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온도를 낮추자”

365일 사계절 붓기 빼는 마스크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

열노화! 예방솔루션
아침저녁 세안후 붓기와 피부진정~
1일 1마스크팩위에는 언제나 필수~
하루 두 번 5분 아이스쿨링테라피

㈜디케이씨씨/서울시 구로구 공원로3 선경오피스텔 1003호

“Make your face cool”

[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 상품 기술서 ]
[상품개요]
상품명

: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붓기 빼는 마스크)

분류

: 이미용 보조기구

제조사

: ㈜디케이씨씨(DKCC)

제조국

: 대한민국

소비자정가

: 38,000 KRW

아웃박스

: 40개 / 운송박스(640*495*175)

사용기한

: 반영구(Semi-permanent)

주성분

: 충전재-파라핀왁스/외피-TPU의료용우레탄

[상품용도] 사계절용 붓기,열감 빼는 쿨링마스크
: 부기완화, 피부진정, 피부미용, 모공관리, 해열효과, 피로해소
[상품특성]
1. 얼굴이 붓거나 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가능
2. 사계절,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3. 인체 무해 PCM(Phase change materials:상변화물질)사용, 특허제품

[ 2018 뉴 패키지 ]

4. 상표: 대한민국, 중국판권

[ 구 패키지 ]

“for face swellings”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 상품 사용]
[사용/보관]
: 찬물 또는 얼음물에서 30~1분이면 쿨링 되며 냉동실 또는 냉장고에 보관. 사용
시간은 10~15분입니다.
[사용환경]
1. 세안후 얼굴에 쿨링된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피부온도를 내려 피부를 진정시
키고 부기를 완화합니다. 세안후 바로 착용 5~10분 사용
2. 성형 및 시술 또는 질병으로 얼굴의 피부진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사용
3. 가정, 스킨케어, 에스테틱, 스파등 미용적으로 모공수축 및 피부진정을 위해 다
양한 상황에서 사용, 아침저녁5분, 메이크업전, 트러블위에, 마스크팩위에, 로션후,
클렌징후, 피부과시술후, 자외선후진정, 여드름진정, 모공수렴

[효능효과]
1. 부기완화 : 마사지/피부샵/피부과/성형병원등에서 시,수술후 사용하면 부기를
완화합니다.
2. 노화방지 : 피부온도가 적절하게 내려가면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3. 피부보습 : 마스크팩, 자연팩(오이등)위에 사용하시면 보습지속이 가능합니다.
4. 피부탄력 : 모공수축에 의해 피부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5. 피부진정 : 열기가 있는 피부에 쿨링효과를 주게 되어 피부진정(트러블감소)효
과가 있습니다. 쿨한 피부는 탄력을 얻게됩니다.

“Make your face cool”

[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 2018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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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your face cool”

[ 상품특성 ]
▶
▶
▶
▶

100% TPU사용으로 무독성, 사계절,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찬얼음물에서 30초, 냉동실에서 10~15분이면 냉각되는 쾌속냉각 프리미엄마스크
5분쿨링타임 : 5분이면 시원해진 피부와 같은 온도가 되도록 피부과학적으로 설계된 마스크
적정쿨링온도 : 피부건강에 좋은 적정쿨링으로 연약한 얼굴피부 손상을 예방함.

[ 보관 및 사용 ]
▶ 보관 :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고 바로 사용하시거나 더욱 차게 냉동(약 10분)하여 사용하세요.
▶ 사용 : 냉동후 적정사용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재냉동후 10분뒤 다시 사용하세요.

