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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주의하지 않을 경우 문제(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 설명 중 참고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페이지를 알려 줍니다.

◎ 이 외 아이콘들은 사용법 및 제품 설명을 위한 그림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주세요.]

[사용 설명서에 표기된 아이콘]

1. 본 기기를 사용하기 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림과 설명을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 설명서는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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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의 상류계급 사람들은 나일 강의 흙에 몸을 비비고 난 후 향유로 전신을 마사지 
했다고 합니다. 이어 기원전 50년경 클레오파트라 시대가 되면서 메이크업과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코스메틱으로 미용관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미백효과가 있는 쑥과 마늘을 먹게 하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말도록 지시한 
것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의 소중한 가치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현재 글로벌화된 기업환경 속에서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질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역시 항상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아름다움’을 창출
한다는 신념으로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전개하여 기초화장품에서 색조,

기능성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화장품을 생산, 뛰어난 품질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오고     
바르는 화장품, 먹는 화장품, 입는 화장품에 이어 지켜주는 화장품인 아이기스심청에 이르기까지
토탈 뷰티 케어의 메카임을 자부하는 우리 화진 가족은 ‘고객의 얼굴은 나의 얼굴’이라는 고객
제일주의 정신에 입각,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전하며 윤리경영 및 고객 감동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개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메신저로서, 최고의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의
대명사로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의 길잡이로서 우리 아이기스화진 가족의 앞길에
고객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1. CEO 인사말 CEO Greeting

1 CEO 인사말

회장



국내

1) 특허 No. 제 104479호

2) ISO 9001 : 2008

3) ISO 14001 : 2004

중국미국
EU 6개국

러시아

일본

특허 No. 제3976193호

특허 및 인증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최첨단 시설과 신기술만을 고집합니다.

2. 특허 및 인증 / R&D Patent and Certification / R&D

2특허 및 인증 / R&D

특허 No. 제2248823호

특허 No. 제94-104767,9호

특허 No. 제1338263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특허 No. 제7090649호

아이기스화진 연구원들은 발전을 이끌어 갑니다.

아이기스화진화장품 기술연구소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과 화장품 
분야의 결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의 추출 및 배합은 물론 인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아이기스화진화장품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고의 제품이 아니면 생산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으로 좋은 화장품 개발을 
위해 전력투구해 온 아이기스화진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은 오늘의 아이기스
화진화장품을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1 R&D2



본체와 이온 프로브, 적외선 프로브, 오존 프로브, 
초음파 프로브, 진동 프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브로 마사지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피부미용 복합 관리기입니다.

‘아이기스심청’은?

피부측정 기능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피부미용 복합 관리기

3가지 모드 
(수동모드, 자동모드, 인공지능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강화

인터록 및 보호 회로 채용으로 기능의 
동시 작동을 차단하여 사용자 안전성 
강화

!

단계별 화장품을 접목한 체계적 
피부관리기능

2개의 적외선 프로브로 동시 마사지 
가능 (처음 1분간은 예열 기능에 
의해 강 모드로 동작)

3. 제품 특징 Special features of goods

3 제품 특징

TEST

SAFE

TWIN

3MODE

STEP

수동모드

자동모드

인공지능 모드



(AC110 ~ 220V를
DC15V로 변압시켜
본체에 전원을 공급)

아답터아이기스심청 가방

1) 본체 가방      2) 클러치

1 2

프로브

3) 초음파
    프로브

1) 피부측정
   프로브

2) 적외선
    프로브

1 2 3

스페어 전구 케이스

1) 오존 전구 1(EA)
2) 적외선 전구 1(EA)
3) 스페셜 INNER CAP 1(EA)

