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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식이유황(MSM)의 시대가 될 것이다.

- 비타민의 발견자 칼 파이퍼 -

MSM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골•관절•근육건강 MSM혁명

미스미네랄 제품소개서

www.msmmineral.com

MSM 헬스케어 전문회사

전 제품 의약등급 MSM을 사용한 마사지크림, 

치약,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미스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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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식이유황)이란?

황화합물은 인체의 피부, 뼈, 머리털, 손톱, 발톱 등 구성하고, 인체의 결합조직 콜라겐을

강화, 인체의 유기 시멘트 역할을 수행하는 화합물입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유기황화합물 식이유황 MSM

MethlSulfonylMethane(메탈설포닐메테인)의 약자이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8대 성분 중 하나로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MethlSulfonylMethane

MSM
(식이유황)

메틸기 포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대사물질 역할

유황

우리 몸에 필수적인 유기황

탄소화합물

골격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현상을 위해 필요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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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사료등급 식품등급 의약등급

논문에 소개된 MSM의 효능

MSM 순도에 따른 등급

미스미네랄은 모든 제품에 의약품 등급의

순도 99.9% 최고급 원료만 사용합니다.

근육통증 완화 및

근육건강에 도움

관절연골 통증 완화 

및 보호에 도움

치아, 모발, 손톱, 발톱

건강 및 성장에 도움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밝고

부드럽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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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미네랄 데일리크림 / 120ml, 보급형

관절근육 MSM 찜질마사지크림, DPHEAL SUL16

sul · fur : 

유황 원자명 + 원자번호 16

COOLHOT

MSM MSM

• 온, 냉찜질 효과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릴렉스

• 관절연골 통증 완화 및 보호, 근육 통증 완화 및 근육 손상 예방과 회복에 도움

• 보건소, 학교, 요양원 등에 납품

• MSM(의약등급)  

• Natural Protector  

• 토코페롤

• 아세틸글루코사민 

• 시어버터  

• 선플라워오일

• MSM(의약등급)  

• Natural Protector  

• 토코페롤

• 아세틸글루코사민 

• 시어버터  

• 선플라워오일

브랜드 이름 및 의미 제품명 및 뜻

Healthy body therapy

건강한 몸을 위한 치유법

SU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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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HEAL SUL16 HOT Line

셀프마사지에

효과적인 제품

고용량 제품 사용하기 편리한

휴대용 제품

• 온찜질 효과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릴렉스

• 관절연골 통증 완화 및 보호, 근육 통증 완화 및

    근육 손상 예방과 회복에 도움

• 운동 전후에 더 핫-하게 원하시는 부위에 잘 펴 바르세요.

• MSM(의약등급)

• 아스타잔틴

• 시어버터

MSM

튜브형 (120ml) 마사지볼 (100ml) 휴대용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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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마사지에

효과적인 제품

고용량 제품 사용하기 편리한

휴대용 제품

튜브형 (120ml) 마사지볼 (100ml) 휴대용 (50ml)

DPHEAL SUL16 COOL Line

• MSM(의약등급)

• 구아이줄렌 

• 시어버터

MSM• 냉찜질 효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줌

• 근육부종 완화, 근 통증 완화, 근력 회복, 근손상 완화에 도움

• 관절연골 통증 완화 및 보호

• 운동 전후에 더 쿨-하게 원하시는 부위에 잘 펴 바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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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ffects of transfermal methylsulfonylmethane
on muscle damage and recovery following eccentric exercise

마사지크림 세계 판매량 1위 제품과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로 입증된 MSM크림의 효과

VS

국제 학술지에 등재되어 <EXERCISE SCIENCE>에서 소개된 미스미네랄 MSM 크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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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근통증 완화에 도움

근손상 유발성 운동 후 중위부 및 

근위부 팔 둘레가 통계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냄

333 근력회복에 도움

근손상 유발성 운동 후 최대 근력의 

회복이 통계적으로 더 빠른 

회복을 보였음

444 근손상 완화 및 회복에 도움

초음파 반향 세기가 더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증가하지 않음

근육부종 완화에 도움

근손상 유발성 운동 후 중위부 및 

근위부 팔 둘레가 통계적으로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냄

111111
국제 학술지에 입증된 MSM 크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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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HEAL SUL16,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노화로 인하여 관절 및 연골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

근육 부종이나 근손상 위험에 노출된 스포츠맨 육아 및 가사 노동으로 허리, 무릎 등이 불편한 

가정주부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목, 허리, 손목 등의 

보호가 필요한 분

장시간 운전으로 목, 허리 등의 보호와 졸음운전 

예방이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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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전 손바닥을 30회 비벼서 

손을 따듯하게 한다.

