄 에센스를 고농축한 아이패치로 물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적수용성

등의 성분에 의하여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에센스 영양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Gel)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패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RED GINSENG
HYDRO GEL EYE PATCH

생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당신의 피부를 한층 아름답게!!

황금과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고귀한 피부

RED GINSENG
HYDRO GEL EYE PATCH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홍삼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인 사포닌(Saponin)이 매우 높게 생성되어 피부 조직을 활성화
시켜 피부를 생기있고 탄력있는 윤택한 피부로 가꾸어주며,
· 특히 홍삼의 피부에 우수한 미용성분과 함께 국가공인 주름개선 원료인 아데노신 성분을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고급형/대형)

제품특징
· 피부에 수분감, 신선감, 싱그러운 피부톤 유지
· 고품격 골드다이아몬드 관리 프로그램
· 밀찰력, 착용감, 부드러운 느낌 탁월

함유함으로서, 피부 각질 각화등 눈가주름 개선효과를 더욱 촉진시켜 주면서 다이아몬드

· 하이테크 신기술로 개발된 수용성 에센스겔팩

성분에 의하여 피부를 한층 밝은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 영양, 보습, 쿨링, 탄력, 리프팅, 브라이트닝효과 충족

· 그 외에 해조류,녹차,알로에,콜라겐 등의 우수한 미용성분을 피부에 충분하게 공급, 영양,
보습,쿨링,탄력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겔(Gel)타입 고품격 패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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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히트 제품

주요 신개발 제품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2019

골드 다이아, 그 아름다움에 물들다

히트상품

제품특징
· 황금, 다이아몬드, 진주 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한 청정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특히 콩피토 플라센타 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CRYSTAL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EMERALD
GEL EYE PATCH

MILK ESSENCE
GEL EYE PATCH

GOLD DIA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RED GINSENG
HYDRO GEL EYE PATCH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水光)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 갈조추출물, 녹차, 알로에, 석류, 귤껍질추출물등의 자연 성분을 함유 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겔 아이패치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GOLD DIAMOND
II -STEP
밝고 맑은 깨끗하고 촉촉한 부드러운 피부 유지

2018
히트상품

제품특징
I-Step I Brightening Essence Gel Eye Patch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주며, 해조류, 귤껍질추출물
(Citrus Unshiu Peel Extract), 녹차, 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알로에, 콜라겐, 장미추출물 등의 천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여 밝고, 맑은, 깨끗하고 촉촉한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II-Step I Lifting Yang—Tul Oil Eye Solution
미백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며, 생기있는 피부톤을 유지
시켜 줍니다. 피부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줌으로서 촉촉한(Moisturiging) 피부로 가꾸어주고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부드럽게(Softing) 가꾸어주며, 맑고 밝은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눈가 피부에 영양을 듬뿍!

2017
히트상품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를 맑고, 밝게 개선시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추출물, 콜라겐과 장미수(Rose Water)등 천연 성분들을 혼합 함유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한층 더 공급하여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밝고 생기 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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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일반개발 제품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고급형/대형)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1
2

제품특징

밝고 생기있는 눈가! 미스킨 아이패치로!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BRIGHTENING · MOISTURING · LIFTING
보습·유연·영양·탄력·리프팅을 한번에!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GOLD DIAMOND 고급형
HYDRO GEL EYE PATCH

· 해조류,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녹차,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알로에, 콜라겐, 장미추출물등의 천연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여 탄력있고 윤택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프리미엄 에센스를 고농축한 아이패치로 물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수용성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에센스 영양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패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눈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꾸어 줍니다.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다양한 부위에 아름다움을!

GOLD DIAMOND 소형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보통형/소형)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해조류,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녹차,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알로에, 콜라겐, 장미추출물등의 천연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여 탄력있고 윤택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프리미엄 에센스를 고농축한 아이패치로 물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수용성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에센스 영양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패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눈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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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일반개발 제품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피부를 맑고, 탄력있는 피부로!

DIA FORCE BLACK
HYDRO GEL EYE PATCH
밝고 생기있는 눈가를 위해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DIA FORCE BLACK
HYDRO GEL EYE PATCH

DIAFORCE GOLD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를 맑고, 밝게 개선시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추출물, 콜라겐과 장미수(Rose Water)등 천연 성분들을 혼합 함유

· 블랙진주파우더(Black Pearl Power)성분이 피부를 밝고, 깨끗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한층 더 공급하여 줍니다.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성분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해조류,녹차,알로에,장미(Rose Extract),석류,귤껍질추출물 등 천연 성분 혼합 함유하므로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서,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밝고 생기 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아이패치가 밝고
생기 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DIAFORCE RUBY
HYDRO GEL EYE PATCH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의 완성!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MOND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DIAFORCE RUBY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다이아몬드와 Ruby 성분이 피부릉 활성화시켜 피부틀 맑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 특히, Ruby와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 시켜 주며 해조류, 녹차, 알로에, 콜라겐 추출물과 장미수 등 천연 성분들을 혼합 함유
함으로서,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층 더 높여 줍니다.
· 진주가루(Pearl Powder)는 피부를 청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다이아포스 루비 아이패치가
밝고 생기 있는 눈가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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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위해

GOLD DIAMOND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황금과 블랙진주파우더 (Black Pearl Power) 성분이 피부를 밝고, 깨끗한 탄력 있는 피부
로 가꾸어 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 장미(Rose Extract), 석류, 귤껍질추출물 등 천연 성분을 혼합 함유
하므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
어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Gel)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생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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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일반개발 제품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GOLD와 DIAMOND의 만남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피부를 밝고 탄력있게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밝고 탄력있는 고품격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황금과 블랙진주 파우더(Black Pearl Powder) 성분이 피부를 밝고,

