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ing Acne
with Vitamin C

A paradigm shift in curing Acne

Continuously protects the health of the skin w
 ithout resistance buildup through anti-inflammation, s kin barrier strengthening and immune
system fortification.

Vitamin C Treats Acne
Acne Total Care Solution
Not only does this product safely treat acne with no side effects, it is a total care solution
for acne that aids in pigmentation and damaged skin recovery.
Hyundai IBT’s biotechnology, which has been
selected as promising innovative world technology,
delivers stabilized Vitamin C deep into the skin
for 12 continuous hours to target and treat all problems related to acne.

A to Z Total Solution for Acne Treatment!
Safely solve acne problems with no side effects
Stabilized active Vitamin C powder delivered deep into the skin for 12 continuous hours
Eliminated acne bacteria and inflammation
Cleanses keratin plugs
Aids in pigmentation and damaged skin recovery

Safe Acne Treatment Vitamin C!
A to Z Total Solution for Acne Treatment!

Vitabrid C12 AC. CONTROL Total Solu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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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azing responses from our customers!
Allure Magazine (2016) / Participants 734 male & female subjects over age of 20

About 99% of 734 users were fully satisfied,

and 96% experienced relief of acne and sebum control effect.
Vitamin C has emerged as an acne treatment s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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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ion of melanin production, acn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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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effective cure for acne. This is why numerous

and soothing of skin trouble. The possible use of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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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걱정 없는
트러블 케어를 찾아라

항생제 내성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한 트러블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루어>가 비타브리드와 함께 진행한 여성들의
트러블 케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성이다.

드의 상금을 걸었을 정도. 감기를 비롯해 각종 염증에 공공연히 사용되

비타브리드의 에이씨 컨트롤 에센스 세트

사춘기가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천만에.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잦

고 있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때문

<얼루어> 독자들이 품평에 참여한 비타브리드의 에이씨 컨트롤 에센스

은 야근, 스트레스, 좋지 않은 식습관,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울긋불긋한

에 항생제 사용을 제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여드름 치료를 목적

세트는 앞서 말한 비타민C의 한계를 극복한 첨단 바이오 신물질, 비타브

트러블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고질적인 성인 여드름 피부라

으로 항생제를 쓰고 있는 사람도 안전할 수 없다. 여드름이 만성 염증성

리드CG를 함유한 여드름 전문 케어다. 비타브리드 CG는 산화되기 쉬운

면 피부과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 수밖에 없다. 필링이나 레이저 관리를

피부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항생제에 대한 내

비타민C를 바이오융합 기술로 안정화해 물, 공기, 열 등의 외부환경으로

받기도 하지만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비워내 여드름이 덜 생기도록 하

성이 생기면 치료가 잘되지 않거나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

부터 변질되는 것을 막고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시킨다. 바른 직

는 것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여드름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는 것.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원료물질을 사

후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이 아니

은 원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항생제 성분의 연고다. 하지만 우

용해 여드름을 치료하는 홈케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성이 생길 걱

라 꾸준히 유효성분을 전달해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 또 이온교환 방식

리가 쉽게 접하는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위험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정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여드름을 케어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드름이

에 의해 과다 피지와 각질 등의 피부 노폐물을 흡착해 피부 밖으로 내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세계보건기구(WHO)가 항생제

있는 경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과다피지 등 다양한 트러블을 동시에

내고 비타민C 성분은 깊숙이 밀어넣는다. 비타브리드의 에이씨 컨트롤

남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기면 단순한 감염이나 상처로도 목숨을 잃을 수

겪고 있어 여드름 치료와 스킨케어를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비타

에센스 세트는 이 비타브리드CG를 함유한 순수 비타민C 파우더인 에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중보건문제 1순위

