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 A T U R A L

R E L I E F 

F  R  O  M

U R B A N 

L  I  F  E





Product
●    7days Plus Mask Line

●    7days Mask Line

●    7days Calming Line

●    7days Vitamin Mist

●    2days Mask Line

●    Mood Maker Mist

●    Jeju Lava Water Mist

●    Juice Cleanse Mask 2X Plus Line

●    Juice Mask Line

●    Mood Maker Mask Premium Line

●    My Mood Maker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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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 NEW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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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ul works to provide the skin relief from the stresses of modern life by harnessing
the power of natural ingredients. As we might cleanse to detox our insides,

Ariul applies the same ideology to skincare.
Ariul’s bestseller, 7Days Mask sells 4 sheet per second. These sheet masks nurture the skin

with ingredients like bamboo water, aloe, tea tree, avocado, and pomegranate. Staples like our
Aqua Blast Hydrating Cream ensures the skin is kept healthy and hydrated all the time, while our
Berry Blast line is packed with antioxidants to protect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to the skin.
Explore how ingredients good for your insides can work wonders for your complexion with Ariul.

Natural Relief from Urban Life Ariul

아름다움의 근본은 바르고 건강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아리얼은 바쁜 생활패턴과 스트레스와 공해 등으로 

지친 도시속 현대인의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피부에 순한 저자극 자연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아름다움을 지키고,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리얼과 함께 Live(생동감 있고), Interesting(재미있고), Full(충만하고), Energetic(열정이 있는)

‘생기 발랄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세요.

用自然的力量缓解现代生活的压力!我们坚信真正的美源于合理、健康的生活。

现代年轻人因生活过度繁忙紧张而承受多种压力，并经受着各种有害物质的威胁。

我们以镇静皮肤，重塑健康肌肤为理念，采用大自然给予的低刺激性的天然材料为主原料，

解救受困于肌肤苦恼中的年轻人，找回肌肤原有的健康美及光泽。

让我们一起打造Live(生动感的), Interesting(有趣的), Full(充满活力的), Energetic(热情的)“朝气蓬勃型“ 生活方式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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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ys Plus Mask Line
Sheet Mask

For your skin every day, 7days Plus Mask is all-round solution for your skin. Treat different skin conditions every! Try Mask Starter first!
每日不同的皮肤状态, 为适合自己皮肤的专业护理。韩国国内最初研发的面膜上附加可去角质与整顿肌肤的精华棉片, 皮肤基础护理也可轻松解决!

매일 달라지는 그날의 피부 컨디션, 내 피부에 딱 맞는 맞춤 처방을 받아보세요. 국내 최초 마스크스타터 탑재로 번거로운 스킨케어 단계도 간편하게! 

7Days Plus Mask

皮肤镇静 / 舒缓护理
피부진정 / 쿨링

Soothing

Aloe / 芦荟 / 알로에

7days Plus Mask Line (七天双重面膜系列)

保持均衡 / 强化保护膜
피부밸런싱 / 피부장벽강화

Balancing / Strengthening 
Skin Barrier

Coconut / 椰子 / 코코넛

补充营养 / 保护皮肤
피부영양공급 / 피부보호

Nourishing / Strengthening 
Skin Barrier

Broccoli / 西兰花 / 브로콜리

* Effects are limited to ingredient | * 仅限于原料特性 | * 원료적 특성에 한함

使用EWG Green 1-2等级原料 (除香料)
EWG Green 1-2 grade ingredients (excluding fragrance)

EWG Green 1-2등급 원료 사용(향료제외) [2018 10월 기준]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비(무)자극성 판정

皮肤刺激测试结果判定为非(无)刺激性。
“No Irritancy” Proven

브라이트닝*주름개선 2중효과

提亮*抗皱双重效果
certified for brightening · wrinkle improvement

유해성분 4가지 무첨가 [파라벤, 미네랄오일, TEA, 인공색소 무첨가]

4无配方 [无羟基本甲酸酯(防腐剂), 无矿物油, 无三乙醇胺, 无人工色素]
"4 Free" formulation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

Gauze-Emboss Dual Face Mask Starter
棉纱面与压花面组成的双面精华棉片
거즈면과 엠보면 듀얼패드 마스크스타터 탑재

“Ariul Real-Fit” Mask Sheet 
“Ariul Real-Fit” 面膜贴
“아리얼 리얼 핏(Ariul Real-Fit)” 마스크 시트

用棉纱面去除角质, 用压花面整顿皮肤, 使肌肤整顿成敷面膜前最佳状态。

Instantly wipes away skin concerns and remaining waste by double exfoliation of 
gauze face & emboss face, preparing the skin to maximize effects of the mask pack.

거즈면으로 각질제거, 엠보면으로 피부 정돈하여 마스크팩의 에센스를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줍니다. 

#超敷贴 #超保湿 #超轻薄
使用天然纤维系列素材的100%植物性面料, 透明而触感如丝绸般柔顺, 将柔和的裹住皮肤。

#superbadhesion #ultimatehydration #extremelyslim 
Natural cellulosic sheet made of 100% botanical fiber hugs your skin with a silky touch.

#초밀착 #초보습 #초슬림 

천연 소재 셀룰로오스 계열의 100% 식물성 원단으로 투명하면서도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 

피부를 가볍고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STEP 01 

STEP 02

STEP 01 Mask Starter “(精华棉片)”+ STEP 02 Sheet Mask “(面膜)”

 Step 01

Step 02

* Net Content Size : mask starter 3g + mask sheet 20g

* 容量：精华棉片 3g + 面膜贴 20g 
* 용량 : 마스크스타터 3g + 마스크 시트 20g 

皮肤保湿 /双重补水
피부 2중 보습

Double Moisturizing

Bamboo Water / 竹水 / 대나무수

皮肤镇静 / 应急保湿
피부진정 / 수분응급케어

Calming / Emergency / Hydration

Green tea / 绿茶 / 녹차

皮肤提亮 / 光泽护理
미백 / 피부톤케어

Brightening / Skin Tone Care

Lemon / 柠檬 / 레몬

收敛毛孔 / 平衡油脂
모공수렴 / 과다피지케어

Pore Tightening / Excessive / Sebum Control

Tea tree / 茶树 / 티트리





7days Mask Line
Sheet Mask

7days Mask Line (七天面膜系列)

Avocado / 牛油果 / 아보카도

Nutrient & Protection

供给营养 & 修复肌肤 / 영양공급 & 피부보호

20g

Lemon / 柠檬 / 레몬

Brightening & Smoothing

皮肤提亮 & 滑润光透 / 피부생기 & 피부유연

20g

Bamboo / 竹水 / 대나무수

Hydrating & Moisturizing

补充水分 & 集中保湿 / 수분공급 & 집중보습

20g

Aloe / 芦荟 / 알로에

Calming & Soothing 

镇静肌肤 & 舒缓护理 / 카밍케어 & 수딩케어

20g

Tea Tree / 茶树 / 티트리

Clearing & Purifying

镇静肌肤 & 改善毛孔 / 피부진정 & 모공케어

※원료적 특성에 한함

20g

Pomegranate / 石榴 / 석류

Firming & Radiating

增加活力 & 改善肤泽 / 피부활력 & 윤기개선

20g

Green Tea / 绿茶 / 녹차

Sebum Control & Peeling

均衡油脂 & 去角质 / 피지조절 & 각질제거

20g

Ariul's best global seller for daily skincare. 7 different natural ingredients to treat your daily changing skin. 
Perfect evening pampering for every day of the week.

您是不是熟知自己的皮肤问题却苦于寻找不到合适的解决方案？是否想要通过一次使用就获得即刻的改变？
让肌肤每日都有新变化，倾听自己肌肤的需求，邂逅七天面膜！

자신의 피부 고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고요? 단 한번의 사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고요?