1

2

3

Product configuration and Components4. 제품 구성 및 구성품

4제품 구성 및 구성품

기타

1 2

1) 크림 솔 2) 아이기스 심청
하이드로 초음파용

젤 크림

LED 전원 스위치

오존 프로브

진동 프로브

아답터 잭

이온 프로브

적외선 프로브

적외선 잭

핸들

락커

초음파 잭피부측정 잭

사용설명서

아이기스심청 사용자를 위한
제품 기능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제품 구성

구성품

아이기스 심청
마사지크림

아이기스 심청
젤 크림

아이기스 심청
영양크림

평경 확대경



오존 전구는 직접 피부에 접촉되는 부위로써 무리한 힘을 주어 사용하시면 
파손의 위험이 있사오니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진공 유리 상태로써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초음파 사용 시 초음파용 젤 크림을 반드시 바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치아, 성대 등의 부위에는 절대 초음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민감하신 분, 평소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허약체질, 신체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은 이온 및 진동 기능 사용 시 따끔거리는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얼굴이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의 자극이 느껴질 경우 즉각 사용을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상온 이하에서 사용할 경우 기능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상온에서 보관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체와 프로브의 접속단자에 액체나 화장품이 들어갈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전원 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꺾임, 꼬임에 주의하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직사광선(햇볕)에서 거울은 돋보기 현상으로 인해 화상,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실온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이상 시 소비자상담실로 연락 주시고, 기기의 임의적 분해 및 개조하지 마십시오.

보관 및 세척 시 꼭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방수 처리된 제품이 아니므로 물로 씻지 마시고 천을 이용해 가볍게 닦아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의 사용법 이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고 및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제조 및 판매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 전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읽어 보신 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2) 본 사용설명서는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아 언제나 보시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 사용 시 주의사항 Cautions

5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지정된 화장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1. 12세 미만 어린이 및 임산부

2. 체내 전자 의료기기 장착자 

3. 악성종양자, 혈우병 환자, 심장 질환자, 지각장애자, 심한 당뇨병 환자

4. 사용 부위의 피부에 이상이 있는 자, 급성 질환자

5. 인공장기나 인공골격 사용 환자

6. 금속 물질을 이식한 자

7. 장기 약물 복용자

사용할 부위에 심한 피부질환이나 상처가 있는 분은 완치된 후 사용하십시오.

피부이식수술, 성형수술, 주름살 제거 수술 등을 받으신 분은 수술 부위를 피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사용 및 장시간 사용할 경우 피부에 무리가 오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기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사용하는 장소가 콘크리트 바닥이거나 철제 바닥일 경우 나무의자나 방석을
깔고 사용하여 인체가 콘크리트 바닥이나 철제 바닥 등의 도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젖은 손이나 물에 적신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가연성 액체, 가스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사에서 제공하는 아답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류전압 110V ~ 220V)

전원 플러그 및 아답터 접속 부위를 젖은 손으로 만지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사용하시기 전에 몸에 지니고 있는 귀금속을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귀금속, 금속 머리핀, 기타 등)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비사항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기기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프로브의 기능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관리하는 모드입니다.수동모드

사용자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고 있을 때 피부 타입에 따라 진행하여 관리하는 모드입니다.자동모드

피부측정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관리하는 모드입니다.인공지능모드

피부청결

특수관리

피부 영양

단계 기능

모드 기능

사용크림

아이기스 심청 마사지 크림

아이기스 심청 하이드로 초음파용 젤 크림

아이기스 심청 젤 크림

아이기스 심청 영양 크림

 모드별, 단계별 설명의 자세한 사항은 11 -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오존

이온(-)

초음파

진동

이온(±)

이온(+)

6. 제품 기능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6제품 기능 설명

모드별 설명1

단계별 설명2



7. 제품 기능별 버튼 Key description

7 제품 기능별 버튼

단축

약 강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시작

5 초음파

자   동

인공지능

2 적외선 3 오존 6 진동 7 이온4 이온 - 8 이온 +

1 피부측정

정지/취소

연장



적외선 : 작동시간 범위 30초 ~ 20분 단축, 연장 가능
이   온 : 작동시간 범위 30초 ~ 10분 단축, 연장 가능
진   동 : 작동시간 범위 30초 ~ 10분 단축, 연장 가능

진동을 작동시킵니다.

이온을 작동시킵니다.

이온(+)를 작동시킵니다.

선택한 기능을 작동하고, 일시 정지 상태를 재작동합니다.

초음파를 작동시킵니다. 작동시간
얼굴 : 5분
바디 : 10분

기기를 자동모드로 작동시킵니다.

기기를 인공지능모드로 작동시킵니다.

적외선, 오존, 이온, 진동의 출력을 줄이거나 높입니다.약, 강2

피부 타입을 측정합니다.피부측정4

적외선 적외선을 작동시킵니다.5

오존 오존을 작동시킵니다.6

이온(-)를 작동시킵니다.7

단축, 연장1

기기 동작 중 일시 정지 또는 작동을 취소합니다.정지, 취소3

좌측 컨트롤 판넬 그림을 함께 보시면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합니다. 진동8

이온9

10

시작11

초음파12

자동13

인공지능14

버튼 기능설명 버튼 기능설명

8. 제품 기능별 버튼 사용법 Key Manual

8제품 기능별 버튼 사용법

이온 -

이온 +



9. 사용 전 준비사항 Ready to use

9 사용 전 준비사항

사용 전 준비사항1

미용비누로 피부를 깨끗이 세안합니다.몸에 지니고 있는 귀금속을 제거해 줍니다.

