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 스킨 플러스 매뉴얼

M I Tech

아쿠아 스킨 플러스
 Skin Scrub
 Ultrasound

 Iontophoresis
 Cool & Hot
 Ion spray

< 일반 관리 시 >

< 아쿠아스킨플러스 사용 시 >

스킨케어를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1) Scrub, 초음파와 Iontophoresis의 복합기능 결합
2) 스킨 케어와 비만관리의 기본 프로그램 운영 보장

3) 세가지 기능의 결합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4) 간편한 시술 방법과 짧은 시술시간
5) 각질제거, 딥 클렌징, 미백, 재생 효과
6) 제품 응용 폭이 넓어 시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 없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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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Scrub
◈ 스크러브(SCRUB)의 원리
아쿠아스킨 플러스 SYSTEM의 SCRUB은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초음파 진동을 피부에
전달시켜 진동이 피부표면 아래에 미세한 운동을 가하게 된다.
이 원리는 치아 치료시 진동을 이용하여 치아를 세척하는 스케일링 원리와 유사하다.
아쿠아스킨플러스의 SCRUB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피부미용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음파의 특징인 초발포 작용에 의해 환원작용이나 이온화 작용․유화작용 등이 발생해
세안으로는 제거 할 수 없는 모공 깊숙한 곳의 노폐물이 씻겨져 미백과 탄력효과를 얻게 된다.

◈ 스크러브(SCRUB)의 기능
(1) CLEANSING 모드 – 피부 스케일링
피부의 과도한 피지, 독성성분, 화장품 잔여물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으로, 다른 모든
치료에 있어 최상의 피부조건을 마련해 준다.

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이 제거되어 모공이 깨끗해지므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보아 한결 더
부드러워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LIFTING 모드 – 피부 마사지
수분과 영양물질을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초 미립자 상태로 분해하여,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침투시키므로 피부를 윤기 있고, 부드러운 피부상태로 유지시켜 피부노화를 예방한다.
또한 근육의 탄성을 증가시켜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든 근육을 운동시키므로 늘어진
얼굴 선을 팽팽하게 조여주어 피부탄력을 높인다.

< CLEANSING 모드 >

< LIFTING 모드 >

3

(1) CLEANSING 모드 사용방법 - 피부의 노화된 각질 및 모공 속 노폐물 제거

1.
2.
3.
4.

환자를 침대에 편안하게 눕힌다.
전원케이블을 연결 후, 기기후면의 주 전원스위치를 켠다.
기기의 조정판넬의 스크러브 모드를 터치 후 스케일링 모드를 선택한다.
적용시간을 설정한다.
예민피부 : 3분
일반피부 : 5분
문제성피부 : 7분 (지성피부, 블렉헤드 )
5. 레벨 설정 한다.
예민피부 : 3 ( 악 건성 및 여드름 피부)
일반피부 : 5 (건성 피부)
지성피부 : 7 (피지분비가 많고 블랙헤드가 있는 피부)
6. 설정된 사용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3번의 부저음이 발생한다. 사용된 프로브는 다음 사용을 위하여
도자에 묻은 이물질들을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닦아낸다.

(2) LIFTING 모드 사용방법 - 주름 완화, 미세근육 마사지 효과, 피부 깊숙이 영양과 수분을 침투

1.
2.
3.
4.

환자를 침대에 편안하게 눕힌 후 피부에 맞는 앰플을 도포 한다.
전원케이블을 연결 후, 기기후면의 주 전원스위치를 켠다.
기기의 조정판넬의 스크러브 모드를 터치 후 리프팅 모드를 선택한다.
적용시간을 설정한다.
예민피부 : 5분
일반피부 : 10분
5. 레벨 설정 한다.
예민피부 : 5 ( 악 건성 및 여드름 피부)
일반피부 : 10 (건성 피부)
6. 설정된 사용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3번의 부저음이 발생한다. 사용된 프로브는 다음 용을 위하여
도자에 묻은 이물질들을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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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sound
◈ 초음파 관리의 효과
1. 초음파의 온열효과로 조직의 온도를 상승 시켜 여러가지 효과를 일으킨다.
-