매일 매일 달라지는 피부 컨디션, 지금 당신의 피부 고민에 귀 기울여 줄 원조 1일 1팩의 시작, 

세븐데이즈 마스크와 만나보세요!

7 kinds of essential natural ingredints / 含有七种纯天然成分 / 7가지 자연성분

7 natural element in each pack that your skin needs most.

考虑到不同类型肌肤的需求，采用具有7种不同功效&类型的纯天然成分制成。
다양한 피부타입과 그에 따른 니즈를 고려한 7가지 기능별 & 유형별 맞춤 자연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 eco-friendly TENCEL fiber sheet
使用新一代的环保纤维-天丝纤维面膜纸
친환경적인 차세대 섬유, 텐셀 시트 사용

100% Natural nutrients extracted from Eucalyptus tree provides smoother feel than silk. 
With excellent absorption and adhesion, 
tencel sheet delivers essence and nutrients to skin effectively.

从桉树汲取的100%纯天然原料，提供超越丝绸的柔和触感。
具有优异的吸湿性和皮肤敷贴力，可将精华液中的水分和营养物质有效地传递给肌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된 100% 천연소재로 실크 이상의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며

뛰어난 흡습성과 피부 밀착력으로 에센스의 수분과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줍니다.

- 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4 Free” formulation / “4无” 配方 / 유해성분 4가지 무첨가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CFDA 취득

获得中国卫生许可

2018 KOREA BRAND
PREFERENCE AWARD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비(무)자극성 판정

皮肤刺激测试结果判定为非(无)刺激性。
“No Irritancy” Proven





7Days Calming Line
Concentrated soothing care line that helps to calm and strengthen the sensitive skin by the effect of plant ingredients
such as Centella extract and Mugwort and Probiotic triple complex.
以提高肌肤防御力的乳酸菌和积雪草、艾草等植物成分，为敏感脆弱的肌肤赋予镇静和强化的效果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는 유산균과 병풀, 쑥 등 식물성 성분으로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강화에 도움을 주는 집중 수딩 케어 라인

Seven Days Calming Capsule (七天舒缓安瓶精华)

Skin Care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

“No Irritancy"
proven

 

Granted ‘Excellent’ the best safe grade, from Dermatest, German Dermatology Laboratory.
获得德国皮肤科学研究所 Dermatest 最高“Excellent”等级认证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Dermatest “Excellent” 등급 인정

Double the calming effect by fermenting the centella extract and mugwort extract.
发酵的积雪草和艾草，同时添加2种汲取物！ / 발효시킨 병풀과 쑥, 두 가지를 한 번에
Contains centella extract and mugwort extract that help to soothe the skin. As these ingredients go through fermentation process,
their skin absorption increases and skin irritation decrease, helping to recover skin condition.

含有帮助肌肤快速镇静的积雪草和艾草汲取物，经过发酵，可提高肌肤吸收力、降低刺激。帮助修复状态不好的肌肤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과 쑥 추출물 함유. 발효 과정을 거쳐 피부 흡수력은 높이고 자극은 낮춰 급격히 떨어진 피부 컨디션 회복에 도움

Ampoule care for everyone going through the sensitive days / 专为肌肤脆弱敏感期设计的安瓶精华
누구나 겪는 민감한 날을 위한 앰플

Ampoule care that rapidly relieves skin problems caused by irregular life, environmental changes, and stress, etc.

快速镇静因不规律的生活、环境变化、生活压力等因素出现的肌肤敏感症状的修护精华
불규칙한 생활, 환경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는 피부 민감 증상을 빠른 시간 안에 진정시키는 앰플 케어

Contains probiotics ingredient to help enhance skin defense  / 含有强化肌肤防御能力的乳酸菌成分
피부 방어력 강화를 위한 유산균 성분 함유

添加3种乳酸菌 (细齿大戟发酵汲取物、乳酸菌发酵溶解物、乳球菌发酵溶解物) 由内而外强化肌肤

유산균 3종(비피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을 넣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 강화

Contains probiotics triple complex (Bifida, Lactobacillus, Lactococcus)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skin itself to withstand external stimulation.

#Calming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는 저자극 앰플 캡슐

발효시킨 병풀 & 쑥 추출물, 유산균 성분 함유

10ml

可快速镇静敏感肌肤的低刺激安瓶精华, 含有发酵积雪草 & 艾草汲取物、乳酸菌成分

Hypoallergenic ampoule capsule that soothes irritated skin instantly.
Contains fermented Centella&Mugwort Extract and Probiotic triple complex.

Seven Days Calming Capsule / 七天舒缓安瓶精华





7DAYS VITAMIN MIST

7DAYS VITAMIN MIST (七天维他命喷雾)

Facial Mist

Vitamins, Minerals from 6 natural ingredients clarifies and moisturizes your skin.

Tomato Broccoli Mineral Water
番茄汲取物
토마토 추출물

矿泉水
미네랄 워터

10,670ppm

西兰花汲取物
브로콜리 추출물

Banana
香蕉汲取物
바나나 추출물

Apple Cabbage Leaf
卷心菜汲取物
양배추 추출물

苹果汲取物
사과 추출물

Carrot Root
胡萝卜汲取物
당근 추출물

Seven Days Vitamin Mist
- 10,670ppm Mineral Water with vitamins supply hydration and nutrients.
- Phyto-6 Complex 10,000ppm contains apple, broccoli, banana, tomato, cabbage, carrot     
  →Helps to purify and vitalize the skin
- Advanced superb eco-friendly pump with fine mist and wide angle
- Tested for no irritancy, and composed ofEnvironmental Working Group’s 0~2 grade  ingredients.

- 10,670ppm 天然矿泉水: 矿物质含量丰富的高级水质，可快速吸收补水 
- 复合维他命(SC) :  保持油脂和水分的平衡
- Phyto-6 Complex 10,000ppm : 苹果、香蕉、卷心菜、胡萝卜、番茄等构成的混合排毒果汁
  →卓越的肌肤净化效果，使肌肤得到净化，恢复生机，保持健康。
- 高级喷雾泵 : 使用高级喷雾泵，防止对肌肤有害的气体倒入，喷雾均匀细密

- 미네랄워터 10,670ppm : 미네랄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워터의 즉각적인 수분 공급

- 비타민콤플렉스(SC) : 유수분 밸런스 유지

- Phyto-6 Complex 10,000ppm :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로 구성된 해독 주스 복합체

  →스킨 퓨리파잉 효과가 뛰어나 건강하고 생기 가득한 청정피부로 개선

- 프리미엄 안개분사 펌프 사용 : 피부에 유해한 가스 없이도 피부에 골고루 분사

采用维他命， 天然矿泉水和6种果蔬成分混合搭配而成。具有保湿和提亮肤色的双重功效。

비타민,미네랄워터와 6가지 해독 주스 레시피 성분을 블렌딩 하여 맑고 촉촉한 피부로 케어하는 2중기능성 미스트

Phyto-6 Complex (10,000 ppm)

Vitamin Complex(SC)
复合维生素(SC)
비타민 콤플렉스(SC)

使用EWG Green 1-2等级原料 (除香料)
EWG Green 1-2 grade ingredients (excluding fragrance)

EWG Green 1-2등급 원료 사용(향료제외)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비(무)자극성 판정

皮肤刺激测试结果判定为非(无)刺激性。
“No Irritancy” Proven

유해성분 5가지 무첨가 [파라벤, 미네랄오일, TEA, 인공색소 무첨가, 인공향 무첨가]

5无配方 [无羟基本甲酸酯(防腐剂), 无矿物油, 无三乙醇胺, 无人工色素、无添加人工香料]
"5 Free" formulation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

브라이트닝*주름개선 2중효과

提亮*抗皱双重效果
certified for brightening · wrinkle improvement





2Days Mask Line
What if it is tiresome to do sheet mask pack daily and to pick one of many?
Pick up one among 3 types which have effect on moisturizing, soothing, and sebum control, 
and use it just for two days a week to enhance your skin condition.
每天敷面膜，众多面膜中挑选一种，是不是很麻烦？
挑选了有助于肌肤的3种功效面膜 - 保湿，镇静，控油。仅使用2天即可集中改善。

매일 마스크 팩을 붙이는 것도, 많은 종류 중에 고르는 것도 모두 귀찮다면…?
피부에 꼭 필요한 보습, 진정, 피지 컨트롤 3종만 골라 일주일에 단 이틀 사용으로도 확실한 개선 효과를 주는 투데이즈 마스크를 만나보세요!