브리드와 함께 품평을 진행했던 <얼루어> 독자들의 답변 역시 이를 뒷받

씨 컨트롤 파우더와 피지 관리 에센스인 에이씨 컨트롤 에센스로 구성되

로 ‘항생제 내성균’을 꼽고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가 불가능한 세균으

침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지, 유수분 밸런스를

어 있다. 사용 직전에 혼합해 더욱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에이

로 인한 피해를 국가 안보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근절

잡아주는지, 진정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피부가

씨 컨트롤 파우더는 평소 사용하는 스킨케어나 연고와 함께 사용해도 될

을 위해 올해 투입된 예산만 무려 12억 달러에 달한다. 영국 역시 공격적

민감하다고 느끼는 독자도 68.5%나 됐다. 여드름을 진정시키면서도 안

만큼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꾸준히 사용하면 균형을 잃은 피부 유수분

으로 대응하는 나라 중 하나다. 경도상 위원회(Longitude Prize)에서 인

전하고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케어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반

밸런스를 되찾아주고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해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류가 처한 6대 난제 중 하나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선정하고 1천만 파운

증인 셈이다.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비타브리드 에이씨 컨트롤 세트 제품을
사용해보니 만족스러웠나요?

비타브리드 에이씨 컨트롤 세트 사용 후
피부 자극 없이 잘 맞았나요?

No

Yes

Yes

99.8 %

98.3 %

No

96.8 %

Yes

6.5%

93.5 %

민감했던 피부가 진정되었다

No

Yes

피부 고민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31.5 %

“출산후트러블이생겨서고민이었는데
이걸사용하니좀진정되고피지도
잡아주더라구요.그리고연고와달리
다른스킨케어와함께사용해도되니까
좋아요.트러블도개선되어서계속
사용할예정이에요.”- 강희진, 35세

비타브리드 에이씨 컨트롤 세트를 사용하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피부의 붉은 기가 완화되었다

본인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나요?

No

“사용전섞어쓰다보니신선한기능성
화장품이라는생각이들어요.코옆에화농성
여드름이크게올라와있었는데이제품을
사용하고다음날바로가라앉았어요.여드름이
고민되는국소부위에사용하기좋아요.”

가렵고 따갑던 피부가 개선되었다

51.1 %
36.8 %
36.5 %
24.9 %
9.9%

96.2 %
97.8 %

“피부트러블이잦고피부결이까칠한
편이었는데사용하고나니얼굴에트러블이
사라지고피부결도한결부드러워졌어요.
- 이민희, 19세
세트를구매해서써야겠어요.”

지인 추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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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에 대응하는 여드름 케어 솔루션으로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비타민C다. 비타민C는
피부를 젊고 생기 있게 가꿔주는 안전하고 강력한
항산화물질이다. 콜라겐 생성, 멜라닌 생성 억제
등의 기능 외에도 여드름, 트러블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논문을 통해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만성 피지선 염증 등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먹는 비타민C는 피부에 거의
도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문제는 공기, 빛 등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항산화 기능을 상실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오일 친화적인 각질층을 통과해 피부 속으로
전달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반대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무엇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제라는 얘기다. 수많은 전문가가
비타민C의 안정화에 매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블랙헤드&화이트헤드
울긋불긋한 피부

-박지민, 23세

“굉장히예민한피부인데트러블이추가로
생기지않고잘맞더라고요.끈적임
없이흡수도빠르고가벼워서바르기
좋고트러블진정효과도있어서굉장히
- 이유경, 25세
만족스러워요.”

“예민하고트러블이자주생기는피부에도순하게쓸
수있고요.한번만써도웬만큼효과가보이더군요.
이틀째부터피지가덜올라오는게느껴졌어요.여름
- 조수양, 23세
내내재구매해서쓰고싶네요.”

재구매 의사

68.5 %

가장 고민인 피부 트러블은 어떤 것인가요? (복수응답)
안전한 여드름 치료제, 비타민C

“처음에는조금땅기는게아닌가했는데
파우더와에센스를잘섞은다음바르고
흡수시켰더니다음날피부가한층
깨끗해지는게느껴졌어요.하나둘씩
올라왔던트러블도진정되는게보였고요.”