· 해조류, 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 녹차, 콩피토플라센타, 석류 추출

깨끗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물, 알로에, 콜라겐, 장미추출물등의 천연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 해조류, 녹차, 알로에, 장미(Rose Extract), 석류, 귤껍질 추출물 등 천연성분을

공급하여 탄력있고 윤택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혼합 함유하므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 프리미엄 에센스를 고농축한 아이패치로 물에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환경친화적 수용성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어줍니다.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에센스 영양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겔(Gel) 아이패치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패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눈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꾸어 줍니다.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MOISTURIZING & MOISTURIZING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RED GINSENG
HYDRO GEL EYE PATCH
(소형)

규격

60매(30회분)

최소 발주량

10,000EA

홍삼 성분의 고품격 아이패치

RED GINSENG
HYDRO GEL EYE PATCH

제품특징
· 황금, 다이아몬드, 진주 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한 청정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특히, 와인(Wine)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력있
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갈조추출물, 녹차, 알로에, 석류, 귤껍질추출물등의 자연성분을 함유함으로서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 겔(Gel) 아이패치 타입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제품특징
· 홍삼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인 사포닌(Saponin)이 매우 높게 생성되어 피부 조직을 활성화
시켜 피부를 생기있고 탄력있는 윤택한 피부로 가꾸어주며,
· 특히 홍삼의 피부에 우수한 미용성분과 함께 국가공인 주름개선 원료인 아데노신 성분을
함유함으로서, 피부 각질 각화등 눈가주름 개선효과를 더욱 촉진시켜 주면서 다이아몬드
성분에 의하여 피부를 한층 밝은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 그 외에 해조류,녹차,알로에,콜라겐 등의 우수한 미용성분을 피부에 충분하게 공급,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겔(Gel)타입 고품격 패치입니다.

22 MI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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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아름다움과 만난다! MISKIN

일반개발 제품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만남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GOLD DIAMOND
HYDRO GEL EYE PATCH

MORNING SURPRISE GOLD
HYDRO GEL EYE PATCH

03
눈가
01
GOLD
EYE PATCH

VITAMIN
HYDRO GEL EYE & SPOT PATCH

이마

GOLD RACOONY
HYDRO GEL EYE&SPOT PATCH

04
목

GOLD SNAIL
HYDRO GEL EYE PATCH

BLACK PEARL
HYDRO GEL EYE PATCH

KEYSKIN
HYDRO GEL EYE PATCH

02
입가

GOLD PREMIUM FIRST
HYDRO GEL EYE PATCH

BLACK PEARL & GOLD
HYDRO GEL EYE PATCH

SYN-AKE
HYDRO GEL EYE PATCH

*본 제품은 고품격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24 MI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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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EYE PATCH

I N D E X

HYDRO GEL MASK

02

02

HYDRO
GEL MASK

신개발 제품

하이드로 겔 마스크

GOLD DIAMOND
HYDRO GEL MASK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보습을

규격

낱장 8매입

최소 발주량

5,000SET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GOLD DIAMOND
HYDRO GEL MASK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고귀한 피부
· 피부에 수분감, 신선감, 싱그러운 피부톤 유지
· 고품격 골드다이아몬드 관리 프로그램
· 밀착력, 착용감, 부드러운 느낌 탁월
· 하이테크 신기술로 개발된 수용성 에센스겔팩
· 영양, 보습, 쿨링, 탄력, 리프팅, 브라이트닝효과 충족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탄력 부스팅

GOLD DIAMOND
HYDRO GEL MASK (水光)

GOLD DIAMOND
HYDRO GEL MASK (水光)

제품특징
· 황금용액(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가루(Diamond powder)성분에 의하여 피부를
맑고, 밝게 가꾸어 청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 귤껍질추출물, 갈조(해조)류추출물, 석류추출물, 카모마일 등의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므로
서 영양, 보습, 탄력, 리프팅, 쿨링 효과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Pearl powder), 콜라겐(collagen), 유비퀴논(코엔자임Q- 10)
등의 성분에 의하여 윤택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겔(Gel)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피부를 한층
생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26 MI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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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MASK

신개발 제품
GA MYEON GEL MASK
MOISTURIZING
색다른 즐거움과 보습까지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14,000SET

GA MYEON GEL MASK
MOISTURIZING

GA MYEON GEL MASK
COOLING
색다른 즐거움과 쿨링까지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14,000SET

GA MYEON GEL MASK
COOLING

제품특징

제품특징

· 가면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족할 수 있어 심심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가면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족할 수 있어 심심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황금, (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 가루(Diamond powder), 귤껍질 추출물 , 알로에

· 황금, (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 가루(Diamond powder), 귤껍질 추출물 ,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 선인장추출물 , 녹차추출물, 갈조추출물, 콜라겐 등의 물에 분해되는 친환

베라잎 추출물 , 선인장추출물 , 녹차추출물, 갈조추출물, 콜라겐 등의 물에 분해되는 친환

경 겔(Gel) 시트 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경 겔(Gel) 시트 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pearl powder)가 유비퀴논(Ubiquinone) 등을 함유 함으로서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pearl powder)가 유비퀴논(Ubiquinone) 등을 함유 함으로서

깨끗하고 탄력있는 청정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깨끗하고 탄력있는 청정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GA MYEON GEL MASK
NOURISHING
색다른 즐거움과 영양까지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14,000SET

GA MYEON GEL MASK
NOURISHING

GA MYEON GEL MASK
LIFTING
색다른 즐거움과 리프팅까지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14,000SET