Eco-friendly, Korean vegan association certified fabric
环保主义，韩国素食主义 (VEGAN) 认证机构认证的面膜贴 /  Eco-Friendly ,비건 인증 원단 사용

Korean Vegan Association certified 100% vegetable fabric made of lyocell and bamboo cellulose that gives skin rich nutrition and moisture. 
It is thin, perfect fit without sagging.
以自然由来纤维素与竹子纤维制作的由韩国素食主义（VEGAN）认证机构认证的100%植物纤维，
轻薄，但不会松弛，完全紧贴于肌肤，赋予丰富的营养和水分。
라이오셀과 대나무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100% 식물성 원단으로, 

얇지만 늘어짐 없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과 수분을 부여합니다.

2-day intensive care effect / 仅使用2天，达到集中护理效果 / 단, 이틀간의 집중 케어 효과

Essence with a 'Moisture Lock' mechanism that is easy to absorb but does not easily dissipate moisture.
Even if you don't have to use a mask pack every day, only two days of use will improve your skin.

适用了助于皮肤吸收，锁水技术的精华
无需每天敷面膜，仅使用2天，实现惊人的改善效果。
피부에 흡수가 용이하면서도 쉽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 Moisture Lock 메커니즘을 적용한 에센스를 사용.

매일 마스크 팩을 붙이지 않아도 단, 이틀 사용만으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Travel-friendly, A compact and portable carry-on size / 旅行便携装，适合放在手提包的小巧包装
Travel-friendly,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

2片面膜一个包装，旅游时可方便携带，随时使用。
2개의 시트 마스크 파우치가 예쁜 상자 안에 포장돼  있어, 여행시에도  부담없이 간편하게 휴대 할 수 있습니다.

The sheet masks are packaged in a pretty box, so you can carry it easily when you travel.

#IntensiveCare  #VeganSheet   #TravelFriendly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不含有- 硅， 二苯甲酮 , 对羟基苯甲酸酯, 矿物油，三乙醇胺，人工色素，过敏原成分。
Silicon, Benzophenone, Paraben Mineral Oil, TEA, Artificial color, Allergen fragrance FREE

실리콘, 벤조페논, 파라벤 , 미네랄오일, TEA, 인공색소, 알러젠 향료 무첨가

7 Harmful ingredient FREE / 无添加7种有害成分 / 유해성분 7가지 무첨가
7

Vegan fabric certified by Korean vegan association 
韩国素食主义(VEGAN)认证机构认证的面料 
한국비건인증원 비건 원단 인증 

Sheet Mask

2days Mask Line (集中护理面膜系列)

수분 부족으로 푸석푸석한 피부

→ 대나무수로 집중 보습20ml

补水&滋养 / 水分不足而干燥肌肤
→ 用竹水面膜集中保湿

Hydrating & Nourishing
Dry skin lacking moisture
→ Intensive moisturizing with
     bamboo water

2Days Mask - Bamboo Water 
艾藜儿集中保湿补水面膜 - 竹水
대나무수

화끈거리는 얼굴, 홍조를 띈 얼굴 

→ 알로에로 즉각 진정
20ml

修护&舒缓 / 脸部受热发红有红血丝
→ 用芦荟面膜即刻镇静

Calming & Soothing
Flushed skin, Irritated skin 
→ Immediated soothing care

2Days Mask - Aloe
艾藜儿集中舒缓护理面膜 - 芦荟
알로에

번들거리는 피부, 늘어진 모공 

→ 티트리로 밸런싱 케어
20ml

毛孔护理 & 净化 / 油脂分泌过多，毛孔粗大
→ 用茶树面膜实现油脂平衡

Pore Care & Clarifying 
Oily skin, enlarged pores  
→ Balancing care with tea tree

2Days Mask - Tea Tree
艾藜儿集中毛孔护理面膜 - 茶树
티트리





Mood Maker Mist Line
Facial Mist

Mineral-enriched Jeju Island Lava Water / 矿物质丰富的济州熔岩水 /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용암해수 – 30,000ppm

40万年前与济州岛一起诞生的天然矿物质水
济州熔岩水与普通海水都以海水起源，两种海水的主要矿物质（Mg,Ca等）成分相似。但是济州熔岩水是由
火山岩石层使海水渗透到陆地的地下层而形成的，因此，济州熔岩水富含对人体有益的矿物质（Zn,V,Ge等）

Naturally filtered lava water from the pristine Jeju Island

40만년 전 제주섬과 함께 탄생한 천연 미네랄워터

제주용암해수와 일반해수는 모두 해수를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미네랄(Mg, Ca 등) 성분은 유사하지만, 

용암해수는 화산암반층에 의해 육지 지하로 스며들면서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Zn, V, Ge 등)을 함유

1 minute before a special occasion, immediate skincare
重要瞬间的前一分钟，使用亲肤性安全处方 / 중요한 순간 1분 전! 간편하고 빠른 피부 케어

Cute : moisturizing, strengthening skin barrier
可  爱：约会前一分钟，形成补水保护膜，强化肌肤屏障。
큐   트 : 수분 보습막 형성, 피부 장벽 강화

Glam : skin protection & nourishing moisturization
迷  人：派对一分钟以前补充营养，形成肌肤保护膜。 
글   램 : 피부 보호, 영양 보습막 형성 

Ch i c  : instant soothing & pore tightening
时  髦 ：会议前一分钟，快速镇静肌肤，护理毛孔。
시   크 : 빠른 피부 진정, 모공 케어

注入了对肌肤有益的成分，无论何时何地，快速护理肌肤的迷你喷雾。

Palm-sized mini mist with mild & safe formulation for anytime, anywhere skin care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들을 담아 언제 어디서든 빠른 피부 케어

Smaller than a palm of you hand / 比手掌还要小的设计&超纤细迷你喷雾 
손바닥보다 작은 소용량 & 초슬림 미니 미스트

“1 min. before” a special occasion, rejuvenating instant skin care. Smarter than anyone! Different from everyone!
重要瞬间的前一分钟，为完美肌肤做好准备，魅力小姐迷你喷雾迅速！与众不同！仅适用 EWG Green等级的成分的口袋喷雾 

중요한 순간 1분 전, 피부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무드 메이커 미스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EWG Green 성분만 담은 포켓 솔루션

#바쁜 일상 속 쉽게 #푸석해지는 피부를 위한 #Quick Solution

#日常中更快速 #为了解救干燥的肌肤 #Quick Solution
#Mini mist #Glam mist #Cute mist #Chic mist

营养丰富的花朵混合剂

영양이 풍부한 플라워 콤플렉스 포뮬러

Nurturing Flower Complex Formula

水分感丰富的梅果混合剂

수분감이 풍부한 베리 콤플렉스 포뮬러

Watering Berry Complex Formula

快速镇静肌肤的绿色混合剂

빠른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린 콤플렉스 포뮬러

Calming Green Complex Formula

17g

Mood Maker Mist Chic
魅力小姐迷你喷雾-时髦
1 minute before a meeting
- instant soothing & pore tightening

