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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Fusion Plasma?

Fusion Plasma is a skin beauty technology that uses the fourth energy developed by 

combining proprietary technologies based on the plasma theory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in various fields. 

Solid Liquid Gas Plasma
(4th Substance)

Fusion Plasma

Since it does not react to pigments or moisture, it is not only possible to access deeply into the skin efficiently, but 
also the 'new aging care' that was not possible with existing device and cosmetics due to the various effects of 
plasma



Inhibition of
pigmentation

Fusion Plasma’s skin effect and benefits

퓨전플라즈마

• 미용 의료에서 최근 주목을 모으는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하여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양립시킨 새로운 에너지 소스인 플라즈마를 사용
• 종래의 얼굴 장비의 특징인 턴 오버 촉진 및 리프트 업 등의 효과도 제공하면서 제 4의 에너지라고 하는 「퓨전 플라즈마」에 의한 근본적인 피부 능력

개선으로 확실한 에이징 케어를 실현
• 일렉트로포레이션과 결합하여 일렉트로포레이션 또는 플라즈마의 단독 사용에 비해 월등한 시너지 효과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페이셜 기기
• 빛, 고주파, 초음파 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치료가 가능하면서도 깊은 침투효과로 인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

GCS' FUSION PLASMA technology is optically and electrically safe, so it can be applied not as a 
medical device, but as a skin beauty device classified as a general industrial product.

Induce
skin regeneration

Scar relief No side effect



퓨전 플라즈마 (Fusion Plasma)의 오존 발생량

KTL 플라즈마기기오존발생량측정실험완료

실험방법및조건

• 측정거리 : 0.5cm

• 운전시간 및 조건 : 10분 및 플라즈마 모드 3단계 (최대단계)

• 접촉 : 피부접촉

오존방출 실험결과 (최대값)

• ppm : 0.0025

• ㎎/㎥ : 0.0050

일상 대기중 오존 농도 약 0.014ppm
Leaf 퓨전 플라즈마의 오존발생량은 0.0025로

오존 걱정 NO!!



일렉트로포레이션 (electroporation) 개요

이온도입기보다 500배 더효과적임

일렉트로포레이션(electroporation)

• Electro + Pore : 전기적 펄스(Electro)를 이용하여 세포막에 일시적인 구멍(Pore)을 만들어 내는 기술
•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 목표 물질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여 흡수시키는 것이 목적
• 피부는 체온 조절 및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 역할을 함

⇒ 유효 성분이 피부 장벽 기능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해야 함

현미경으로본피부상태변화

이온도입기와일렉트로포레이션의투입경로비교

• 전기적 펄스를 이용하여 세포막에 일시적인 구멍을 만들어 내는 기술
• 피부에 고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로 인해 지질에 일시적인
구조적 진동이 발생하여 지질 이중층의 재정렬이 발생함

• 지질 이중층의 재정렬로 인해 세포막에 일시적인 구멍이 생기며, 이때, 
친수성 부분이 구멍을 향하게 됨



EP 화장품 흡수율 테스트 | 피부 습수 깊이 측정

EP, 화장품흡수율테스트

• 현재 화장품 유효 성분 흡수를 돕는 기기는 대다수가 “이온 도입기” 방식을 채택

• “이온 도입기” 방식은 모공, 땀구멍의 기존 통로만을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론적으로 EP 방식이 이론 도입기 방식보다 500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음

• 경희대학교 피부 생명공학 센터의 라만 스펙트럼 장비로 당사 EP기술의 인체 피부 투과 실험 확인 (2017년)

▶ 당사 EP 기기의 흡수율 : 29.03%

경쟁사 이온도입기 : 8.83%로 EP 기술의 흡수율이 3.3배 높음을 확인

투입깊이 흡수율

■ 피부 각질층 (12mm)통과
■ 22um까지 투과됨

■ 이온도입기 보다 3.3배 높음

화장품피부흡수깊이측정 | 경희대학교 피부공학생명센터

• 시험부위 : 좌, 우전박 내측 2 x 3cm2

• 시료 도포방법 : 시험 부위에 시험제품 500ml 도포하여 기기로 5분가 흡수

• 측정기기 : Skin composition analyzer R Model 3510 SCA

(River Diagnostics, The Netherlands)