GA MYEON GEL MASK
LIFTING

제품특징

제품특징

· 가면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족할 수 있어 심심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가면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족할 수 있어 심심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황금, (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 가루(Diamond powder), 귤껍질 추출물 , 알로에

· 황금, (Colloidal Gold)과 다이아몬드 가루(Diamond powder), 귤껍질 추출물 ,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 선인장추출물 , 녹차추출물, 갈조추출물, 콜라겐 등의 물에 분해되는 친환
경 겔(Gel) 시트 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pearl powder)가 유비퀴논(Ubiquinone) 등을 함유 함으로서
깨끗하고 탄력있는 청정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28 MISKIN

규격

베라잎 추출물 , 선인장추출물 , 녹차추출물, 갈조추출물, 콜라겐 등의 물에 분해되는 친환
경 겔(Gel) 시트 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을 느낄수 있으며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pearl powder)가 유비퀴논(Ubiquinone) 등을 함유 함으로서
깨끗하고 탄력있는 청정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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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MASK

신개발 제품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20,000SET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당신이 잠든 사이에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드려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드려요

제품특징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20,000SET

제품특징

· 수면 겔(Gel) 아이패치는 눈위에 수면덮개가 있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

· 수면 겔(Gel) 아이패치는 눈위에 수면덮개가 있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

시켜 주며 특히, 향아로마요법에 의하여 라벤다, 일랑 일랑, 카모마일 등의 성분이 심신

시켜 주며 특히, 향아로마요법에 의하여 라벤다, 일랑 일랑, 카모마일 등의 성분이 심신

안정을 유지 시켜 주며 수면을 도와 줍니다.

안정을 유지 시켜 주며 수면을 도와 줍니다.

· 그리고, “가면” 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심신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그리고, “가면” 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심신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은 피부를 맑고, 밝게 해주며 갈조(해조)류, 녹차, 귤껍질 추출물,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은 피부를 맑고, 밝게 해주며 갈조(해조)류, 녹차, 귤껍질 추출물,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등의 식물성분을 함유하므로써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등의 식물성분을 함유하므로써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20,000SET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당신이 잠든 사이에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드려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드려요

제품특징

규격

낱장 5개입

최소 발주량

20,000SET

제품특징

· 수면 겔(Gel) 아이패치는 눈위에 수면덮개가 있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

· 수면 겔(Gel) 아이패치는 눈위에 수면덮개가 있어 눈을 감은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

시켜 주며 특히, 향아로마요법에 의하여 라벤다, 일랑 일랑, 카모마일 등의 성분이 심신안

지시켜 주며 특히, 향아로마요법에 의하여 라벤다, 일랑 일랑, 카모마일 등의 성분이 심신

정을 유지 시켜 주며 수면을 도와 줍니다.

안정을 유지 시켜 주며 수면을 도와 줍니다.

· 그리고, “가면” 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심신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그리고, “가면” 은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심신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은 피부를 맑고, 밝게 해주며 갈조(해조)류, 녹차, 귤껍질 추출물,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은 피부를 맑고, 밝게 해주며 갈조(해조)류, 녹차, 귤껍질 추출물,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등의 식물성분을 함유하므로써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30 MISKIN

규격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등의 식물성분을 함유하므로써
· 피부에 청량감과 신선함을 더해주며, 영양, 보습, 쿨링, 탄력을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면겔(Gel) 가면마스크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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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MASK

HYDRO GEL MASK

신개발 제품

일반개발 제품
JOLINA COOL COOL
ANTI-SLEEPING PATCH

규격

낱장 1매 (1회분)

최소 발주량

100,000EA

GOLD DIAMOND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촉촉함이 살아나요!

졸리나! "쿨쿨" 졸음방지 패치

HYDRO GEL MASK

GOLD DIAMOND

직장인 운전자 희소식!
졸음예방, 스트레스 해소

피부깊숙이 풍부한 수분감을 주어
수딩감과 탄력을 주는 마스크팩

제품특징

제품특징

· 황금(Gold)과 다이아몬드(Diamond)성분에 의한 피부신진대사 촉진으로 피부 청정 작용

· 우수한 효능을 지닌 은(銀)이온수(Colloidal Silver)와 비타민C, 페퍼민트, 라벤더 등 10여

을 해주며,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촉촉하고

종의 릴렉스기능과 피부 친화도가 높은 천연 허브 성분 등이 피부속으로 전달되면서 시원

부드럽게 가꾸어 줌으로써 생기있는 피부를 유지 시켜 줍니다.

하고 상쾌한 청량함이정신을 맑게 하여 졸음을 예방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 그 외에도 해조류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등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혼합 함유함으로서 청량

줍니다.

감과 신선감을 더해 주며 쿨링, 영양, 보습, 탄력을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아름답게 가꾸어

· 졸음 방지 패치(안티 슬리핑)를 뒷목이나 이마에 붙이면 시원한 청량감을 유지하여 나른할

줍니다.

때의기분 전환, 수험생의 집중력 향상 및 운전자의 졸음 운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전성분

· 에센스 성분 자체를 응축시켜 피부에 강하게 밀착되며 피부 깊숙이 풍부한 수분감을 주어

은용액, 비타민C, 페파민트, 티트리, 선인장, 유칼립튜스, 석류, 장미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수딩감과 탄력 효과를 부여합니다. 수용성 팩 자체의 에센스 성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라벤더, 로즈워터, 허브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PREMIUM DIAMOND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밝고 깨끗한 피부

DIA FORCE GOLD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맑고 깨끗한 탄력있는 피부!