미팅 1분 전 진정 케어 
빠른 피부 진정과 모공 케어

Mood Maker Mist Line (魅力小姐迷你喷雾系列)

17g

Mood Maker Mist Cute
魅力小姐迷你喷雾-可爱
1 minute before a date
- moisturize & strengthen skin barrier

데이트 1분 전 보습 케어 
수분 보습막 형성과 피부 장벽 강화

Mood Maker Mist Glam
魅力小姐迷你喷雾-迷人
1 minute before a party
- protect & nourish skin barrier

파티 1분 전 활력 케어 
피부 보호와 영양 보습막 형성

- 인공향 무첨가,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 不添加人工香料、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5 Free” formulation / “5无” 配方 / 유해성분 5가지 무첨가

- Fragrance free,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5

派对一分钟前
补充营养形成肌肤保护膜

约会一分钟前
形成补水保护膜，净化肌肤屏障

会议一分钟前
快速镇静肌肤，护理毛孔

17g

All EWG Green Grade

- 仅使用对肌肤安全的植物性成分，无添加引起过敏的皮肤刺激成分

- Safe botanical ingredients. Allergen / irritant free

- 피부에 안전한 식물성 성분으로 처방. 알러지 유발하는 피부자극 성분 배제





Jeju Lava Water Mist Line
Facial Mist

Uniqueness of Jeju Lava Water / 济州熔岩水的特点 / 제주용암해수만의 특별함

纯净的水：数十年间，在济州熔岩石下面的神秘海水
不变的水：不受外部环境变化影响，一直保持营养与盐分
有益的水：与一般的海水不同具有丰富的矿物质

Pure Water: Filtered for thousands of years under the rock layers of Jeju Island
Conservation: Well-maintained and protected from external environment & pollutants
Mineral by Nature: Clean & pure Natural minerals from volcanic rocks

순수한 물: 수십만년 동안 제주 암반 속에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순수한 물

한결같은 물: 외부의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성분과 염분을 유지해온 한결같은 물

이로운 물: 일반 해수와 달리 미네랄을 함유한 이로운 물

Vitalizing / Moisturizing / Soothing care for needs / 根据肌肤状态分为活力、补水、镇定三个款式的安全处方 
피부 컨디션에 따라 활력/보습/진정 케어를 위한 안전한 성분으로 처방

活力：保护肌肤，形成营养保湿膜
Vitalizing: skin protection & nourishing moisture layer 

활력 케어: 피부 보호와 영양 보습막 형성 

保湿：形成皮肤保护膜，强化皮肤屏障。
Moisturising: moisturizing, strengthening skin barrier

보습케어: 수분 보습막 형성, 피부 장벽 강화

镇静：快速镇静肌肤，毛孔护理。
Soothing: instant soothing & pore tightening

진정 케어: 빠른 피부 진정, 모공 케어

注入了对肌肤有益的成分，无论何时何地，快速护理肌肤的迷你喷雾。

Palm-sized mini mist with mild & safe formulation for anytime, anywhere skin care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들을 담아 언제 어디서든 빠른 피부 케어

Smaller than a palm of your hand / 比手掌还要小的设计&超纤细迷你喷雾
손바닥보다 작은 소용량 & 초슬림 미니 미스트

Contains ‘Jeju Lava Water’, naturally filtered through Jeju Island’s volcanic rocks.
太古之初神秘的济州熔岩水为你打造最佳肌肤状态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용암해수로 거듭나는 건강한 피부 컨디션 (제주용암해수 30,000ppm 함유+EWG Green 성분만 담은 미니 미스트)

#바쁜 일상 속 쉽게 #푸석해지는 피부를 위한 #Quick Solution

#日常中更快速 #为了解救干燥的肌肤 #Quick Solution 
#Mini mist #Jeju mist #Instant mist #Portable mist

17g

JEJU LAVA WATER MIST LINE (济州熔岩水迷你喷雾系列)

17g17g

Jeju Lava Water Vitalizing Mist
济州熔岩水迷你喷雾-活力
Vitalizing Care
protect & nourish skin barrier

활력 케어: 피부 보호와 영양 보습막 형성

Jeju Lava Water Moisture Mist
济州熔岩水迷你喷雾-保湿
Moisture Care
moisturize & strengthen skin barrier

보습 케어: 수분 보습막 형성과 피부 장벽 강화

Jeju Lava Water Soothing Mist
济州熔岩水迷你喷雾-镇静
Soothing Care
instant soothing & pore tightening

진정 케어: 빠른 피부 진정과 모공 케어

营养丰富的花朵混合剂

영양이 풍부한 플라워 콤플렉스 포뮬러

Nurturing Flower Complex Formula

水分感丰富的梅果混合剂

수분감이 풍부한 베리 콤플렉스 포뮬러

Watering Berry Complex Formula

快速镇静肌肤的绿色混合剂

빠른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린 콤플렉스 포뮬러

Calming Green Complex Formula

- 인공향 무첨가,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 不添加人工香料、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5 Free” formulation / “5无” 配方 / 유해성분 5가지 무첨가

- Fragrance free,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5

活力护理：
肌肤保护，形成营养保湿膜

镇静护理：
快速镇静肌肤，毛孔护理

保湿护理：
形成肌肤水分保湿膜，强化肌肤屏障

All EWG Green Grade

- 仅使用对肌肤安全的植物性成分，无添加引起过敏的皮肤刺激成分

- Safe botanical ingredients. Allergen / irritant free

- 피부에 안전한 식물성 성분으로 처방. 알러지 유발하는 피부자극 성분 배제





Juice Cleanse Mask
2x Plus Line

Juice Cleanse Mask 2x Plus Line (浓缩果汁清洁面膜系列)

Sheet Mask

1 Bottle of Essence per pack, 2-Step Vitamin Dot Mask with Juice Cleanse Essence

Juice Cleanse Mask
Raspberry & Lentil 2X Plus 

浓缩果汁清洁面膜覆盆子&扁豆 浓缩果汁清洁面膜小麦&芹菜 浓缩果汁清洁面膜羽衣甘蓝&西柚

Pore Tightening & Moisturizing

25g 

Juice Cleanse Mask
Kale & Grapefruit 2X Plus

Brightening & Moisturizing

25g 

Juice Cleanse Mask
Wheat & Celery 2X Plus

Moisturizing & Calming

25g 

Freeze Dried Vitamin C dots Dots dissolves and
releases Votamin C

Vanishing Polka Dot mask! / 浓缩果汁清洁面膜特别的秘密 / 주스클렌즈 마스크 2X PLUS만의 특별한 비밀

- Watch the dots disappear as it dissolves and absorbs into skin
- Feel the long lasting moistness after just one single use
- Patented freeze dried vitamin dot coating sheet 
- Vitamin C dots
- Specially formulated Juice Cleanse essence for maximum synergy with dot mask

- 亲眼可见肌肤吸收维他命 / 피부에 흡수되는 비타민!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

- 不干燥，高保湿感 /  마르지 않는 촉촉한 보습감

- 真正含维他命的点状压膜面膜 (专利 第10-1634149号）/ 리얼 비타민 도트 코팅 시트 (특허 제 10-1634149호)

- 提亮*抗皱双重效果 / 브라이트닝 주름개선 2중효과

- 含有维生素C成分，可改善肤色 / 피부 톤업을 위한 비타민 C 성분 함유

- 采用排除代谢物，供给营养双重功效的黄金配方 / 외부환경의 피부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영양을 채우는 황금 레시피 적용

紧致&滋润保湿
“毛孔收缩”高浓缩营养精华配方

强力保湿&镇静肌肤
“保湿”高浓缩营养精华配方

光彩提亮&净化肌肤
“提亮”高浓缩营养精华配方

타이트닝,촉촉보습 스킨 클렌즈 마스크
고농축 영양 에센스의 ‘포어토닝’ 레시피 적용

강력보습, 피부진정 스킨 클렌즈 마스크
고농축 영양 에센스의 ‘모이스처’ 레시피 적용

광채미백, 청정피부 스킨 클렌즈 마스크
고농축 영양 에센스의 ‘화이트닝’ 레시피 적용

给肌肤喝一瓶排毒果汁精华! 新概念2-Step维他命点状压膜面膜纸面膜
피부가 마시는 클렌즈 에센스 한 병, 2-Step의 비타민 도트 코팅 시트적용 신개념 마스크 팩

- 无羟基苯甲酸酯 (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4 Free” formulation / “4无” 配方 / 유해성분 4가지 무첨가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 





Juice Mask Line

Juice Mask Line (果汁面膜系列)

Sheet Mask

Inspired by juice cleanse, these masks are made with fruit & vegetable recipes to cleanse and  
nourish your skin. Take just 10 minutes to care your skin healthy with skin juice cleanse.