• 측정방법 : Raman fingerfrintspectra(785mm, 400-2600/cm)

• 피부 표면층(0mm)에서 22mm까지 2mm의 단계로 측정하였고, 5회 반복측정

후 평균값 분석

■ 사용 전 - 후 비교 시, 피부 깊이 10mm 에서 사용 전에 비하여 formulation의 양이 증가함



인공피부의 침투율과 비교실험

인공피부의침투율비교

• 기존 EP 기기와 타사의 EP 기기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진행

• 콜라게네이즈(콜라겐 분해성분) 침투율 비교 실험

• 콜라게네이즈를 피부에 떨어뜨린 후 각각 EP 기기를 사용하여 매일 3분씩 10일간 처리한 결과, 자사의 EP방식의

• 침투율이 90%, 기존 EP 방식 기기의 침투율이 17%로 약 5.3배 더 높은 침투율을 가짐

피부 세포층과
가까워짐

■ 실험방법 :
콜라게네이즈를 아킬레스 건 부위에
떨어뜨린 후, 두 제품
(자사 EP 및 루미스토리)을 이용하여
매일 3분씩 10일간 처리

인공피부모델을이용한침투율비교실험

정상조직 타사 EP 방식 자사 EP 방식
(루미스토리)

90%
침투율

17%
침투율

5.3배

EGF

HA

자사 EP 기술
Finger 

Massage

A : 각질층
B : 표피층
C : 진피층

■ 실험방법 :
콜라게네이즈를 아킬레스 건 부위에 떨어뜨린 후, 두 제품
(자사 EP 및 루미스토리)을 이용하여 매일 3분씩 10일간 처리

인공피부 모델-1well어
제품사이즈- 24mm
면적-4,72cm3
두께-200mm



일렉트로포레이션 이론적 효과

피부흡수율

각징층에서의
유효성분별투과정도

피부단면에서의
투입통로

지용성.저분자 성분만 통과 저분자 성분만 통과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저분자 성분만 통과 가능)

40,000 Dalton  이상의
고분자 성분까지 모두 통과 가능

바른 유효성분의 30%는 손으로 흡수

흡수율 0.1% 흡수율 1% 흡수율 10%



일렉트로포레이션 (electroporation) 개요

멀티 주파수

• 유효 성분의 흡수 촉진 주파수는 중주파 위치하며 각 성분 별로 흡수 촉진 주파수가 상이함

• 기존 EP 기술은 단일 주파수를 출력하기 때문에,   ▶ 유효성문의 흡수 촉진 효과가 미미하거나 단일 주파수 성분에서만 효과가 발생함

• 이에 당사는 “3세대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을 개발

▶ 1,000~40,000Hz까지의 주파수를 조합한 멀티 주파수를 출력함으로써 모든 유효 성분에서 효과가 발생함



Smart Booster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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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흡수도에 도움, 418% 증가

피부 흡수깊이에 도움

피부 흡수속도에 도움

P&K피부임상연구센터 연구 결과 보고서

“Leaf Fusion Plasma, 리프 솔루션 히알루론산 앰플 동시 사용시

피부 흡수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시험제품인 “LEAF FUSION PLASMA와 리프솔루션히알루론산앰플”은 “LEAF FUSION PLASMA” 1회동시
사용으로앰플단독사용대비유의한결과를보였다. LEAF FUSION PLASMA로 각질층을투과하여피부
흡수도에도움을주며, 피부흡수속도에도움을주며, 피부흡수깊이에도움을주는제품으로판단된다.



Smart Booster Leaf

[ 11 ]

피부 치밀도 증가

피부결(거칠기)치밀도 감소

안면 리프팅 증가

피부 탄력 증가

피부 보습 증가

시험제품인 “LEAF FUSION PLASMA, 리프솔루션히알루론산앰플”은 2주사용으로
피부치밀도(얼굴), 피부결(얼굴), 안면리프팅(볼), 피부탄력(얼굴), 피부보습(얼굴) 개선에

도움을주는제품으로판단된다. 