- 최정은, 27세

3.2%

피부결이 매끄러워졌다

본인의 피부 타입에 대해 알고 있나요?

1.7%

비타브리드 에이씨 컨트롤 세트를
사용 후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되었나요?

Yes

<얼루어>품평단이열광한비타브리드의에이씨컨트롤세트, 그생생한사용후기!

No

0.2%

50.4 %
49.3 %

과다 분비되는 피지

30.9 %

화농성 여드름

24.5 %

가렵고 따가운 피부

28.9 %

Step1
에이씨 컨트롤 파우더
스팟을 제거하고 염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순
수 비타민C 파우더. 첨단 바이오 물질인 비
타브리드 CG가 함유되어 있어 빛과 공기로
부터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1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부 깊숙이 전달한다.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
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여드름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은? (복수응답)

Step2
에이씨 컨트롤 에센스

피부 타입에 맞춰 구매한다

00 %

여드름 유발 성분을 확인한다

00 %

제품의 유수분 밸런스 기능을 확인한다

00 %

진정 기능을 주로 본다

00 %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피지 관리 에센스로 자극 없
이 빠르게 흡수되는 젤 제형이라 산뜻하고 촉촉하다.
피지를 조절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주고
사용법 에이씨 컨트롤 파우더를 쌀 1~2톨 크기 정도 덜어낸 다음 에이씨 컨트롤 에센스와
잘 혼합해 얼굴 전체, 혹은 여드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바르고 흡수시킨다.

자극받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임신후지속된산후트러블때문에고민이
많았는데,꾸준히쓰기좋은양이고무엇보다
최초의진짜비타민C화장품이라는점이
흥미로워요.먹는비타민C는피부로거의도달하지
않는다고해서직접바르는비타민C에더욱기대가
되더라구요.쓸때마다조금씩옅어지는자국과
조금씩트러블들을보며천천히호전되는걸
경험하고있어요.- 블로거 레몬맘
BEFORE

여드름치료에가장
많이쓰이는것은원인균이
번식하지못하도록막는
항생제성분의연고입니다.
하지만최근항생제
내성에대한위험성증가가
전세계적인문제로대두되고
있습니다.여드름은만성
염증성피부질환으로
장기적인치료가요구되기때문에시간이걸리더라도
내성문제없는제품을꾸준히사용하는것도도움이
될수있습니다. -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김상석 교수

AFTER
EDITOR'S COMMENT “울긋불긋한 트러블도 신경 쓰이지만 그보다는 항생제 내성
걱정이 앞서죠. 비타브리드의 에이씨 컨트롤 세트의 비타민 파우더는 비타민C를
손실 없이 피부 속에 전달해 여드름을 케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에요. 사용감이
순하고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 이미현(<얼루어> 뷰티 디렉터)

Vitabrid C12 AC. Control Powder & Essence Efficacy Evaluation
Allure Magazine (2016) / Participants 734 male & female subjects over age of 20

Q. Intention to repurchase Vitabrid C12 		
AC. Control Essence Set?

Q. Intention to recommend Vitabrid C12
AC. Control Essence Set to friends?

No
4%

Yes

No
2%

Yes

98%

Q. Did it help the acne problem?

Q. Did you experience irritation?

99.8%
Q. Did it help take care of sebum?

No
1.7%

No
3.8%

96.2%

No
0.2%

Yes

96%

Yes

Q. Were you satisfied after
using the product?

Yes

98.3%

No
3.2%

Yes

96.8%

Vitabrid C12 AC. Control Powder & Essence Efficacy Evaluation
Allure Magazine (2016) / Participants 734 male & female subjects over age of 20

Q. What was the most satisfying result from usage?

51.1%
36.8%
36.5%
24.9%
9.9%

skin texture got smoother
eased the redness of the skin
eased sensitive skin
improved my skin troubles overall
eased itchiness and irritation