PREMIUM DIAMOND

HYDRO GEL MASK

HYDRO GEL MASK

DIA FORCE GOLD

제품특징
·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미인 무갈여왕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
베다’ 에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피부탄력과 브라이트닝 및 노폐물 제거에 우수한 다이아몬드
가루를 식물추출물과 혼합하여 아름다움을 지속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다이아몬드는 피부박
피와 각종 레이져 시술에 매우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 Vitamin C가 풍부한 제주산 귤껍질추출물과 녹차,알로에, 하이루로닉애시드, 콜라겐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한층 더 밝고 탄력있게 가꾸어줍니다.
· 친환경 순수 식물성인 해조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추출물, 장미수, 귤추출물, 콜라겐 등을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성분이 피부를 맑고, 밝게 개선시켜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해조류, 녹차, 알로에추출물, 콜라겐과 장미추출물(Rose Exract)등 천연 성분들을 혼합
함유함으로서,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한층 더 공급하여 줍니다.
· 피부미용에 좋은 진주가루 성분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마스크가 밝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함유하여 피부에 영양,보습,탄력을 공급하여 지친 피부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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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HYDRO GEL MASK

일반개발 제품
GOLD DIA BLACK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탄력있는 탱탱한 피부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GOLD DIA BLACK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필름 포장
5매입 + 앰플
4ml

최소 발주량

10,000SET

(Gel Mask & Serum)

Gel Mask &
Serum

제품특징
l - Step Lifting Solution

제품특징

· 이완 (Relex)된 피부에 모공을 축소시켜 피부탄력을 한층강화시켜주고
· 강한리프팅(Lifting) 작용으로 피부 밸런스를 유지시켜 줌으로서 싱그럽고 탄력있는 탱글

· 황금과 다이아몬드 블랙진주(Black Pearl Fowder) 성분이 피부로 밝고, 깨끗한 탄력있는

탱글한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피부로가꾸어 줍니다.

ll - Step Brightening Solution

· 해조류, 녹차, 알로에 장미(Rose Extract), 석류, 귤껍질 추출믈 등 천연성분을 혼합 함유함

· 심신안정과 수면에 좋은 향 아로마요법에 의한 카모마일, 라벤다, 일랑일랑을 혼합한 향료

으로서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어

를 사용함으로서 수면기능과 심신안정,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기능화한 팩입니다.

줍니다.

· 피부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줌으로서 촉촉한(Moisturiging)피부로 가꾸어줄 뿐만 아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마스크가 밝고

니라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부드럽게(Softing) 가꾸어주고 맑고 밝은 Brightening한피부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를 유지시켜줍니다.

DIAMOND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아름다운 피부!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KAMGYUL CHOCOLATE

DIAMOND
HYDRO GEL MASK

(Gel Mask & Serum)

규격

낱장 필름 포장
5매입 + 앰플
4ml

최소 발주량

10,000SET

FORMING ESSENCE
피부를 한결 탄력있게

제품특징
제품특징

Ⅰ - Step | Whitening & Anti–Wrinkle Serum
Ⅱ - Step |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Gel Mask & Serum

· 다이아몬드는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의 피부 미용법으로 각질, 노폐물 관리에 탁월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 STEP Program Mask Pack & Serum

· 특히,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한 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이 함유되어 피

· 제주에 식생하는 비타민C(Vitamin C)가 풍부한 귤성분(Citrus Unshiu Pearl Extract)과

부 친화적이며, 윤택, 보습력, 밀착력이 뛰어나 피부를 한층 탄력있게 지속시켜 주며 그외
에도 해조류, 녹차, 알로에, 콩피토플라센타, 석류추출물 등과 장미추출물을 혼합 함유하므
로써 영양, 보습, 탄력을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풍부한 비타민C

알로에, 해조류, 추출물, 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와인추출물 등 자연성분을 함유 함으로
서 피부를 한결 탄력있게 가꾸어줍니다.
Whitening & Anti - wrinkle 국가공인(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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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MASK, JOLLINA EYE PATCH ETC

HYDRO GEL MASK

일반개발 제품

주요 신개발 제품

촉촉하고 유연한 피부

GOLD DIA
HYDRO GEL MASK

규격

낱장 5매입

최소 발주량

10,000SET

(Collagen "W" Mask)

GOLD DIA
HYDRO GEL MASK

Collagen

' W ' Mask
GA MYEON GEL MASK
LIFTING

GA MYEON GEL MASK
COOLING

GA MYEON GEL MASK
NOURISHING

GA MYEON GEL MASK
MOISTURIZING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AROMA THERAPY SUMYEON
HYDRO GEL MASK

GOLD DIAMOND
HYDRO GEL MASK

GOLD DIA
HYDRO GEL MASK

DIAMOND
HYDRO GEL MASK PACK

GOLD DIA BLACK
HYDRO GEL MASK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KAMGYUL CHOCOLATE
FORMING ESSENCE

(Gel Mask & Serum)

(Gel Mask & Serum)

제품특징
· 황금과 다이아몬드, 진주 성분이 피부를 맑고, 깨끗한 청정 피부를 가꾸어 줍니다.
· 특히 콩피토플라센타추출물과 콜라겐 추출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윤택하고 탄
력있는 피부를 유지 시켜줍니다.
· 갈조추출물, 녹차, 알로에, 석류, 귤껍질추출물등의 자연성분을 함유하므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쿨링효과를 한번에 충족시켜 줍니다.
· 물에 분해되는 친환경 시트팩으로 청량감과 신선함이 극대화 된 프리미엄 마스크가 밝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PREMIUM DIAMOND
BUBBLE PEELING SHEET