마사지 부위에 MSM(유황) 

마사지 크림을 얇게 바른다.

손, 발, 무릎은 관절과 관절 사이를 

빈틈없이 골고루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 마사지합니다.

마사지할 부위는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작은 타원을 

그리면서 돌리고 비벼 크림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마사지합니다

뒷 목과 양옆의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고, 등과 척추는 위에서 아래 방향

으로 척추선을 따라 마사지합니다.

<사용방법>

운동 전, 후에 더 핫하거나 쿨하게 

원하시는 부위에 잘 펴 바르세요.

TIP 1 _ 마사지 활용팁 5가지 및 사용 방법

TIP 2 _ 신체 마사지 부위

목

무릎

어깨

종아리

등(척추)

발

허리

배

손목

서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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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한국분석시험연구원(KATR)

연구기간  :  2021.03.02 ~ 2021.04.06

연구결과  :  9종 세균감소율 97% 이상

연구방법  :  외용소독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준용

식이유황 / 칼슘 / 자일리톨 / 녹차추출물 / 캐모마일추출물

로즈마리엑스 / 페퍼민트오일 / 자몽종자추출물

DPHEAL MSM 유황치약 (130g)

• 붓고 피나고 시린 이에 MSM 유황 치약

• 잇몸 염증 및 입 속 유해균 9종 97% 이상 사멸

8가지 안전한

천연성분

균 감소율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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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분 딥클렌징 촉촉 보습씨앗 오일 효능

DPHEAL MSM 유황비누

• 아토피 여드름 블랙헤드 MSM 클렌징 솝

• 각질관리와 피부 결 정돈

• 쫀득쫀득한 거품으로 세정과 보습까지 한 번에 해결

• 세안 후에도 촉촉한 비누, 샴푸와 바디에도 뛰어난 효과

식이유황 / 콜라겐 / 이온칼슘

시어버터 / 코코넛오일

5가지 핵심 성분

유황비누 특징

아토잇 로션 / 80ml

• 아토피 여드름 MSM 콜라겐 무자극 유황 화장품

• 고보습, 피부 탄력에 좋은 제품으로 건조한 피부에  

    좋으며 발라도 끈적임이 없습니다.

• 가성비를 높인 휴대용 제품으로 남녀 모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MSM 유기황 / 라놀린 / 히알루론산

메도우폼씨드오일 / 콜라겐 / 시어버터

6가지 보습

유효성분

아토잇 로션 특징

촉촉한 피부케어 편안한 피부케어 탄력있는 피부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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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유닉스 엠에스엠 / 60g (2g 30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MSM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 MSM 하루 권장량 2,000ml를 

    한 포에 담아 30일간 복용

• 최고 등급인 의약 등급 MSM의 가성비를 

    높여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한 제품

• 바르는 마사지 크림 SUL16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퓨어 유닉스

엠에스엠 특징

올:가수 / 250ml

콜라겐 활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구성하는 

여러 아미노산을 유황성분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뷰티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 뿌리는 100% 유황수, 피부에 MSM을 공급해 줍니다.

• 얼굴, 손, 종아리, 발 등 신체부위에 뿌려줍니다.

의약 등급의 식이유황(MSM)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처럼 원하는 부위에 뿌려 

두드리거나 문질러 흡수시킵니다.

유황수의

피부진정

#올:가수

사용방법

다른 첨가물 없는

100% 유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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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steoArthritis and Cartilage (2006) 14, 286-294

<관련 특허증> <건강기능식품 인증서>

퓨어 유닉스MSM은 관절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증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순도 99.9%의 의약등급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공업용 사료등급 식품등급 의약등급

여러 논문 속 인체 적용 시험에서의 MSM 효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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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미네랄

MSM 헬스케어 전문회사

www.msmmineral.com
1899-2729

주식회사 미스미네랄

SUL16 크림(휴대용)SUL16 스포츠크림

아토잇 로션 올:가수 MSM 유황비누 MSM 유황치약 퓨어 유닉스 엠에스엠

SUL16 마사지볼크림 데일리 크림

DPHEAL SUL16 HOT / COOL

그 외 미스미네랄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