Treat Acne Effectively with Vitamin C
Has an excellent effect in eliminating acne bacteria
Excellent efficacy compared to specialty medicines for removing acne bacteria.
Propionibacterium Acnes Zone Inhibition Test
100

100%

Percentage (%)

80
60

77.2%
56.8%

40
20
0
Vitabrid C12
AC. CONTROL

Acne Ointment
Clindamycin 1.2%
Benzoyl Peroxide 6.7%

Antibiotics
Clindamycin

World Movement for Elimination of Antibiotics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ned to the public that antibiotic resistance caused by misuse of antibiotics could make even the smallest infections or wounds fatal to humans.
· In 2016, US President Obama invested 1.2 billion dollars to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 The British Longitude Committee launched a £10 million prize fund to help solve the 6 global problems, including antibiotic resistance
* The long-term use of antibiotics could create an internal body environment that suppresses the growth of normal bacteria while proliferating pathogenic bacteria

Treat Acne Effectively with Vitamin C
Efficient Removal of Keratin Plugs
while acne medications chemically remove keratin from the skin’s surface,
Vitabrid CG breaks down the pore-clogging keratin (hardened sebum that blocks pores)
and naturally eliminates it as waste.

25

Toner without Vitabrid C12 (Left side of nose)

Toner with Vitabrid C12 (Right side of nose)

Units/cm2

20
15
10
5
0
Toner without AC. CONTROL

Toner with AC. CONTROL
Nobuhiko MIWA, Emeritus Prof. Pref. Univ. Hiroshima

Aids in Pigmentation and Damaged Skin Recovery Caused By Acne
When vitamin C is supplied directly to the skin, it promotes collagen synthesis
and inhibits melanin production restoring and brightening damaged skin caused
by acne as well as addressing acne related problems
Melanin Inhibition by Vitabrid CG

Vitabrid C12 Skin Brightening Effect

85

Evaluation Method: Measuring melanin index and its color after UV-induced pigmentation

81

Inhibition(%)

22 females with age between 18-52

Participants:

Vitabrid CG

83

Testing Agency:

79
77

0 week

75
73

1 week

APPS

71

DermaPro Corp / Skin Science Institute

1%
4%
9%

4 weeks

69
67

10%

6 weeks

65
0

1

2

3

4
5
Conc. (mg/L)

6

7

8

9

Vitabrid CG inhibited 80% of UV-induced melanin formation in
HMV-II cell at 43% or 10% lower concentration than APPS
or vitamin C, respectively.
Nobuhiko MIWA, Emeritus Prof. Pref. Univ. Hiroshima

12%

8 weeks

12% reduction in melanin within 8 weeks of
use in comparison to the controlled group.
DermaPro Corp / Skin Science Institute

Aids in Pigmentation and Damaged Skin Recovery Caused By Acne
When vitamin C is supplied directly to the skin, it promotes collagen synthesis
and inhibits melanin production restoring and brightening damaged skin caused
by acne as well as addressing acne 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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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ression of COL3A1
mRNA was increased after
treatment with Vitabrid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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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Collagen Levels vs.
Increase in Vitabrid CG Concentration in Human Dermal Fibroblasts
Korea Institute of Permatological Seciences

100

Safely Treat Acne with Vitamin C for 12 Continuous Hours
Vitabrid C12’s next-generation hybrid technology is used to
safely and effectively deliver active stabilized vitamin C deep into the problem area for 12 continuous hours.

Vitamin C & Acne
“Products containing…L-ascorbic acid
(vitamin C)…are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photoaging. These compounds have also
shown effectiveness in the treatment of in-

Strong antioxidant
effect by suppressing active
oxygen

Brightening
Strong

flammatory dermatoses, acne, and pigmen-

2008 Jul;7(7 Suppl):s2-6

Inflammatory

Effect

tation disorders and wound healing.”
Burgess C., Topical Vitamins, J Drugs Dermatol.