규격

낱장 10매입

최소 발주량

20,000SET

밝고 깨끗한 피부

PREMIUM DIAMOND
BUBBLE PEELING SHEET

(Collagen "W" Mask)

제품특징
·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미인 인 무갈여왕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 의학서인 '아유
르베다', 에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피부탄력과 브라이트닝 및 노폐물 제거에 우수한 다이아몬
드 가루를 식물추출물과 혼합하여 아름다움을 지속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다이아몬드는 피부
박피와 각종 레이져 시술에 매우 유용하고 광범위하게 활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폼 성분과 결합하여 피부자극을 최소화 하여 각종 묵은 각질과 피지,
노폐물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제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 Vitamin C가 풍부한 제주산 귤껍질추출물과 녹차, 알로에, 하이루로닉애시드, 콜라겐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한층 더 밝고 탄력있게 가꾸어줍니다.

36 MISKIN

DIA FORCE GOLD
HYDRO GEL MASK

PREMIUM DIAMOND
BUBBLE PEELING SHEET

WE WILL GIFT A NATURAL FOR YOUR SKIN 37

MISKIN BEAUTY I

SERUM & CREAM

I N D E X

SERUM & CREAM

03

03

SERUM &
CREAM

신개발 제품

세럼 크림류 제품

강력하게 조여주는 피부 밸런스

POWER LIFTING
Ⅱ-STEP

규격

POWER LIFTING 60ml
브라이트닝 영양아이크림 50ml

최소 발주량

10,000EA

POWER LIFTING

Ⅱ-STEP
I-Step | 피부탄력, 모공축소, 피부벨런스
II-Step | 밝고, 맑은, 깨끗한 피부

제품특징
I-Step | Power Lifting Solution
· 이완 (Relex)된 피부에 모공을 축소시켜 주며, 피부탄력을 한층 강화시켜 줍니다.
· 강한리프팅(Lifting) 작용으로 피부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므로서 싱그럽고 탄력있는 탱글
탱글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II-Step | Brightening Solution
· 피부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며, 촉촉한(Moisturiging)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를 한층 유연하고 부드럽게(Softing) 가꾸어주며 맑고 밝은 Brightening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MINERAL WATER
SUBUN POKTAN CREAM
미백 · 주름 2중 기능성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MINERAL WATER
SUBUN POKTAN CREAM

제품특징
· “미역, 다시마 추출물과 해양심층수”의 과학적 혼합 작용으로 피부에 바를 경우 수분증발을
막아 피부를 한층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 황금, 다이아몬드, 진주 성분등이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갈조추출물과
녹차, 알로에, 석류, 귤껍질 추출물등의 자연성분을 함유 함으로써 피부에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한번에 충족시켜 피부를 생기있고 윤택하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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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IN BEAUTY I

SERUM & CREAM

신개발 제품

주름개선과 보습효과가 한번에

GOLD DIA GREEN ALOE
SOOTHING MARINE EYE CREAM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탱글탱글한 탄력있는 피부

GOLD DIA GREEN ALOE

PURPLE 9

SOOTHING MARINE
EYE CREAM

PURPLE 9
PERFECT ANTI-WRINKLE
TREATMENT SOURCE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Spoid Container

PERFECT ANTI -WRINKLE
TREATMENT SOURCE

제품특징

제품특징

· 눈 주변을 높은 보습 효과가 있는 콜라겐으로 보충시켜주며, 탄력있고,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 주름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아데노신’ 함유로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어 생기있는 피부톤을

·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아데노신 함유로 피부 아래층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눈 주변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탄력있게 가꾸어주고 주름개선과 다크서클 및 아이백 개선을 도와줍니다.

· 고삼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혼합 함유함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이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캐비어추출물, 스쿠알랜, 미네랄오일 등을 함유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아름답게 유지시켜줍니다.

GOLD DIA RED GINSENG
BIRD`S NEST EYE CREAM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피부를 탄력있고 생기있게

맑고 · 밝은 · 하얀 피부

GOLD DIA RED GINSENG

PURPLE 9

BIRD`S NEST EYE CREAM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EA

Spoid Container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제품특징
· 우수한 품질의 금사연둥지 추출물을 함유하여 고영양을 피부에 공급하여 피부를 탄력있고
생기 있게 가꾸어 줍니다.
· 흡수력 있는 홍삼추출물을 함유하여 피부에 더욱 더 쉽게 스며들어 눈 주변 각질, 각화를
개선하여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금을 미세한 입자로 분해한 콜로이달 골드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밝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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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 9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제품특징
· 미백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드’ 함유로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어 밝고 깨끗한
생기있는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캐비어추출물을 혼합 함유함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이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생기있고 깨끗하게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콜라겐, 비타민 미네랄오일 등을 함유하여 피부를 더욱 아름답고 촉촉하게
유지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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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 CREAM

주요 신개발 제품

신개발 제품

탱글탱글한 탄력있는 피부

PURPLE 9

PURPLE 9
PERFECT ANTI-WRINKLE
TREATMENT SOURCE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0EA

Pouch

PERFECT ANTI -WRINKLE
TREATMENT SOURCE

GERMANIUM
MOLOKHIA WATER CREAM

E.G.R
ANIT-WRINKLE CREAM

HE HUMAN FACE
ANIT-WRINKLE CREAM

WEL SKIN PERFECT ANTI-WRINKE
TREATMENT SOURCE

WEL SKIN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LEMON FRESH
WHITENING CREAM

GARM GYUL ESSENCE
WHITENING SERUM

GARM GYUL NUTRITION ESSENCE
ANTI-WRINKLE CREAM

PURPLE9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DIAMOND
WHITENING SERUM

E.G.F
WHITENING SERUM

PURPLE9
PERFECT ANTI-WRINKLE
TREATMENT SOURCE

제품특징
· 주름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아데노신’ 함유로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어 생기있는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고삼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혼합 함유함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이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캐비어추출물, 스쿠알랜, 미네랄오일 등을 함유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아름답게 유지시켜줍니다.