마른 수건으로 피부의 물기를 닦아줍니다.

아이기스심청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step 3

step 2

step 4 방석을 깔고 방석 위에 앉아 사용합니다.



10. 기본 작동법 및 마사지 방법 Control and Massage method

10기본 작동법 및 마사지 방법

기본 작동법1

2

마사지는 그림과 같이 안에서 밖,
아래서 위의 방향으로 합니다.

기본 마사지 방법

자세한 작동 방법은 다음의 기능별
작동 방법을 참고합니다.

아답터 코드는 콘센트에 연결하고
아답터의 DC 플러그를 본체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아답터 잭에 연결합니다.

아답터 잭

본체 우측 상단에 LED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LED 전원 스위치

내장된 크림을 반드시 사용 단계에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관리하는 모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 방법으로 크게 ‘피부 청결 → 특수관리→ 피부 영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step 7

4분

step 6

5분

수동모드란?

피부측정
프로브

마사지크림 적외선
프로브

젤크림
진동

프로브 젤크림
이온

프로브
영양크림 이온

프로브 피니쉬 에센스

마사지크림 오존
프로브

마사지크림 이온
프로브인핸서 화장 솜

초음파용
젤크림

초음파
프로브

피부 청결

피부 영양특수관리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유지하며
피부 타입을 확인합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피부 결을 따라 마사지
합니다.

세안 후 적당량을 
화장 솜에 묻혀 피부
결을 따라 발라 줍니다.

버튼

그림
설명

화장품
및

프로브

버튼

그림
설명

화장품
및

프로브

피부측정없음 적외선 오존 이온(-)

피부 결을 따라 마사지하여
줍니다.

피부 결을 따라 마사지하여
줍니다.

피부 결을 따라 마사지
하여 줍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발라 부드럽게 흡수시켜
줍니다. 

진동초음파 이온(±) 이온(+) 없음

모든 마사지 단계에서 강, 약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마사지 단계 바디사용 방법 : 초음파용 젤 크림 마사지 부위에 도포 → 버튼 2회 →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 10분 마사지 → 스팀타월로 클렌징

사용 후 프로브 및 본체 청소 방법은 14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프로브와 화장품 사용 및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삐 소리 후 클렌징 스펀지
또는 스팀타월로 클렌징)

(시간 연장은 불가능, 단축만 가능)
(바디 사용법은 아래 참고)

(클렌징 스폰지
또는 스팀타월로 클렌징)

(티슈로 눌러주거나 피부에
흡수)

step 1 step 2 step 4

2분

step 3

4분

step 5

4분

step 10step 8

4분

step 9

4분

피부 결을 따라 마사지
하여 줍니다.

(마사지 크림을 바른 후 피부 청결
단계가 끝날 때까지 크림을 유지) 

(젤 크림을 바른 후 특수관리
단계가 끝날 때까지 크림을 유지)

11. 수동모드 Manual Mode

11 수동모드



자동모드란? 사용자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고 있을 때 피부 타입에 따라 진행하여 관리하는 모드입니다.

4분

2분 30초

생략

◆ [자동]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피부 타입에 따라 화면에 코스가 표시됩니다.

피부타입

◆ 피부 타입에 해당하는 코스를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기능별 동작 시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 후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건  성 S1 4분 1분 생략 7분 4분 4분

4분 1분 30초 2분 30초 6분 4분 4분S2

4분 2분 4분 5분 4분 4분S3

중  성

지  성

단계별 프로브와 화장품 사용 및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S1

건성

건성피부

건성피부 = 자동버튼1회 = S1

중성피부

자동

S2

중성

중성피부 = 자동버튼2회 = S2

지성피부

자동

S3

지성

지성피부 = 자동버튼3회 = S3

코스는 “적외선→오존→이온(-)→초음파→진동→이온(±)→이온(+)” 순으로 진행되며, 기능별 순서마다 세안, 사용해야 할 프로브 및 화장품이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

컨트롤 판넬
표시 및 사용 방법

빨강색은 자동모드 
버튼을 나타냅니다.