P&K피부임상연구센터 연구 결과 보고서

“Leaf Fusion Plasma, 리프 솔루션 히알루론산 앰플의피부 치밀도, 피부결,
안면 리프팅, 피부 탄력, 피부 보습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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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포레이션

펩타이드(피부재생 및 활성화) 투입: 1kHz, 1mA

IONTOPHORETIC TRANSDERMAL DELIVERY OF ANGIOTENSIN II AND ITS ANTAGONISTS,
Yi-You HUANG, BIOMEDICAL ENGINEERINGAPPLICATIONS, BASIS & COMMUNICATIONS, Vol. 13 No. 5 October 2001

부종 완화: 11kHz, 3mA

傷による炎症性浮腫に対する 中周波通電の効果, 平野幸伸, 浅井友詞, 中川 長谷川祐一,高木健 次, 鈴木重行,
Japanese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Vol. 13 No. 5 October 2001

올리고뉴클레오티드(노화방지): 40kHz, 0.3mA

Intradermal Delivery of Antisense Oligonucleotides by the Pulse Depolarization Iontophoretic System,
Yukihiko Aramaki et al, Pharmaceutical Society of Japan, 23(10), 1461-1466, 2003

글루코스(보습): 2KHz, 1mA

Study of the Mechanisms of Flux Enhancement Through Hairless Mouse Skin by Pulsed DC Iontophoresis,
Michael J. PikalSaroj Shah, Pharmaceutical Research, March 1991, Volume 8, Issue 3, pp 365–369

히알루론산(보습): 2.2kHz

IONTOPHORETIC TRANSDERMAL DELIVERY OF ANGIOTENSIN II AND ITS ANTAGONISTS,
Yi-You HUANG, BIOMEDICAL ENGINEERINGAPPLICATIONS, BASIS & COMMUNICATIONS, Vol. 13 No. 5 October 2001



피부 저항상태 센싱 기능

피부 센싱 기능

“ 생체 인식 인공 지능과 Electroporation기술의 결합! 

Leaf가 효과적인 흡수를 도와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기기 중에서 최초로 구현된 기능 피부 임피던스 측정방식
피부의 유•수분 정도를 파악해, 피부에 충분히 화장품이 도포되어
흡수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센싱하여 LED 깜빡거림 + 바이브레이션 작동

• 피부 상태에 따라 기기의 LED  컬러와 진동의 세기를 다르게 가변 시키는 피드백 기술
• 피부에 화장품을 도포해야만 부스팅작용이 시작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효과
• 시각적, 감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피부 미용기기에 Interactive한 요소 부여



피부 저항상태 센싱 기능

수광 센서
(제품 하단부)

• 피부타입별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의 피부
• 흡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주파수 조합을
• 화면 통신에 의해 기기로 전송

• 기존의 피부미용기는 몇 개의 트리트먼트 코스로
• 고정되어 있지만, 본 제품은 앱과 연동하여 화장품과
• 최적의 트리트먼트 코스 조합을 캐치할 수 있음

• 가시광선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의 깜빡임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플래시 기술 보유

• 경우에 따라서는 앱 설치도 필요 없이 모바일 사이트에서 구현 가능

• 블루투스나 WIFI 방식처럼 기기의 하드웨어를 통하지 않으므로 스마트폰 기종이나 OS와 무관

핸드폰
화면



기능성 화장품 X Leaf

“ OEM 제품의 경우,

특정 화장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파수 조합 구현가능!



