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미바 스킨 & 스프레이

스킨을 바꾸면 피부가 바뀌고
피부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스킨닥터 미바 라인

이온칼슘 스킨 스프레이

100ml

미네랑스 라인

페이셜 & 넥 리페어 스프레이

200ml

인텐시브 라인
이온칼슘 스킨

700ml

베이비 & 맘 라인

스킨 하나만으로 피부 문제를 해결!

이온칼슘 스프레이

미바 이칼스 공중파 TV 광고

150ml

150ml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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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으로
임상을
한다구요?”

“SCI 논문이 임상으로 증명되다”

임상으로 증명된
이온칼슘 스킨의 효능

“스킨으로 크림을 넘다”
임상센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간 8천건의 고객들의 놀라운 후기를 통해
이칼스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스킨만으로 단독 임상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칼스 임상 실험을 의뢰하던 날,
수많은 임상을 진행했던
P&K 임상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센스나 크림에는
다양한 오일이나 영양성분을 넣을 수 있지만
물 타입의 스킨에는 이런 성분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서
스킨으로 임상하는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12가지 임상 실험에서 증명된
피부 진정과 속당김ㆍ겉당김 개선 효과
그리고 피부장벽 강화까지-

※P&K 피부임상연구센타는 한국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임상 실험 단체입니다.

스킨 하나만으로 크림 이상의 효과

SCI급 논문에서 확인된 이온칼슘의 효능

손상된 피부 장벽 97.03% 회복!

피부 장벽 강화

건조, 가려움증 69.36% 개선!

피부 장벽이 개선돼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로 바뀐다

겉보습(겉당김) 35.03% 개선!

칼슘 부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발생원리

속보습(속당김) 7.62% 개선!

[ 정상피부와 트러블 피부의 칼슘농도 차이 ]

각질 34.64% 개선!
속탄력 10.84% 개선!
광채 7.29% 개선!

※ 결과적으로 칼슘이 채워진 피부는 피부 장벽이 정상화되어 건강한 피부로 변화됩니다.

붉은기(피부진정) 8.77% 감소!
노폐물 배출

피부결(거칠기) 11.18% 감소!
밝기 2.38% 개선!
피부 맑기(투명도) 2.10% 개선!
피부 진정(쿨링효과) 16.46% 개선!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13가지 부분에서 놀라운 임상 실험 결과! ”

잡티가 옅어져 피부가 맑고 투명해진다

미네랄의 몸 속 중금속 배출 효과
중금속

Before

After

카드뮴 (Cd)

18.1

15.1

수은 (Hg)

3914.3

알루미늄 (Al)

5303.5

납 (Pb)

1278.2

감소

2776.9
4478.8
864.9

※ 미네랄 워터를 마셨을때 몸속에 있는 중금속(카드뮴, 수은, 알루미늄, 납)이
배출된 것을 SCI논문으로 확인

“왜
여자의
피부만
당길까요?”

우리나라는 40년전,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지만
지금은 나무가 우거진 푸르고 건강한 산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장마가 져도 빗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다가
가뭄이 왔을 때 서서히 빗물을 내보내서
대지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여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피부에서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부 장벽’ 입니다.

화학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화학 성분이 피부 장벽을 파괴하여
여성의 대부분이 건성 피부로 바뀌면서
속당김, 겉당김으로 고통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대부분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 40대가 되어도
건성 피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도 pH4 이하인
산성비를 계속 맞게 되면, 서서히 죽게 되는데
우리 피부 장벽(세포)도 화학 화장품을 계속 바르게 되면
화학 향료와 화학 계면활성제, 화학 방부제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파괴해서 마치 나무가 없는 산처럼 피부가 메마르게 됩니다.
화학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마치 산성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산성비에 나무가 죽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서서히 피부 장벽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없게 된 피부 장벽은
아무리 보습제를 많이 발라도 곧바로 당겨서 만성적인
악건성 피부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 화장품의
주성분이
석유라구요?”

화학 화장품을 쓰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이유
화학 화장품
석유를 주 성분으로
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합성하여 만든 화학 향료, 화학 계면활성제,
합성 오일, 알코올, 화학 방부제가 들어 있는 화장품

화학 향료 (벤젠, 페놀, 프탈레이트 등) ▶ 배합 과정에서 많은 유해성분이 발생하여 인체에 그대로 축적

시중의 화장품은
1~2%의 성분만 천연으로 넣고
마치 천연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주성분은 석유로 만든
화학 화장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학 계면활성제 (SLS, SLES등)

▶ 시중 샴푸, 바디 클렌저의 거의 대부분, 피부장벽 손상

합성 오일 (유동 파라핀등)

▶ 석유 주 성분의 광물유 100%

알코올 (에탄올)

▶ 민감성 피부에 자극과 화학반응을 일으킴

화학 방부제 (파라벤류)

▶ 발암유발 물질, 노화촉진

화학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화학 향료, 화학 계면활성제와 합성 오일, 알코올,
화학 방부제가 피부 장벽을 파괴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바르는 화장품이
오히려 피부 장벽(세포)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바는 뺐어요”
無

화학향료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

無

에탄올 <피부장벽 파괴, 피부 건조증>

無

합성오일 <발암 가능성, 피부 노화>

無

SLS, SLES등 합성계면활성제

無

파라벤등 화학방부제 <발암 가능성, 알레르기>

<발암 가능성, 피부장벽 파괴>

“미바는 넣었어요”

ewg 녹색등급, 착한 성분

피부가 먹는 미네랄, 이온칼슘 스킨 스프레이는

많이 뿌릴수록 효과가 좋아요!

1 사용량에 비례하는 피부 변화 (집중 사용법)
피부 변화는 사용량과 횟수에 비례합니다.
현대인 피부는 칼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변화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피부가 건강하게 바뀌면 일반 화장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피부변화 확인 시기
3일

3일만 사용하면 피부가 진정되고 피부가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

3주 사용하면 잡티가 엷어지고 피부에 광택이 나며
피부 속당김, 겉당김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 미네랄 이온칼슘 사용
3개월

스킨딥(Skin Deep)은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운영하는 기구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세계적 화장품 성분 기구입니다.

3개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개선되어
탄력 있고 윤기 있는 피부로 바뀌고
에센스나 아이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