콜라겐 조직의 신장성
혈류량의 변화
신경전도 속도의 변화
통증완화
증가된 효소의 활동

2. 여드름 치료

피부에 자극을 주어 노폐물 제거와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 치료에 효과 적이다.
3. 마사지 효과
진동에 의한 마찰력은 피부 온도를 상승 시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한다. 초음파의 미세한
진동이 피부와 신체에 작용을 하면 조직의 세포내에 마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세포구조의
이완, 붓기 감소, 신진대사 촉진, 생체구성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4. 모공수치 감소
피부의 모공에서 퍼지는 모공의 벽을 따라 배출 되는데 과다한 피지 분비 및 퇴화된 단백질, 죽은
각질세포, 세균 등으로 인하여 모공이 막히게 되면 정상피지가 표피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공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면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 해줌으로 써
모공수치가 감소한다.
5. 주름 제거
진피 내의 섬유아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이 촉진되므로 주름이 펴지는 된다.
6. 색소 감소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은 세포돌기를 거쳐 각질 형성 세포에 전달된다.
자외선의 유해 작용으로부터 진피를 보호 하고 자외선에 의해 기저층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7. 진정효과
수분젤 이나 알로엘 젤을 이용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수분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 진정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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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sound
◈ 초음파 관리 사용방법

1. 환자를 침대에 편안하게 눕힌 후 얼굴에 초음파젤 또는 수분젤을 두껍게 도포한다.
2. 조작판넬의 울트라사운드 모드 선택한다.
3. 피부상태에 따라 연속파(CW) 또는 시간 간격에 차이가 있는 펄스파를 선택 할 수 있다.
일반피부 - CW (연속파) ,비타민 C를 제외한 다른 영양성분 등을 피부에 침투 .
예민피부 - PULSE (펄스파) , 환부가 열에 민감한 피부 .

4. 시술시간(RUN TIME)을 조절한다.
일반피부 – 10분
예민피부 – 5분
5. 초음파의 출력세기를 조절 후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하여 시술한다.
일반피부 – 5
예민피부 – 3

★ 설정된 사용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3번의 부저음이 발생한다. 사용된 프로브는
다음 사용을 위하여 도자에 묻은 이물질들을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닦아낸다.
임산부나 수술 후 환자는 시술을 피한다.

<초음파 관리 후 피부개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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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tophoresis
◈ 이온토포레시스란?
직류전류의 이온영동을 통해 진피 내 멜라닌 세포층에 이온 가능한(+/-극) 에센스를 투입하여
피부에 미백의 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다.비타민C는 피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인 색소침착의 억제,

피부세포의 활성화, 미백, 여드름 흉터의 재생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이온토포레시스 효과
1. 기미, 색소성 질환 화이트닝
바이탈이온트는 비타민C를 활성화시켜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서 그 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기미나
잡티 등 각종 색소성 질환을 치료한다.
2. 여드름 피부 상처 재생
여드름 적출 후 생긴 상처에 빠르게 작용하여 흉터를 재생한다.
3. 레이저 치료 후 재생 처치
색소 침착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며, 비타민C와 함께 사용하면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케미칼 필링 후 재생 처치
얼굴이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화장과 외출이 가능하다.
5. 노화피부의 콜라겐 층 조직 재생, 리프팅 효과

콜라겐 등 탄력섬유의 합성을 촉진시켜 잔주름을 막아주고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피부의 노화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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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토포레시스 사용방법

1. 세안을 한 후 스크러버로 각질 제거 및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는 딥클렌징을 한다.
2. 조작판넬의 이온자임 선택 후 물에 적신 화장솜 이나 거즈를 접지봉에 감싼 다음 환자 손에
쥐어준다.
3. 사용 할 도자를 선택한다. 자극도자에는 집게 형, 쌍볼 형, 마스크 형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게형은 집게부분에 거즈를 감싼 후 비타민C를 적셔서 피부에 문지르게 되며, 쌍볼 형은
미리 피 부에 비타민 C를 바른 후 이 쌍볼형 도자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듯이 시술한다.
마스크 형은 시트에 앰플을 적신 후 얼굴에 도포하고 전류집게를 연결한다.
4. 피부상태에 따라 모드를 선택한다.
MODE 1 – 양극, 산소를 흡입, 산성반응, 혈관의 수축, 살균효과가 많음, 진정효과,
출혈의 정지, 세포경직-피부관리 후 진정효과
MODE 2 – 양극 + 음극, 피부 탄력, 노화 재생, 잔주름관리
MODE 3 – 음극, 수소를 흡입, 알칼리성 반응, 혈관의 확장, 자극효과, 세포이완
5. 시술시간(RUN TIME)을 조절한다.
일반피부 – 7분