맑고 · 밝은 · 하얀 피부

PURPLE 9

PURPLE 9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규격

1개입 30ml

최소 발주량

100,000EA

Pouch

PERFECT WHITENING
TREATMENT SOURCE

제품특징
· 미백개선에 탁월한 원료인 ‘나이아신아마드’ 함유로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어 밝고 깨끗한
생기있는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캐비어추출물을 혼합 함유함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이 영양, 보습, 탄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피부를 한층 생기있고 깨끗하게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콜라겐, 비타민 미네랄오일 등을 함유하여 피부를 더욱 아름답고 촉촉하게
유지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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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GEL EYE PATCH

다양한 제품 지속 연구 개발

I N D E X

04
OTH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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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OTHER PRODUCTS

OTHER PRODUCTS
그 외 다양한 제품

다양한 하이드로겔 마스크 (목, 아이존, 마스크, 필링타월 등)

▶ 제품특징
· 천연식물성 에센스 추출물 함유
· 친환경 수용성 겔(Gel)패치
· 편리한 사용감과 밀착력 우수
· 청량감과 신선함 극대화
· 충분한 수분 공급, 촉촉한 피부 유지

▶ 주 원료
· 골드 파우더(Gold Powder)
· 다이아몬드 파우더(Diamond Powder)
· 숯/감귤추출물/초콜렛
· 다양한 천연식물성
· 에센스(Essence) 성분 함유

▶ 주요 효능
· 리프팅 (Lifting)
· 윤기 (Brightening)
· 보습 (Moisturizing)
· 영양 (Nourishing)
· 쿨링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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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RODUCTS

목 · 눈 · 하이드로 겔 패치 및 필링타월
▶ 목팩 (Neck Pack)

2-STEP PROGRAM PACK

초콜릿 감귤
퍼밍 에센스 겔 마스크& 세럽

▶ 눈팩 (Eye Pack)

'비타민 C가 풍부한 귤껍질추출물 함유 '

▶ PEELING TOWEL & AMP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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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RODUCTS

제주 친환경 제품개발
▶ 제주 청정 감귤 제품

감귤과 골드의

특별한 만남

GAM GYUL ESSENCE
GOLD GEL MASK
（5매）

GAM GYUL ESSENCE
GOLD GEL NECK MASK
（10매）

GAM GYUL ESSENCE
GOLD GEL EYE PATCH
（60 매/30 회분）

GAM GYUL ESSENCE
GOLD GEL EYE & SPOT
（60 매/30 회분）

A SPECIAL MEETING BETWEEN JEJU TANGERINES AND GOLD

▶ 12 NAIL ESSENCE GEL PATCH / 12 TOENAIL ESSENCE GEL PATCH

GARM GYUL
ESSENCE GEL 12 NAIL

▶ JEJU 청정화장품 원료

GARM GYUL
ESSENCE GEL 12 NAIL&TOENAIL

고보습(High Moisturizing)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손·발톱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고영양(High Nutrition)

평상시 컬러링(Coloring) 등으로 손상되고 지친 손·발톱에 자연 그대로의 감귤 주성분인
비타민-C 에센스 영양공급을 주어 건강하게 케어해줍니다.

원료의 특징
귤껍질추출물 함유

GARM GYUL
ESSENCE GEL 12 TOENAIL

비타민 C가 풍부한 귤껍질추출물(Citrus Unshiu Peel Extract)을 함유함으로써 유연하고 탄력있

혈색마사지(Revital Massage)

자연추출 에센스 성분을 손·발톱에 직접 붙여 마사지 해 줌으로써 생기있는 혈색을 가꿀 수 있습니다.

청정작용(Cleaning)

불결해지기 쉬운 손·발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마사지 해 줌으로써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는 윤택한 피부를 가꾸어 감귤 그대로의 신선함과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황금용액 함유

황금은 예로부터 고귀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써 황금용액(Colloidal Gold)은 피부조직을 활성
화시켜 생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자연추출물 함유

자연 해조류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추출물, 장미수. 콜라겐 등을 혼합 · 함유함으로써 충분한
영양, 보습, 탄력, 쿨링 효과를 주어 피부를 한층 아름답게 가꾸어줍니다.

고분자 신기술

고분자 신기술로 개발된 수용성 겔팩으로써 편리한 사용감과 밀착력이 우수한 마스크입니다.

친환경 성분

감귤 마스크팩은 물에 녹는 친환경 성분으로써 피부에 붙이고 있으면 그 영양분이 흡수되어

NUTRITION &
MOISTURIZING
CLEANSING

· 손·발톱을 보호하고 신제품 개발과 함께 컨셉화함으로써 패치 부착 전에 Cleansing 하시면 최상의 효과가 나며,
고보습, 고영양, 혈색마사지, 청정작용도 한번에 해결됩니다.
· 12 Nail이란? 손톱 10부위 + 손톱 주변 Skin Care 2부위
용량

12 Nail 22회분 / 각 100g / 264 겔패치

용법

① 손·발톱에 패치 부착 전 Nutrition & Moisturizing Cleansing 원형티슈를 꺼내 손·발톱을 깨끗하게 닦아 주면 충분한 영양과
보습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손·발톱에 스킨케어 패치를 꺼내어 그림과 같이 부착하십시오.