Nourishment Essence / 营养精华 / 고영양 에센스가 함유된 기능성 마스크

Abundant amount of concentrated nourishing
essence is enough to replenish the entire facial skin and more.

4 Exclusive Recipes / 4种黄金比例配方 / 4가지 황금비율 클렌즈 주스 레시피 적용

Skin Cleanse Recipes with proven Super Foods fortifiedwith vitamins
replenishes in 4 areas, anti-wrinkle, brightening, moisturizing, and pore toning. 

“Honey Pot Squeeze” / 采用“Honey Pot Squeeze”制作方法 / 허니팟 스퀴즈 공법 적용

Ingredients are mixed with natural honey and sit for 72 hours. 
Natural nutrients are safely extracted and combined with benefits
of honey for unobtrusive replenishment of your skin.

Juice Mask Firming Raspberry & Lentil 

Wrinkle care & Lifting

20g 

Juice Mask Brightening Kale & Grapefruit

Brightening & Purifying

20g 

Juice Mask Hydrating Wheat & Celery

Moisturizing & Calming

20g 

Juice Mask Pore Control Spearmint & Green apple

Pore Refining & Sebum Control

20g 

将原汁压榨法（不破坏蔬菜、水果的营养元素的榨取方法）榨取的排毒果汁运用到面膜中，
构成具有减缓外部环境对肌肤施加的压力、补充营养双重功效的黄金精华液。每日使用10分钟，保护肌肤健康！

将各成分浸入蜂蜜中泡制72小时。
最大限度减少有效成分破坏的前提下融合蜂蜜效能的蜂蜜罐头腌制法，给肌肤深层补充营养。

4种超级食品构成的排毒果汁养颜方法加配维他命，有助于改善肌肤健康。(抗皱、提亮、保湿、毛孔护理)

高浓缩营养精华，足以给整个面部肌肤以丰富滋养。

果汁面膜覆盆子&扁豆

果汁面膜小麦&芹菜

果汁面膜羽衣甘蓝&西柚

改善皱纹&增加弹性 / 주름개선 & 탄력강화

强力保湿 & 肌肤镇静 / 강력보습 & 피부진정

光泽提亮 & 净化肌肤 / 광채미백 & 청정피부

果汁毛孔护理面膜薄荷&青苹果

护理毛孔 & 调节油脂 / 모공탄력 & 피지조절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채소나 과일을 영양소의 파괴 없이 착즙하여 마시는 주스 클렌즈 컨셉을 적용한 마스크 시트입니다.
이제 하루 10분, 외부환경으로부터의 피부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영양을 채우는 스킨 주스 클렌즈로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슈퍼푸드로 구성된 4가지 클렌즈 주스 레시피에 비타민이 더해져 피부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안티링클, 화이트닝, 모이스처, 포어토닝)

고농축 에센스가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 해줍니다.

각각의 성분을 72시간 동안 꿀에 숙성시켜 유효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꿀의 효능까지 더해진 허니팟 스퀴즈 공법으로 피부에 깊은 영양을 선사합니다.

Next generation eco-friendly TENCEL fiber sheet
使用新一代的环保纤维-天丝纤维面膜纸
친환경적인 차세대 섬유, 텐셀 시트 사용

100% Natural nutrients extracted from Eucalyptus tree provides smoother feel than silk. 
With excellent absorption and adhesion, 
tencel sheet delivers essence and nutrients to skin effectively.

从桉树汲取的100%纯天然原料，提供超越丝绸的柔和触感。
具有优异的吸湿性和皮肤敷贴力，可将精华液中的水分和营养物质有效地传递给肌肤。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된 100% 천연소재로 실크 이상의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며

뛰어난 흡습성과 피부 밀착력으로 에센스의 수분과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줍니다.





Mood Maker Mask 
Premium Line

Mood Maker Mask Premium Line (魅力小姐面膜系列)

Sheet Mask

17ml 
20ml 

23ml 

Mood Maker Mask Glam / 魅力小姐面膜-迷人 / 무드 메이커 마스크 글램

明天有派对，想施展我性感的时刻，使肌肤变得有弹性具有提拉感的面膜
- 功能成分：丝质氨基酸、胶原蛋白、缩氨酸、Aquaxyl复合保湿成分
- 面膜纸：3层交织结构‘纱布面膜纸’ (专利号：10-2017-0010868)

D-1, a day before party, time to highlight my appeal! Lift and tighten your skin with Glam mask.
Proven ingredients: Silk Amino Acids, Hydrolyzed Collagen, Peptides, Aquaxyl 
Sheet: Gauze-seal sheet → Core cotton sheet is covered on both sides with Tencel 
sheets that enables to hold unbelievable amount of essence with superb adhesiveness

파티 하루 전, 나의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은 순간 탱탱한 탄력 있는 피부로 리프트 업 시켜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실크아미노산, 콜라겐, 펩타이드, 아쿠악실

- 시트: 3층 구조 매트릭스 ‘거즈씰 시트’ (특허출원 10-2017-0010868)

Mood Maker Mask Cute / 魅力小姐面膜-可爱 / 무드 메이커 마스크 큐트

明天有约会，想发散我可爱的时刻，使肌肤尽显光彩有生机的面膜 
-功能成分： 谷胱甘肽、玻尿酸
-面膜纸： 渐变粉红色‘腮红面膜纸’

D-1, a day before meeting someone special, time to rejuvenate my loveliness.
Brighten & Hydrate your skin with Cute mask.
- Proven ingredients: Glutathione (brightening), Hyaluronate (hydrating) 
- Sheet: Little pink blush on  cheeks for little fun while It hugs your face for superb moisturization.

데이트 하루 전, 귀여움 뿜뿜 매력 발산하고 싶은 순간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밝혀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 시트: 발그레 핑크빛 그라데이션 ‘블러셔 시트’

Mood Maker Mask Chic / 魅力小姐面膜-时髦 / 무드 메이커 마스크 시크

明天有重要的约定,想提升自信感的时刻，塑造光滑弹性肌肤的面膜
- 功能成分： AHA, BHA, 北美金缕梅水
- 面膜纸： 具有黑色能量的第四代面膜纸‘Black Mg:gel’

D-1, a day before the special occasion, time to boost my confidence. 
Smoother and more bouncy skin with Chic mask.
- Proven ingredients: AHA, BHA, Witch Hazel Water
- Sheet: Black MG:gel  (Hydrogel) with natural black peat exfoliating skin, 
  removing dead skin cells while mask’s sacran, natural polysaccharide, moisturizes skin. 