스마트폰 화면 통신 기능 구현

모바일웹사이트접속 후, 업데이트화면에서
원하는피부타입및 화장품기능 선택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 후, 업데이트 화면에서
원하는 피부타입 및 화장품 기능 선택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 후, 업데이트 화면에서
원하는 피부타입 및 화장품 기능 선택

본체의스마트폰버튼을
3초간 길게 누름
▶업데이트대기상태

통신가능한 페이지가뜨고,
업데이트준비가완료됨

http://m.leafplasma.com/main/html.php?htmid=proc/skintype.html&myShop



편리기능

편리한음성 가이드 기능

음성 가이드를 제공하여 처음 사용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4개 국어 지원
음성 가이드 ON/OFF 기능
예) “플라즈마 모드를 시작합니다“, “흡수 촉진 모드를 시작합니다＂

두얼충전 기능:

크래들 도킹(docking) 충전방식
- 집에서 사용할 때 편리

본체 단독 충전방식
- 여행 등 휴대 시에는 크래들 없이도 충전 가능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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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포레이션



제품명 LEAF FUSION PLASMA

모델명 GFP-2000

레벨 조절 3단계

조작버튼 퓨전 플라즈마, 스마트 부스팅, 미세전류

전원 내장형 리튬폴리머 3.7V 500mAh

소비전력 최대 1W

사용시간 완충 시하루 1회 10분사용시 최대 10일

충전방식 표준 마이크로 USB(핸드폰용 충전기 연결)

제품 구성 본체, 크래들,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

제품 크기 42(W)x190(H)x40(D)

제품 무게(본체) 120g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주요기능및효능

티타늄코팅헤드

트러블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포토페이셜기능

코스에 맞는 적정
LED 효과

미세전류기능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관리

일렉트로포레이션(EP)

화장품 투입 극대화
세계최초, 3세대 EP 기술

프로브워밍기능

콜라겐을 위한 적정온도
혈류 및 신진대사 촉진

바이브레이팅기능

기분 좋은 자극을 부여하는
진동 기능

바디 중주파

전용 슬리밍 크림 사용
바디 탄력 관리



일렉트로포레이션이론적효과

흡수율0.1%

손 이온도입기 일렉트로포레이션

10배 10배

흡수율1% 흡수율10%

마사지 방법으로는 피부 층을
뚫고
투입시키기 어려움

단, 비타민 C 와 같이 +,-로 이온화가
가능한 화장품만 가능하므로 매우 제한
적임

40,000 Dalton 이하의 분자 크기를 가지
는
대부분의 화장품 투입가능



the Zone 5 Silhouette 성분

the Zone 5 Silhouette Cream

안전

셀룰라이트, 비만 개선 성분 안전성

슬리밍 크림 중 최초

수용성 카페인 3.5% 함유

도표 출처 : Robert B.S, David M.E, Russell S.P, Common dietary supplements for weight loss, American Family Physician, 2004, Volum 70, Number 9.

불확실

카페인

사과식초
인삼

리놀레익산
L-카르니틴
녹차
곤약
구아검

셀룰라이트, 비만 개선 성분 효능·
효과

안전

카페인

불확실 효과없음

구아검

사과식초
인삼

리놀레익산
L-카르니틴
녹차
곤약



the Zone 5 Silhouette 성분

the Zone 5 Silhouette Cream

슬리밍 크림 중 최초

수용성 카페인 3.5% 함유

*출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분당 서울대학병원 피부과 6주 인체적용시험
완료! 



the Zone 5 Silhouette 성분

* P&K피부임상연구센터가 도입한 최신 라만 분광기에 의한

피부미용기의피부흡수도평가의국내최초 임상시험 사례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22명
크림+기기(5분)

1회
30분후
개인차 있음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22명
크림+기기(5분)

1일 1회
4주후
개인차 있음

피부 흡수도에 도움, 439% 증가

피부 흡수깊이에 도움

피부 흡수속도에 도움

대퇴부·복부 피부 치밀도에 도움

대퇴부 피부결에 도움

대퇴부·복부 탄력에 도움

대퇴부·복부 피부혈행에 도움

복부 피부보습에 도움

안면리프팅개선에 도움



타업체임상비교

기존 EP (뷰이슨)
경희대학교피부공학생명센터

(주)지씨에스
P&K피부임상연구센터

화장품 흡수율: 29% 화장품 흡수율: 439%

크림 + 기기 사용군 크림 + 기기 사용군

피부 깊이별 화장품 흡수 분포 변화 (1시간 후) 피부 깊이별 화장품 흡수 분포 변화 (30분 후)