점점 앏아 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50 MISKIN

WE WILL GIFT A NATURAL FOR YOUR SKIN 51

MISKIN BEAUTY I

OTHER PRODUCTS

GAM GYUL PROGRAM - MOUTH CIRCLE SKIN SPECIAL CARE
STEP 1 I Jeju Gam Gyul Anti-Wrinkel & Whitening Serum
: 제주감귤 주름개선, 미백 2중 기능성 세럼
용량

주름 30ml, 미백앰플 30ml

STEP 2 I Jeju Gam Gyul Gold Mouth Circle Anti-Wrinkle Care
: 제주감귤 겔 입주위 주름개선 마사지케어 마우스서클
용량

마우스서클 90pcs (30회분) / 30ml X2병

JEJU GAM GYUL NAIL NUTRITIO & OISTURIZING CLEANSING
· 부드러운 부직포 원단으로 사용하여 간편합니다.
· 손톱에 영양, 보습, 윤택성을 부여합니다.
· 편리성 및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용량

30g X 2매

JEJU GAM GYUL PROGRAM - NAIL SPECIAL CARE
STEP 1 I NAIL REMOVER (30매)
: 매니큐어 제거
STEP 2 I NAIL NUTRITION & MOISTURIZING CLEANSING (30매)
: 손톱 청정 및 영양 보습 클린징
STEP 3 I 12NAIL MASSAGE ESSENCE GEL PATCH (60gX30매)
: 고영양, 고보습, 혈색마사지, 유연성 등 충분한 영양공급 마사지 - 고보습, 고영양, 혈색마사지, 청정작용을
한번에 해결해줍니다.

GAM GYUL WHITENING & ANTI-WRINKLE AMPOULE & PEELING SHEET
· Gam Gyul Whitening & Anti-Wrinkle Ampoule
용량

30ml x 5개입 (주사기형) / 10회분 : 1회 1.5ml

· Peeling Sheet ： 피지, 각질, 노폐물 제거
용량

10매(10회분）

GAM GYUL NUTRITION ESSENCE GERMANIUM WTER CREAM
· 게르마늄은 원적외선 작용에 의하여 피부조직을 활성화 시켜 신진대사를 촉진 시켜줌으로써 피부를 한층
생기있고 탄력있게 가꾸어줍니다.
· 특히, 캐비어추출물은 단백질, 비타민 성분이 생체조직에 적합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윤택한 피부 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 그 외에도 장미수,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고삼추출물, 하이알루로닉에씨드 등을 혼합해 함유 함으로써
피부미백 효과는 물론 충분한 영양, 보습, 탄력성을 부여해 피부를 한층 더 아름답게 가꾸어줍니다.
사용방법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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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적당량 덜어 이마에 엷게 펴준 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50ml

용법

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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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NANO TECHNOLOGY

BIO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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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킨의 기술력
연구개발
본사자체 연구개발

산학공동 연구개발

디자인 개발

• 하이테크 고분자 연구소장 :

• 순천대학교 원예향장학 박사 송원섭 교수 외

• 대진대학교 예술산업 디자인 학부장 김윤배 교수

일본구주공대 화공과 김영구 박사 외 1명

• 전남 한방산업진흥원 자원식물학 박사 조현우 외

- 홍대미대 대학원졸업

•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 88서울올림픽 예술자문위원
- 그 외 국가 및 세계미술대회 자문 및 심사자문위원

GEL PACK의 특징
세계 최초 개발한 제4세대 네츄럴팩 특징
하이테크 고분자 신기술로 개발된 천연 네츄럴팩은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을 응축 겔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水溶性) 입니다.
피부에 붙이고 있으면 자연성분 그대로의 영양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점점 얇아지는 팩입니다.
이를 증명할수 있는 것은 80C이상 꿇는 물에 팩을 집어넣고 젓가락 등으로 저으면 물과 융해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습, 영양, 쿨링, 탄력을 한번에 해결, 짧은 시간 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Gel Pack 용해 Test

보습 Test
30분 경과 후
피부 보습도 측정

세계 최초 개발한

제4세대 네츄럴팩
하이테크 고분자 신기술로 개발된 천연 네츄럴팩은

수분 +6 증가

사용 전

뜨거문 물에 사용한
마스크팩을 넣습니다.

뜨거문 물에 분해 된 마스크 팩은
에센스로 변신!

사용 후

겔마스크 팩 사용 후 보습력 증가 측정

친환경 팩의 특징 | 자연 그대로의 성분과 특별한 레시피로 제조된 100% 수용성 제품 실현

자연 그대로의 에센스 성분을 응축 겔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물에 분해되는 수용성(水溶性)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얇아짐

피부에 붙이고 있으면 자연성분 그대로의 영양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점점 얇아지는 팩입니다.

30분 후
GEL PACK의
처음 두께

0.7m/m

이를 증명할수 있는 것은 80℃이상 끓는 물에 팩을 집어넣고

1시간 후

0.5m/m

2시간 후
0.35m/m (1/2)

젓가락 등으로 저으면 물과 융해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습, 영양, 쿨링, 탄력을 한번에 해결, 짧은 시간 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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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에 따른
GEL PACK의 변화

자연성분 그대로의 식물성 고농축 에센스를 충분히 피부에 공급함으로서 충분한 수분, 영양, 보습, 청량감, 신선감을 더해
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용성 아이패치로써 피부온도에 감응하여 에센스를 분출 피부에 흡수되므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이장과 같이 얇아지는 천연겔 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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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및 인증

GEL PACK과 부직포 PACK의 차이

▶ 특허증 & 상표등록증

부직포 팩

셀룰로스 팩

부직포+겔 팩

NATURAL
겔팩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전근대적 부직포 개념 과감히 탈피!