피부타입 코  스 적외선 오존 이온(-) 이온(±)초음파 진동

12. 자동모드 Auto Mode

12자동모드

이온(+)



인공지능모드란?

아이기스심청에 내장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피부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기능별 코스와 동작시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코스입니다.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이 점등되고 사용할 프로브를 지정해 
줍니다.

모드별 공통사항

인공지능 인공지능

피부타입 프로브

컨트롤판넬 피부측정 프로브 피부측정 컨트롤판넬

피부측정 프로브가 나타나면 프로브를 입술과 턱 사이에 3초간 대고 피부
검사가 이루어지면 화면에 나타난 결과(건성, 중성, 지성)에 따라 사용할
프로브와 기능별 코스 진행 시간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진행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특정 코스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되어 진행됩니다.

1 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오존 이온(-) 이온(±) 이온(+)초음파 진동
피부 테스트

마사지 시간

건
성

중
성

지
성

4분

4분

4분

1분 7분

7분

7분

6분

6분

6분

5분

5분

5분

2분

3분

3분

2분

2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4분

아래 빨강색은 인공지능 버튼을 나타냅니다.

적외선

1분

1분

2분

2분

2분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1) 단계가 끝난 후 세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동이 정지되고 LCD 화면에 프로브 및
   화장품의 표시가 없어집니다.

2) 세안이 끝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13. 인공지능모드 Artificial Intelligence Mode

13 인공지능모드

피부측정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관리하는 모드입니다.



본체 및 프로브 관리방법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해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닦아줍니다.

외장 케이스나 프로브 헤드 면은
유기용매 세척제나 벤젠, 연마
세척제 등을 사용할 경우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기스심청의 손질과 청소는 아래와 같이 하세요

초음파 방사 헤드 관리방법

사용 후 초음파 방사 헤드 면에
남아 있는 크림은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초음파 방사 헤드 면의 소독은
알코올을 이용하여 닦아줍니다.

알코올

기본 청소방법
3) 초음파 프로브 헤드 면은 젤 등의 잔존물이나 피부에서 묻어 나오는 이물질이 묻어 있으므로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합니다.

1) 사용 후 기기 본체와 프로브는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여 닦아줍니다.

2) 기기 본체를 닦을 때에는 세척액이나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4.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Keep and Management

14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8

4

7

3

5

1 2

피부미용 복합관리기

아이기스심청

AC100-240 V, 50/60 Hz

(본체만) 389.1 X 257.6 X 114.5

사용목적 화장품 흡수촉진 및 피부마사지

포장단위 1 Set

보관방법 실온보관

제조원 ㈜아이기스화진화장품

소비자 상담실 1577-8877(본체만) 2895

인화성 물질 옆 또는 습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위치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 동작시키시고 손톱이나
뾰족한 것을 사용하여 누르지 마십시오. 제품을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지하실 또는 습기가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신발을
착용하거나 방석 위에서 사용하십시오. 
(피부측정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충격 또는 사용 부주의에 인하여 오작동 혹은 동작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사용 중단 후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6

동작 중에 프로브를 컨트롤 판넬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사용치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뽑아 주십시오.

아이기스심청은 반드시 적정온도인 18~25˚C에서 
사용하십시오. 영하 온도에서 사용 시 LCD(액정)가 작동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온이 되면 자동 회복됩니다. 
(고장이 아님)

파손주의

18~25。C

15. 사양 및 취급 시 주의사항 Specification and Notice

15 사양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규격 및 특성｜사양1

취급 시 주의사항2

제품명

모델명

정격입력

외관(mm)

중량(䔮g)



16. 별도 판매 화장품 Sold separately

별도 판매 화장품

아이기스 심청 마이 스킨 인핸서

마사지 첫 단계에 피부 정돈을 위해 제일 처음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바디마사지 제외)

아이기스 심청 피니쉬 에센스

모든 마사지가 끝난 후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바디마사지 제외)

아이기스 심청 수 앰플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피부관리가
가능합니다. (7종의 앰플이 있으며, 추후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기스 심청 핫 실루엣 젤 크림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바디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기스 심청 핫 실루엣 젤 크림

특수관리 단계에서 집중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앰플입니다.
(앰플을 이용한 집중 관리 방법은 개별 첨부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아닌 별도로 판매되는 화장품입니다.

아이기스 심청 수

16별도 판매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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