“Make your face cool”

[ 추천 활용 TIP!!! ]
▶ 하루 두번 5분 쿨링타임
아침에는 얼굴에 간편히 착용하여 붓기완화 및 모공관리를 합니다. 5분 착용후 Make-up을 하면, 화장이 들뜨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사용하시면 에어컨 및 자외선에 노출되어 지친 얼굴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연팩과 마스크팩위엔 언제나
오이등 팩위에 착용시 쿨링감을 주어 모공관리에 도움이 되며, 마스크팩 착용후 10분경과뒤 착용하면 보습 및 쿨링으로 마
스크팩의 효과를 증진시켜줍니다. 또한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 시술등 치료후에 열감해소
성형 및 시술 또는 질병으로 얼굴의 피부진정 및 특히 열감해소와 붓기완화를 위해 사용하시면 자극적이지 않게 시원한 피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조완화 및 각질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활용 TIP
평상시 가정 또는 여행시에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미용적으로는 스킨케어, 에스테틱, 스파, 마사지
모공관리 및 피부진정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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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면 피부가 붓는다구요?!
야심한 밤, 음식을 드시거나
음주가무를 즐기신후 다음 아침이면 여지없이 얼굴이 부어있나요?
아니면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받으신후 부기가 남아 고민이신가요?
피부, 특히 얼굴이 부어보인다면 참 난감하시죠?^^
가뜩이나 실제 얼굴보다 커 보이는 것 때문에 신경쓰이는데 말이죠 ㅎ
피부온도를 낮추어 진정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을 얼리거나 수건에 찬물을 적시어 사용하실건가요?
NO~!!
아주 아주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얼굴에 그냥 척~ 얹기만 하면 되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여행가면 피부가 타서 상한다구요?!
더운나라로 고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러 떠난다면~
WOW~ 생각만으로도 신나죠?

하지만~ 살이 타는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부에 열이나고 지쳐서 상하는것은 노노노!!
수딩젤도 바르고 오이도 붙여보고 하시죠?
맞습니다. 이럴땐 피부열을 내리고 쿨~하게 다스려줘야
피부가 진정되고 상하지 않는답니다.
하루종일 놀다가 걷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씨원~하게 샤워하신 다음에 얼굴온도를 내려주는
뭐.. 간단히 여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얼음을 얼굴에 문댈수도 없고~ ㅡ..ㅡ
고민 STOP~!!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피부온도가 올라기면 늙는다?!
평상시 피부온도는 31~32.5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햇빛에 노출되기 쉬워 40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성형이나 시술등으로 얼굴이 붓거나 하면
피부온도가 상승하지요~
운동후 또는 여행후 아파서 열이나면 피부온도가 상승합니다.
피부온도 특히 얼굴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노화가 가속되게됩니다. 다시 말해 피부나이가 올라게게되는 거지요.
따라서 피부를 시원하게, Cool~~~하게 유지하면
피부온도가 내려가고 피부나이도 내려가게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두번은 피부를 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마스크팩만 사용하신다구요?!
마스크팩을 얼굴위에 올려 놓으면 처음엔 시원~하시죠?
각종 쿨링기능이 있는 마스크팩의 뽀인트는 뭐죠??
맞아요 피부온도를 낮추는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습이자나요!
그런데!
그 목적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있는 방법은
마스크팩의 쿨한정도를 좀더 오래 지속케하는 방법이겠죠?
이때
너무차가워도 안되는 거는 아시죠? 피부온도보다 많이 내려가야 10도 정도만
낮춰 주어야 피부에 손상이 없습니다.
마스크팩위에 써서 적절하게 쿨링해주는 거 없을까요?
하고 생각하신다면
고민
STOP~!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시술만받으면 얼굴이 붓고 따끔거려요?!
많이도 아니구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뻐질라구 피부샵이나 병원 다니시죠?
시술 조금 받고 오면 얼굴이 붓거나 뻑뻑하고

롤러같은거 하면 2~3일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나다니기 조금 그러시죠?
좀 더 빨리 피부가 진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피부미인되기 정말 힘드시죠?
붓고 열나는 피부는 쿨~하게 유지시켜주면 진정에 훨씬 도움이됩니다.
암요~ 당연합지요^^
그렇다고 냉동팩이나 얼음을 얼려 사용하기두 정말 귀찮고
빨리 얼려서 얼굴전체를 쿨~하가해주는 거 뭐 없을까요?
고민
STOP~!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열나고 빨개져요?!
우리동네 요즘요 배드민턴붐이 장난 아니에요 ㅎ