1시간 후에도 각질층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29% 흡수율 증가하는데 그
침

30분만에 각질층을 통화하여 표피층까지 흡수되었고,
429% 흡수율이 증가하였음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피부 흡수 임상결과

왼팔 전박부, 크림 도포 후 기기 사용 < 30분 후 흡수도 측정 >

피부흡수도변화율 군간비교

시험제품인 ‘FATriot180과 더존5 실루엣크림’은, 

크림 단독사용 대비 1회 사용으로 피부흡수도(피부흡수깊이, 피부흡수속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판단된다. 

      

      

  

  

  

  

 
  

  

 

피부흡수깊이군간비교 피부흡수속도군간비교

크림 + 기기 사용군
크림 단독 사

용군
크림 + 기기 사용군

크림 단독 사
용군

크림 + 기기 사용군
크림 단독 사

용군

시험기관종합의견:



피부깊이 임상결과

Raman Microscopy 방법에 의한 흡수도 실험

레이저광과 같은 강력한 단색의 여기광을 쬐었을 때 분자의 진동수만큼의 차이가 있는 산란광이 생기는 현상인 라만효과(Raman effect)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구하는 분광법
이며, 대상물질이 여기광의 파장에 가까운 곳에서 흡수하는 경우, 산란광의 강도가 여러 단위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라만효과라고 하고, 이것을 이용하면 헴단백질의 헴구조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사와 아모레 포함 국내 총 3업체만 실험한 믿을 수 있는 실험입니다. 

Raman Microscopy: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사용후 변화 | 치밀도

시험제품 사용에 의한대퇴부·복부치밀도의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험제품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용 4주 후 유의하게 증가(p<0.05)하였다.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사용후 변화 | 혈행

시험제품 사용에 의한대퇴부·복부혈행의변화를 확인한 결과, 

시험제품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용 4주 후 유의하게 증가 (p<0.05)하였다.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사용후 변화 | 피부결

시험제품 사용에 의한대퇴부피부결의변화를 확인한 결과, 

피부 거칠기가 시험제품 사용 전과 비교하여 사용 4주 후 유의하게 감소 (p<0.05)하였다.



FATriot 180 X the Zone 5 Silhouette 증빙 자료

1. SCI급논문 다수, 슬리밍 효과 & 흡수(침투력) 결과!

2.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6주임상 시험 완료!

3. P&K피부임상연구센터 최초 라만 분광법으로 임상 시험 완료!

4. 화장품협회 광고 심의 완료!

5. 미세전류 세기 비교 시험 (꼬마전구 비교 시험)

일렉트로포레이션 흡수력(침투력) 및 효능, 
수용성 카페인의 슬리밍 (체중, 사이즈) 효과에 대한 SCI급 논문 확보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6주 임상 시험 완료로 확인된 슬리밍,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

P&K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한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슬리밍 크림 흡수도, 피부 치밀도 (탄력), 보습 개선 등 8개 임상 결과 보유

특허성분, 미백 기능성, SCI급 논문, 분당 서울대병원 임상,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 P&K피부임상센터 임상 완료 등 화장품협회 광고 심의 완료!

켤 수 있는 전구 수량 월등한 차이 (기존 미세전류 기기 v s FATriot180 비교) 



인체 적용 시험 리스트

일시적셀룰라이트감소효과
&체형변화 (사이즈감소) 증빙

흡수력에관한시험

탄력시험

리프팅시험

피부자극시험

보습시험

인체 적용 시험 6주, 사이즈및체중감소, 일시적셀룰라이트개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2012.12.13~13.01.24

피부 흡수도 임상 시험, 439% 증가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대퇴부, 복부 피부치밀도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피부흡수속도 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피부흡수깊이 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대퇴부, 복부탄력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대퇴부, 복부피부치밀도 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안면리프팅 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10~24

피부자극 인체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05~07

피부보습 임상 시험

P&K피부임상연구센터, 2018.12.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