중요한 약속 하루 전, 자신감 있고 당당해지고 싶은 순간 매끈하고 쫀쫀한 피부로 가꿔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AHA, BHA, 위치하젤수

- 시트: 블랙에너지를 담은 4세대 시트 ‘Black Mg:gel’

Mood Maker Mask Glam
魅力小姐面膜-迷人

弹性护理 & 供给水分, 改善皱纹功能性面膜
Lifting & Hydration, Anti-wrinkle proven

탄력케어 & 수분공급, 주름개선기능성 마스크

Mood Maker Mask Cute
魅力小姐面膜-可爱
Brightening &  skin barrier enhancing
Proven whitening function

提亮 & 强化肌肤壁垒, 提亮功能性面膜
화이트닝 & 피부장벽강화 미백기능성 마스크

Mood Maker Mask Chic
魅力小姐面膜-时髦
Pore Tightening & Peeling

毛孔护理 & 镇静肌肤
모공케어 & 피부진정

D-1, a day before a special moment to highlight my appeal! 
3 different sheet types and essence care for lifting, brightening and pore tightening
想在派对、约会等重要约定时施展自己的魅力 3种不同的面膜纸和精华搭配的肌肤弹力、提亮、毛孔护理面膜

D-1 파티, 데이트, 중요한 약속 하루 전 나의 매력을 어필 하고싶은 순간
3종 각 다른  시트와 에센스의 만남으로 피부의 탄력, 미백, 모공 케어 마스크!

中间一层为棉花（纯棉），上下两层为天然蓝桉（天丝）材质，
是含水量高，敷帖性好的绿色无公害面膜纸。

*Gauze-seal sheet / *纱布面膜纸 / *거즈씰 시트

목화(순면)를 중심으로 유칼립투스(텐셀) 천연 소재가 

양면에 코팅되어 수분함유량이 높고 밀착력이 뛰어난 

친환경적인 무공해 시트

Patented “Gauze  Seal” sheet with 3 layers
采用渐变技术在腮部加上粉色，有可爱的视觉感，
含水量高，仿佛肌肤完全被包裹住似的敷贴性好。

*Mask sheet with cute blush / *腮红面膜纸 / *블러셔 시트

그라데이션 공법으로 입혀진 핑크빛 블러셔가 

귀여운 시각적인 효과를 자극, 수분 함유량이 뛰어나고 

밀착력이 좋아 피부를 감싸 안듯 밀착되는 시트

Patented “Gauze  Seal” sheet with 3 layers

高分子多糖类和天然高分子保湿剂圣珂兰(sacran)为主原料，
采用专利新技术将其凝胶化，是亲肤的第四代面膜纸。

*Black MG:gel(Hydrogel) / *黑色Mg凝胶面膜纸 / *블랙엠지겔 시트

고분자다당류와 천연 고분자 보습제인 사크란(sacran)을 

주원료로 하여, 특허출원 신기술 공법으로 겔(gel)화 시킨 

피부친화적 4세대 시트

4th generation ultra thing Hydrogel with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 sacran.

 “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TEA、无苯氧乙醇、
无二苯甲酮、无滑石粉、无人工色素”

No added paraben, mineral oil, TEA, phenoxyethanol, 
benzophenone, talc, and artificial coloring.

‘파라벤, 미네랄오일, TEA, 페녹시에탄올, 벤조페논, 탈크, 인공색소’ 무첨가

“7 Free” formulation / “7无” 配方 / 유해성분 7가지 무첨가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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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ood Maker Mask Line

My Mood Maker Mask Line (迷你小姐面膜系列)

Sheet Mask

20g20g20g

My Mood Maker Mask Glam / 迷你小姐面膜-迷人 / 마이 무드 메이커 마스크 글램

派对5分钟前，想快速展现出性感魅力�使肌肤充满活力与弹力的面膜
- 功效成分: 小麦蛋白质, 大豆蛋白质, 胜肽, 卵磷脂

“5-minute” mask for a party, vitalize your skin and have fun!
- Active ingredient: Wheat protein, Soy protein, Peptide, Lecithin 

파티 5분 전, 빠르게 섹시함을 어필하고 싶은 순간,  활력과 탄력 풍부한 피부로 가꿔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밀단백질, 콩단백질, 펩타이드, 레시틴

My Mood Maker Mask Cute / 迷你小姐面膜-可爱 / 마이 무드 메이커 마스크 큐트

约会5分钟前，想快速散发出可爱魅力, 使肌肤明亮充满生机的面膜
- 功效成分: 谷胱甘肽,红花缅栀,凹叶赤杨,紫木莲花

“5-minute” mask for a hangout, brighten your clean, radiant skin.
- Active ingredient: Glutathione, Plumeria, Elderflower, Red Magnolia

데이트 5분 전, 빠르게 귀여움 뿜뿜 매력 발산하고 싶은 순간,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밝혀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 시트: 발그레 핑크빛 그라데이션 ‘블러셔 시트’

My Mood Maker Mask Chic / 迷你小姐面膜-时髦 / 마이 무드 메이커 마스크 시크

重要约定5分钟前，想快速变为有气质的瞬间, 使肌肤润滑紧致的面膜
- 功效成分: AHA, BHA, 北美金缕梅水, 月见草

“5-minute” mask for a special occasion, quick pore tightening with smooth skin.
- Active ingredient: AHA, BHA, Witch Hazel extract, Evening Primrose extract

중요한 약속 5분 전, 빠르게 당당해지고 싶은 순간, 매끈하고 쫀쫀한 피부로 가꿔주는 마스크

- 효능 성분: AHA, BHA, 위치하젤수, 달맞이꽃

Heavenly light LYOCELL sheet hugs your face for perfect fit
提高敷贴度, 纯植物天然木浆纤维(Lyocell)面膜纸
밀착력 Up 순 식물성 천연 섬유, 리오셀(Lyocell) 시트

由天然木材等材料的纸浆制成的纯植物 100% 天然纤维的结构柔软，对皮肤低刺激，易吸收
透明，敷贴力好，使用感轻薄，提供肌肤有效的营养成分

LYOCELL is pure phytogenic fabric made of 100% natural pulp.
Extremely THIN & SOFT sheet adheres to skin bringing SELF-COOLING EFFECT.
Biodegradable sheet for the healthier environment.

천연 목재 등의 펄프로 만들어진 순식물성 100% 천연 섬유로 부드러운 구조로 

피부에 자극이 적고 흡습성이 우수합니다. 얇고 투명하여 밀착력이 뛰어나 붙인듯 안 붙인듯 

가벼운 사용감으로  피부에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New addition to Mood Maker Mask series, a quick and easy “5-minute” care.
Three different formulas suited for everyday use.
魅力小姐面膜的迷你版！1日1敷日常护理, 重要的瞬间前5分钟，快速变美的梳妆台面膜
무드 메이커 마스크의 컴팩트 버전으로 1일 1팩 데일리 케어, 중요한 순간 5분 전, 빠르게 예뻐지는 화장대 마스크

#5min mask #everyday mask #glam mask #cute mask #chic mask
#梳妆台面膜 #快捷面膜 #5分钟护理 #性价比面膜 #1日1敷面膜
#화장대 마스크 #퀵마스크 #5분케어 #가성비팩 #1일1팩

中间一层为棉花（纯棉），上下两层为天然蓝桉（天丝）材质，
是含水量高，敷贴性好的绿色无公害面膜纸。

탄력 케어, 피부 장벽 강화, 영양 부여 성분 함유 

탄탄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퀵 마스크

Strengthen skin barrier with nourishing Trylagen complex.

采用渐变技术在腮部加上粉色，有可爱的视觉感，
含水量高，仿佛肌肤完全被包裹住似的敷贴性好。

브라이트닝, 피부 생기, 수분 공급 성분 함유

환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퀵 마스크

Tone up and moisturize skin with 
superbly absorbing White Flower Complex CH.

高分子多糖类和天然高分子保湿剂圣珂兰(sacran)为主原料，
采用专利新技术将其凝胶化，是亲肤的第四代面膜纸。

모공 수축, 각질 제거, 피부 진정 성분 함유 

울퉁불퉁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퀵 마스크 

Purify and tighten pores with AHA & BHA. Witch Hazel
and Evening Primrose extract soothe your skin.