특허 제10-1065275호

▶ GEL PACK VS 부직포 PACK TEST

자사 부직포 시트

[ 자사겔팩 VS 부직포팩 비교 시연 ]

사용 전

등록 제40-1545654호

등록 제40-1083770호

등록 제40-1083769호

등록 제40-1218371호

사용 후

등록 제40-1083768호

* 열화상 카메라 촬영

▶ 디자인등록증

20대

사용 전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인증

사용 후

[ 겔 마스크 착용 전 후 피부 쿨링 TEST ]

임상실험 경과 | 밀착력ㆍ보습력ㆍ쿨링효과 탁월 (GEL MASK & GEL EYE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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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55819호

수분 +6 증가

[ 겔마스크 팩 사용 후 보습력 증가 측정 ]

* 열화상 카메라 촬영

[ 열화상 카메라 촬영으로 본 겔 마스크 TEST ]

특허 제10-1460969호

▶ 상표등록증
30분 경과 후
피부 보습도 측정

다이아몬드 하이드로겔 팩

▶ 상표등록증

등록 제30-0613577호

등록 제30-0679405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제2017150794호

ISO 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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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기업 미스킨

독자적 기술 및 위생허가 등
▶ 기술에 대한 독자성 확보
지적재산권

종류

등록일자

등록번호

팩의 선택기준은 BASE입니다.

황산바륨으로 조성된 피부배리어재생팩

특허

2011. 09. 08

10-1065275

피부미용패치

디자인

2011. 09. 19

30-0613578 외 30건

손발톱미용패치

디자인

2013. 01. 30

30-0679404 외 70건

BASE가 천연물질로 100%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네일케어패치

특허

2014. 01. 15

10-1355819

부직포가 포함되어있다면,하얀 천연 순면이라도 표백제는 안되죠?

피부화장료조성물

특허

2014. 11. 06

10-1460969

골드다이아몬드(Gold Diamond)

상표등록

2015. 01. 27

40-1083769

골드다이아(Gold Dia)

상표등록

2015. 01. 27

40-1083768

골드(GOLD)

상표등로

2015. 01. 27

40-1083770

골드다이아

상표등록

2016. 11. 29

40-1218371

미스킨 골드다이아몬드

상표등록

2019. 11.20

40-1545654

가슴미용패치 등 상표 및 디자인등

등록 및 출원

2022. 02 현재

300여건 이상

Well-being
추세에
부합되는가?

순수
자연소재의
제품인가?

▶ 공신력과 안전성 인증
공인일자

공인기관

공인내용

대상제품

2010. 06. 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피부안전성테스트 완료

Dia Force Eye Patch

2010. 12. 2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피부안전성테스트 완료

Natural Gel Patch

2022. 04. 01

BSCIC 인증기관

ISO 22716인증

화장품 관련

친환경제품
이며, 사용상
편리한가?

미스킨 제품의 차별화
완전한 식품소재로
Base 물질 구성

부직포, 알코올 등의
화학원료 배제

흡착력이 우수하여
편리하게 사용

천연 미용물질에 의한
우수한 미용효과

▶ 중국위생허가 취득 현황
No.

제품명

1

MISKIN Gold Diamond Rose Gold Hydro-Gel Eye Patch

2

MISKIN Gold Diamond Black Pearl Hydro-Gel Eye Patch

3

MISKIN GOLD DIA Hydro-Gel Mask

4

MISKIN Power Lifting Ⅱ-Step

5

MISKIN Aromatherapy Su Myeon Hydro-Gel Miyong

6

MISKIN GOLD DIA Hydro-Gel eye patch

7

MISKIN GOLD DIAMOND Hydro Gel Mask

8

MISKIN PREMIUM DIAMOND BUBBLE PEELING SHEET

9

MISKIN Diaforce gold Hydro Gel Eye-Patch

10

MISKIN GOLD DIA Wine Hydro Gel Eye Patch

11

MISKIN Gold Diamond Ⅱ-step Hydro Gel Eye-Patch

12

MISKIN Diaforce gold Hydro-Gel eye Mask Pack

13

MISKIN GOLD DIA Crystal Hydro Gel Eye Patch

14

MISKIN Gold Diamond Hydro-Gel Eye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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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바이오테크 고분자 신기술에 의한 독자적 네추럴팩

사용기간

피부에 영양, 보습, 진정, 탄력, 리프팅, 브라이트닝, 쿨링을 한번에 충족

반영구사용
"전자위생허가"

다이아몬드

골드

해조류추출물

알로에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드

제주감귤추출물

장미추출물

석류추출물

케모마일추출물

키위추출물

녹차추출물

레몬추출물

오이추출물

미역추출물
다시마추출물

눈가

이마

미스킨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는

다양한 부위에
아름다움을!
골드 다이아
그 아름다움에 물들다

입가
목

아이패치 겔은 투명겔 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테크 고분자 신기술로 개발된 네츄럴 팩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UP GRADE

그동안 국내외 고객에게 소진되었으며, 이제는 피부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기술 및

다이아몬드 3배 강화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고품격 우수제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하이테크
고분자 미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기업가 정신으로 인간 미용욕구 충족 및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 최우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효과
강화

품질의
고급화

제품의
고품격화

ㆍ보습, 영양, 쿨링 등 극대화

DIA FORCE가 GOLD DIA로

ㆍ골드, 다이아몬드 3배 증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