다이어트다 모다 해서 싸이클도 타고 밤이면 앞뒤 박수 치면서 땀날때까지 걷고
정말 이뻐지기 날씬한 몸매를 위한 험난한 여정 ㅡ,,ㅡ
하지만 또하나의 고민이 운동하고 나면 땀나고 열나고 해서
피부가 빨갛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샤워하고 찬물에 얼굴 몇번 씻고난 후에도
진정이 잘 안되는 분들이 계시죠?
빠른시간내에 얼굴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어떻게하냐고요?
알려 달라고요?
YES~!
이럴 때 필요한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조금만 건조하면 얼굴에 뭐나 난다구요?!
조금만 건조하면 한 개 두개 슬슬 뽀드락지나고 하시는분 계시죠?
피부속에 있는 섬유아세포가 피로와 건조함에 시달려
지쳐있는지도 몰라요.
자고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왕성하게 생성되어야 피부탄력이 유지되는 거자나요.
피부안까지 COOL~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도움이 되실겁니다.
피부속이 선선~해져서 피부속세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ㅎ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세안하고 두번씩
피부온도를 5도이상 내려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붓기완화
저녁에는 지친 피부진정
어떻게 내리냐고요?
YES~!
이럴 때 필요한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열이 많아 화장이 떠서 걱정이라구요?!
피부에 열이 많 으면, 화장을 해도 잘 스며들지 않고 뜨게되죠?
여름철이든 겨울이든 피부가 열이 많고 건조하면
당연히 촉촉히 스며드는 화장이 간절해지지요.
피부온도가 내려가면 피지샘이 억제되고 피부트러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도 잘먹고 맘에 드는 연출이 가능하죠.
아침에 세안하시고 화장전 10분
저녁에 클렌징하시고 10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피부도 휴식을 취하고 나면 시원시원하게 얼굴에 더해지는 화장을 받아들일겁니다.^^
알려달라고요? 간단한 방법?
YES~!
이럴 때 필요한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가을.겨울피부엔 건조함때문에 고민?!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특히나 겨울엔
피부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죠 ㅡ,,ㅡ
자칫, 더운 여름 보다도 피부가 상하기 쉽습니다.
“가을.겨울에 실내공기가 건조해서 피부도 수분을 머금치 못하고
미세하게 갈라질 수 있어서 걱정이에요 ”
네! 실제 그렇죠

보습이 중요하고 실내에서 보습을 지속시켜주거나
피부를 서늘하게~ 얼리는 거 말고 쿨~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YES~!
이럴 때 필요한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Make your face cool”

>> 민감성피부라서 화장품마다 트러블?!
지긋지긋한 여드름 ㅡ,,ㅡ 그리고 화장품이나 마스크팩만해도
얼굴에 뭐가 올라오고 얼굴이 붉어진다고요?
진정성분이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해도 화장품성분의 다양한 요소가
민감한피부에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피부는 토양과 같습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풍년을 맞을 수 있듯이 피부도 건강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거나 해야하지요!!^^
피부를 건강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피부에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변화시키고 피부속을 쿨~하게 만들어 주세요.
똑 부러지듯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YES~!

이럴 때 필요한게

뭐?

DKCC아이스쿨링마스크
“ 찬 물에 30초면 쿨하게 변신~ ”
“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10분후 꽁꽁~ ”
“ 피부온도를 내려주는 필수아이템 ”

“2 times a day”

[DKCC 아이스쿨링마스크 착용법]

“아침 저녁 세안후에 냉장고에서 꺼낸후 5~10분 착용”

“1일 1마스크팩 시대~ 마스크팩위에 착용하여 수분증발, 쿨링감 지속 효과 ”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Sale]

Off_Line

On_Line
[Muti-shop]
watsons,oliveyoung
Boons,Rhobs
Allmaskstory
[Tax-Refund shop]
Seoul,Jeju island
[Aesthetic shop]
Nail art, beauty salon
Skic Care, Scalp care
Make-up