My Mood Maker Mask Glam
迷你小姐面膜-迷人

提高活力 & 弹力护理
Contouring & Vitalizing

리프팅 업 & 탄력 케어

My Mood Maker Mask Cute
迷你小姐面膜-可爱
Brightening & Moisturizing

亮白皮肤 & 补水护理
브라이트닝 & 수분 케어

My Mood Maker Mask Chic
迷你小姐面膜-时髦
Pore Tightening & Peeling

毛孔护理 & 角质护理
모공 케어 & 각질 케어

 “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TEA、无苯氧乙醇、
无二苯甲酮、无滑石粉、无人工色素”

No added paraben, mineral oil, TEA, phenoxyethanol, 
benzophenone, talc, and artificial coloring.

‘파라벤, 미네랄오일, TEA, 페녹시에탄올, 벤조페논, 탈크, 인공색소’ 무첨가

“7 Free” formulation / “7无” 配方 / 유해성분 7가지 무첨가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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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Line

Cleansing

No more worries about micro dust!
Stress Relieving Cleansing will remove dead skin cells and return pure & clean skin.
与黄沙、雾霾说再见！清洗一天的疲劳和由各种压力产生的肌肤代谢物，唤醒肌肤清爽感觉。

황사, 미세먼지 걱정 끝!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피부 노폐물과 함께 날려버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피부로 되돌려 드립니다.

3-STEP Delicate Deep Cleansing / 三步骤全方位深度清洁 / 3-STEP 미세 클렌징 효과

cleansing ▶ moisturizing ▶ calming Cleanses deep down to pores with gentle moisturizing calming care. 

피부정화 ▶ 피부보습 ▶ 피부진정 3단계 케어로 모공 속까지 깨끗한 클렌징 효과와 함께 스킨케어를 한 듯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清洁▶保湿▶镇静 深度净化毛孔，同时辅以温和的保湿镇静护理

▶ Stress Relieving Purefull Lip & Eye Remover Pad / 舒缓纯净眼唇卸妆巾 /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

No more separate cotton pad and cleansing water.  One “Remover” pad does it all.  
- “Purefull Cocktail” with purifying Tomato, Banana, Carrot, Apple, Broccolli, Cabbage & Oxygen Water.
- “2 in 1” solution : cleansing & moisturizing with natural plant oil (apricot seed oil, jojoba see oil, olive oil )

无需化妆棉、摇晃！只需一片可快速便捷卸妆的天然香眼唇专用卸妆巾
- 含有Purefull Cocktail (净化混合物）：对肌肤净化效果好的西兰花、番茄、苹果、香蕉、胡萝卜、含氧水复合体
- 富含植物油 (橄榄油、荷荷芭籽油、葵花籽油)，卸妆+保湿/皮肤保护 二合一效果。

No 화장솜! No 쉐이킹! 단 한장으로 빠르고 간편한 천연향 포인트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 패드 

- 퓨어풀 칵테일 함유 (Purefull Cocktail) : 피부 정화효과가 뛰어난 토마토, 바나나, 당근,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산소수 복합체

- 풍부한 식물성오일(올리브오일, 호호바씨오일, 해바라기씨오일 함유) 클렌징 + 보습/피부 보호 2 in 1 효과 

▶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Tissue / 舒缓纯净洁面湿巾 /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클렌징 티슈

Purefull Cocktail & Speed Melting system effectively but gently removes heavy makeup and 
leaves skin moisturized with natural essential oil scent.
- “Purefull Cocktail” with purifying Tomato, Banana, Carrot, Apple, Broccolli, Cabbage & Oxygen Water.

Purefull Cocktail (净化混合物) 与快速溶解系统可快速清洁浓妆，是温和的天然香洁面湿巾。
- 含有Purefull Cocktail (净化混合物）：
   对肌肤净化效果好的番茄、香蕉、胡萝卜、苹果、西兰花、卷心菜、含氧水复合体

퓨어풀 칵테일과 멜팅 시스템이 진한 메이크업을 제거하고 촉촉함을 채워주는 천연향의 마일드 클렌징 티슈 

- 퓨어풀 칵테일 함유 (Purefull Cocktail) : 

  피부 정화효과가 뛰어난 토마토, 바나나, 당근, 사과, 브로콜리, 양배추, 산소수 복합체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Line (舒缓纯净洁面系列)

15 sheets (80g) / 80 sheets (430g)

Removes even the heavy waterproof makeup in one smooth action with 
its naturally scented gentle cleansing agent, Purefull Cocktail.

含有可卸去防水浓妆的配方和对肌肤起净化作用的纯净配方组合，
是一款采用纯天然芳香的低刺激卸妆湿巾

진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제거하는 
스피드 멜팅 시스템과 피부 정화에 효과적인 퓨어풀 칵테일이 함유된 
저자극 천연향 클렌징 티슈입니다.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Tissue /
舒缓纯净洁面湿巾

获得中国卫生许可 / CFDA 취득

获得中国NMPA备案凭证 / NMPA 취득

- 不含有：羟基苯甲酸酯(防腐剂)、硫酸盐类表面活性剂、三乙醇胺、滑石粉
   矿物油、硅、苯甲酮、人工香、人工色素。

- 파라벤,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TEA, 탈크, 미네랄 오일, 실리콘, 벤조페논, 

  인공향, 인공색소 無첨가

“9 Free” formulation / “9无” 配方 / 유해성분 9가지 무첨가

- Excludes:  paraben, sulfate-based surfactant, TEA, talc, mineral oil, silicon,
  benzophenone,  artificial scent, artificial color

"No Irritancy"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30 Sheets (55g)

Heavy makeup on eyes and lips can be wiped away with 
a single “ready to use” Remover Pad. 
“2 in 1” function cleanses and moisturizes.

使用一张棉片可卸掉眼唇浓妆，
洁面后为柔韧的眼唇部位供给水分的眼唇专用卸妆巾。
卸妆+保湿/皮肤保护 二合一效果。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 장의 패드로 간편하고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세안 후 연약한 눈가와 입가에 촉촉함을 
채워주는 포인트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 패드
클렌징 + 보습/피부 보호 2 in 1 효과 

Stress Relieving Purefull Lip and Eye Remover Pad / 
舒缓纯净眼唇卸妆巾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Line

Cleansing

No more worries about micro dust!
Stress Relieving Cleansing will remove dead skin cells and return pure & clean skin.
与黄沙、雾霾说再见！清洗一天的疲劳和由各种压力产生的肌肤代谢物，唤醒肌肤清爽感觉。

황사, 미세먼지 걱정 끝!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피부 노폐물과 함께 날려버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피부로 되돌려 드립니다.

▶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Foam / 舒缓纯净泡沫洁面乳 /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클렌징 폼

Double Bubble System cleanses deep down to skin pores for healthier skin with all natural essential oil scent.
- “Purefull Complex” in Cleansing Foam : Specially formulated cleansing complex with Sansevieria, Rosemary, Black Pine Leaf, and Oxygenated Water

-“Purefull Complex” (净化复合体) 与双重泡沫系统，使毛孔深层清洁，可净化肌肤的天然香泡沫洁面乳。
- 含有Purefull Complex (净化复合体）：对肌肤净化效果好的虎尾兰、迷失香、黑松叶、含氧水复合体

퓨어풀 콤플렉스와 더블 버블 시스템이 모공 속까지 깨끗한 청정 피부로 가꾸어주는 천연향 클렌징 폼 

- 퓨어풀 콤플렉스 함유(Purefull Complex) : 피부 정화효과가 뛰어난 산세베리아, 로즈마리, 곰솔잎, 산소수 복합체

▶ Stress Relieving Purefull Daily Peeling Gel / 舒缓纯净去角质啫喱 /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필링젤

New gommage type peeling gel that is gentle & effective for daily use.  Removes micro dust (PM2.5) pollutants & dead skin.  
Contains PHA (gluconolactone) and Pollustop Complex.