Anti-

Antixidant

52% reduction
in UV induced
damage
40%~60% reduction in cells from
burns
Most important component of collagen
production

Vitamin C
Skin

Effective in

Damage

Combination

Recovery

with Iron

Collagen

Production

Whitening and decolorizing effect through
inhibition of melanin
formation
Prevention of
inflammation and
hyperpigmentation
through inhibition of
inflammatory factor
NFKB

Combination of
Zinc & Vitamin C
more effective in
treating acne

U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 Published Papers

Vitabrid C¹² ACNE

VITABRID C12
AC. CONTROL

Transdermal vitamin C is profoundly effective in treating acne related skin problems. Acne powder with Clean
& Clear ingredients that are effective for skin trouble with stabilized pure Vitamin C. Vitabrid C12 AC. CONTROL
effectively provides acne treatment by suppressing acne bacteria while removing skin waste and excess sebum,
leaving the skin looking clean and healthy.

Safe acne treatment
with active vitamin C, antibiotic-free!
1. Key Benefits
- Acne and trouble spot care
-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effect
- Soothes and moisturizes
- Improved skin texture
2. Product Features
- Vitamin C spot care for 12 continuous hours
- Deeply penetrates and protects the skin by delivering Vitamin C and restraining acne bacteria
- Contains ‘Azelaic Acid’ + ‘Madecassoside’ to reduce skin troubles
- Mild prescription to reduce skin irritation by reducing side effects of salicylic acid
- Contains whitening / wrinkle-improving ingredients to make acne damaged skin clean, smooth, and even
- Clear skin after 2 weeks with powder treatment
3. How to Use
1. Open the cap on the powder container and remove the internal lid, then attach the applicator cap
2. Pour an appropriate amount and mix it with toner or essence
3. Apply to gently absorb into the desired spot area
4. If overall skin condition improvement is desired, apply to entire face
4. Main Ingredients
- Vitabrid CG - ascorbic acid, zinc oxide, glyceryl monostearate
- Niacinamide - Brightening and acne scar improvement
- adenosine - Wrinkle improvement / improved skin elasticity
- serine, betaine, hydrolyzed collagen - Skin moisturizing and smoothing
- azelaic acid, madecasoside - Acne trouble relieving, skin soothing, anti-inflammation, anti-bacterial

Vitabrid C¹² ACNE

VITABRID C12
AC. CONTROL Essence
Safe acne treatment
with active vitamin C, antibiotic-free!

Transdermal vitamin C is profoundly effective in treating acne related skin problems. Non-comedogenic essence set with active vitamin C for intensive acne treatment. Vitabrid C12 AC. CONTROL Essence effectively
provides acne treatment by suppressing acne bacteria while removing skin waste and excess sebum, leaving
the skin looking clean and healthy. It replenishes oil and moisture needed for troubled skin.

1. Key Benefits
- Acne and trouble spot care
-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effect
- Soothes and moisturizes
- Oil and moisture balance control
2. Product Features
- Contains ‘Azelaic Acid’ to relieve skin troubles
- Reduces skin irritation by reducing side effects of salicylic acid
- 7 Natural + Green Complexes for cleansing: tea tree, green tea, allantoin, asiatic pennywort,
mistletoe leaves, portulaca, bamboo, phytoncide
- Combination of ingredients derived from nature to care for your skin
- Acne essence to match skin’s oil and moisture balance
- Moisturizes skin with a fresh, non-greasy feel
- No parabens / No artificial colorants / No triethanolamine / No synthetic fragrances / No mineral oils
- Can be used safely and reliably to minimize skin irritation.
3. How to Use
1. With AC. CONTROL: Mix appropriate amount of AC.CONTROL and
essence and apply it to troubled area or entire face
2. Essence Alone: After using the AC.CONTROL, apply an appropriate amount
to the troubled area or entire face
4. Main Ingredients
- azelaic acid – Acne trouble relieving, wound healing, anti-inflammation, anti-bacterial
- 7 Natural + Green Complexes: tea tree, green tea, allantoin, asiatic pennywort,
mistletoe leaves, portulaca, bamboo, cac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