[Beauty Wholesale]
Nail art, Beauty aids
[Hospital]
Dermatology

[Online-shop]
Auction_eBay
G-market_eBay
Naver store farm
11st
Interpark store
Art Box Poom
[B2B wholesale]
Doctor’s Shop
Special Sales for Company
[SNS market]
Kakao Story
Naver Band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Sale]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Sale]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Online Sale]

[Korean big market on web]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Mass media]

2016.07.11 TV조선 뉴스쇼 여름 핫 쿨링아이템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Mass media]

KBS2 월화드라마 [뷰티풀마인드] 2016.07.18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Mass media]

KBS2 월화드라마 [뷰티풀마인드] 2016.07.19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Mass media]

JTBC 냉장고를 부탁해
= 샤이니 키의 붓기 빼는 마스크
= 보아 “갖고 싶어요~~”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Mass media]

대표적인 뷰티방송 [겟잇뷰티 2014-10-15]
= 레인보우 재경의 붓기빼고 탄력주는 마스크
= 전문의 “건조한 계절 가을 겨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

“For Four Seasons”

TV chosun [영수증을 보여줘 2015-09-25]
= 뷰티트랜드메이커 현영 붓기 빼는 마스크
=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5분 사용하면 부기가 쫘아악~~

“For Four Seasons”

KBSW[뷰티바이블 2015-10-20]
= 바쁜 아침 1시간내에 붓기 빼는 비법
= 빠른 냉각, 샤워후 사용, 쿨링효과로 붓기뺀다.

“For Four Seasons”

comedyTV,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
= Swelling Reduction Mask
= 오혁의 냉장고에서 나온 쿨링마스크

“For Four Seasons”

TVNTV, [Hunting Hot Item]
= Swelling Reduction Mask
= Good for Skin, Sooth Skin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News]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News]

[Famous Monthly Magazine – Woman Donga]

[Famous Korean Wave Magazine – ASTATV]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Reviews]

[1852]

[www.naver.com : Bloger Reviews & News]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 Reviews]

[SNS : Instgram]

“For Four Seasons”

[Global Power Bloger Reviews - DKCC Ice Cooling Mask Product]

마케팅포인트 – marketing point

<피부온도를 낮춰야하는 이유>
평상시 얼굴온도는 33℃ 전후, 얼굴 건강에 좋은 온도는 31℃.
붉게 달아 오른 피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콜라겐의 파괴와 진피등의 탄력세포도 파괴되어 피부노화의 원인으로 직결!!
탄력유지 및 주름방지에도 쿨한 피부온도유지가 최고~
/열감해소, 홍조완화, 붓기완화, 모공관리, 피부진정
1. 열에 의한 피부노화 즉, ‘열피부노화’ 방지에 도움.
2. 콜라겐 분해효소가 증가억제로 탄력유지에 도움.
3. 기미, 주근깨, 잡티등의 원인인 뜨거운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킨다.
4. 피지분비량를 감소시켜 트러블 원인을 감소시킨다.
5. 열감해소로 피부트러블의 원인을 감소(여드름등)시킨다.
6. 수분증발을 막고 피부건조를 방지하여, 각질완화와 보습지속효과를 준다.
7. 아침마다 고민인 얼굴의 부기를 완화한다.
8. 수시로 찾아오는 홍조를 완화한다.
9. 늘어지는 모공확장을 방지한다.
10. 피부모세혈관의 확장을 방지한다.
11. 메이크업이 들뜨지 않게 잘 스며들게 한다.

정답은 피부를 쿨하게~ 유지하는 것이 젊은 피부를 간직하는 방법.

DKCC Ice Cooling Mask. Anti-swelling functional cool mask.

“For Four Seasons”

DKCC Ice Cooling Mask
Make
Your face Cool

Thank you. www.dkccpartners.com

4 seasons
Relieve swelling
Pore care
Heat aging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