예민피부 – 5분
노화피부 – 10분
6. 치료사는 암실 보관한 비타민C 용액을 적신 치료 단자를 얼굴에 접촉하면서 서서히 시술한다.
분자가 크고 전기적 특성상 피부세포에 침투하기 힘들었던 비타민 C가 미세전기분해로 인해
피부 속에 쉽게 침투되어 들어가게 된다.
7. 마무리 과정으로 자외선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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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tophoresis 주의사항
◈ 시술을 피해야 하는 경우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전염성 피부질환, 습진이 있는 경우)
 화농성 여드름
 전염성환자, 내장질환, 지각신경장애
 심장질환 또는 인공심장을 사용한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임신 중
 호르몬 밸란스가 일정치 않거나 저하된 경우
 필링 직후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간질병, 일광화상 직후의 피부
 얼굴을 박피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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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 Hot

◈ Cool 프로브 기능
- 냉열을 일정한 시간동안 공급토록 하며, 이를 얼굴에 마사지 함으로써,
열전소자에서 발생되는 냉기로 탱탱한 피부조건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특징
- 피부를 진정, 수분공급, 모공을 축소한다.
- 얼굴 붓기 완화, 피지분비를 정상화하여 여드름을 예방한다.
최고온도 :
최저온도 :

◈ Hot 프로브 기능
- 혈액순환 향상, 체액 정체 완화, 교원섬유 신장, 스트레스 완화 등의 마사지효과.
- 피부에 42도 열이 가해지면 열활성 단백질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되는 단백질은
정상세포 생명연장, 피부탄력, 면역력 강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배출,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최고온도 :
최저온도 :

◈ Cool & Hot 사용방법
1. 환자를 침대에 편안하게 눕힌 후 얼굴에 초음파 젤 또는 수분 젤을 두껍게 도포한다.
2. 조작판넬의 Cool & Hot 모드 선택한다.
3. 피부상태에 온도를 설정한다.
◎ Hot모드 - 일반피부 : 42 ℃

◎ Cool모드 - 일반피부 : - 5 ℃

예민피부 : 37 ℃

예민피부 : - 1 ℃

4. 시술시간(RUN TIME)을 조절한다.
일반피부 – 10분
예민피부 – 5분
5. 다음 사용을 위하여 도자에 묻은 이물질들을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닦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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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 spray
• 작은구멍으로 영양성분을 미립자화 시켜 분출시킨다.
• 이온앰플의 소실 및 오염이 적다.
• 작은동력으로 대량분사가 가능하다.
• 압력의 조절로 분사량, 패턴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 다른 기능과 별도로 복합사용이 가능하다.

◈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시

본 기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가지 기능 혹은 세가지 기능을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명 동시 사용가능 OR 얼굴 과 복부 등 다른 환부 사용가능 )

EX) - COOL & HOT + IONzyme
- ultrasound + ION SPRAY
- 스크러브 + ION SPRAY
- COOL & HOT + IONzyme + ION SPRAY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기능에 따른

각각의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눌러서 선택한다.

조정판넬 상에는 맨 마지막에 선택된 모드가 표시되어지며, 다른 모드의 경과시간 혹은
발진 모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모드선택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표시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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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및 기능
① 스크러브 프로브

⑤
①
④
②③
⑥⑦

② 초음파 프로브

③ 환자용 접지봉
④ 쌍극봉 프로브
⑤ 집게형 프로브

⑧

⑥ 마스크형 접지선
⑦ COOL & HOT 프로브
⑧ 이온 스프레이 건

⑨

⑨ LED 작동조정판넬
⑩ COOL & HOT 모드

⑩ ⑪ ⑫⑬⑭

⑪ COOL & HOT + 이온자임 모드
⑫ 스크러브모드
⑬ 초음파 모드
⑭ 이온토포레시스 모드

<기기 정면>

① 기기전원 버튼
② 이온 스프레이 건 전원 버튼

①
②

<기기 우 측면>

<이온 스프레이 건>

12

◈ 프로브 연결구 위치

<기기 우 후면>

<COOL & HOT 프로브> <이온자임 프로브> <마스크 프로브>

<초음파 프로브> <스크러브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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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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