去除雾霾、肌肤堆积物以及肌肤压力一次性护理的啫喱状低刺激天然香去角质啫喱
- 含有Pollustop ：助于低刺激去角质护理的PHA(污染组合复合物) ，阻隔大气污染物质与雾霾。

미세먼지, 묵은 각질과 함께 피부의 스트레스까지 한번에 케어해주는 고마쥬 타입의 저자극 천연향 필링젤 

- 폴루스탑 함유(Pollustop ) : 피부에 자극없이 부드러운 각질 케어를 돕는 PHA(글루코노락톤)와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 차단

Proven Micro-dust Cleansing / 雾霾清洁效果证明 / 미세먼지 세정효과 증명

(By Korea Dermatology Research Institute)

Test proven to remove micro dust (PM2.5)
1.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Foam (Test proven for micro dust cleansing by 90%)
2.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Tissue (Test proven for micro dust cleansing by 94%)
3. Stress Relieving Purefull Daily Peeling Gel (Test proven for micro dust cleansing by 70%)

雾霾、超细雾霾、清洁度测试完成
1. 舒缓纯净泡沫洁面乳 (可清除约 90% 雾霾、超细雾霾)
2. 舒缓纯净洁面湿巾 (可清除约 94% 雾霾、超细雾霾)
3. 舒缓纯净去角质啫喱 (可清除约 70% 雾霾、超细雾霾)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정효과 테스트 완료

1.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클렌징 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에서 약 90% 제거 검증)

2.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클렌징 티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에서 약 94% 제거 검증)

3.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데일리 필링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에서 약 70% 제거 검증)

▶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Tissue Test Result
   舒缓纯净洁面湿巾分析结果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클렌징 티슈 분석결과

Before and After Cleansing Test Result
(表) 清洁前后雾霾代替材料剩余量变化趋势
(표) 세정 전후 미세먼지 대체재 잔여량 변화 추이

Korea Dermatology Research Institute
(株)大韩皮肤科研究所
㈜대한피부과학연구소

150ml

New Gommage type Peeling Gel that is gentle & effective for daily use. 
Test Proven to remove Micro Dust (PM2.5) & dead skin

雾霾，角质与压力一起清洁掉的低刺激去角质啫喱

미세먼지, 묵은 각질과 함께 피부의 스트레스까지 
한번에 케어해주는 고마주 타입 저자극 필링젤

Stress Relieving Purefull Daily Peeling Gel /
舒缓纯净去角质啫喱

75ml / 150ml

Soft and bubbly foam cleanses deep down to skin pores with skin caring 
“Purefull Complex” and 100% natural essential oils.

丰富细腻的泡沫，加上具有净化效果的纯净组合，
是一款采用纯天然芳香的深度清洁毛孔洁面乳

부드럽고 풍성한 더블 버블 시스템과 피부 정화에 효과적인 퓨어풀 콤플렉스가 
모공 속까지 깨끗한 청정피부로 가꾸어주는 천연향 클렌징 폼입니다.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Foam /
舒缓纯净泡沫洁面乳

获得中国卫生许可 / CFDA 취득

Stress Relieving Purefull Cleansing Line (舒缓纯净洁面系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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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Relieving Micellar 
Cleansing Line

Cleansing

No more worries about micro dust!
Stress Relieving Cleansing will remove dead skin cells and return pure & clean skin.
与黄沙、雾霾说再见！清洗一天的疲劳和由各种压力产生的肌肤代谢物，唤醒肌肤清爽感觉。

황사, 미세먼지 걱정 끝!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피부 노폐물과 함께 날려버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피부로 되돌려 드립니다.

▶ Mild Micellar Cleansing Water that pushes away remains and pulls moisture / 推出代谢物，拉进水分的弱酸性卸妆水 /
   노폐물은 밀어내고 수분은 당겨오는 약산성 클렌징 워터

- 95% wash-up force effected against Fine dust and Micro fine dust.
- Minimized prescription with only 9 ingredients : Hypoallergenic formula contained only essential ingredients to minimize skin irritation

- 雾霾、超细雾霾清洁度达到 95%
- 只含9种成分：只加入必须的核心成分减小肌肤负担，最小化肌肤刺激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약 95% 세정효과

- 단 9개의 전 성분: 꼭 필요한 핵심 성분만 담아 피부 부담을 줄인 저자극 포뮬러

▶ Simple and easy cleansing, No need for water wash-up, / 无需用水洗脸，无需二次清洁的超方便卸妆水 /
   물 세안이 필요 없는 초간편 클렌징

- Fresh lightweight liquid formulation! Cleansing and moisturizing care at a time! No need to rinse!

- 不滑腻的清爽质地, 无需水洗洁面, 一次性清洁和保湿。彻底去除彩妆、残留物、雾霾, 仅留给肌肤纯净水润感的温和卸妆水

- 미끄럽지 않은 산뜻한 워터 제형으로 별도의 물 세안 없이 클렌징과 보습 케어를 한 번에

▶ Fine dust, Micro fine dust wash-up test / 舒缓净润卸妆水雾霾清洁力测试 /
   스트레스 릴리빙 미셀라 클렌징 워터 미세먼지 세정력 평가 시험

Before and After Cleansing Test Result
(如图) 使用前后雾霾（超细雾霾）代替物残余量变化趋势
(그래프) 세정 전 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대체재 잔여량 변화 추이

Korea Dermatology Research Institute
测试机构：（株）大韩皮肤科学研究所
시험기관 : ㈜대한피부과학연구소

500ml / 100ml

A mild Micellar Cleansing Water that removes all remains and make-up but leaves moisture in your skin by applying Micellar structure.

干净卸掉妆容以及清洁肌肤堆积物、雾霾，只为肌肤留下保湿的温和低刺激卸妆水

메이크업, 노폐물, 미세먼지는 말끔히 지워주고 피부에 순한 촉촉함만 남기는 저자극 클렌징 워터

Stress Relieving Micellar Cleansing Water / 舒缓净润卸妆水

Stress Relieving Micellar Cleansing Water (舒缓净润卸妆水)

70

60

50

40

30

20

10

0

涂抹前

68.07

Before Before
(with testing micro particles)

도포 전

22.00

雾霾代替物涂抹后
미세먼지대체재  도포 후

65.74

After Cleansing

清洁后
세정후





Stress Relieving Micellar
Cleansing Line

Cleansing

A lip and eye remover with a 'Micella' solution to remove thick point makeup completely without irritation.
Blow away the daily stress of a busy day and skin residue together and restores pure and clean skin.

添加“胶束”配方，眼唇浓妆可干净无刺激清洁的眼唇卸妆液
疲劳一天的皮肤压力与皮肤代谢物一起舒缓清洁，焕活净透皮肤的眼唇卸妆液

‘미셀라’가 더해져, 두꺼운 포인트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자극 없이 지워내는 립앤아이 리무버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피부 노폐물과 함께 날려 버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 피부로 되돌려 드립니다.

▶ Stress Relieving Micellar Lip and Eye Remover  / 舒缓净润眼唇卸妆液 / 스트레스 릴리빙 미셀라 립앤아이 리무버

All ingredients EWG GREEN Grade! Hypoallergenic lip and eye remover that micellar solution removes point makeup and residues.
- Deep cleansing product to remove thick color makeup like mascara, eyeliner, lipstick, and tint.
- Skin irritant components FREE like Mineral oil, Cyclopentasiloxane , Phenoxyethanol ,Ethanol 
- Skin irritancy test completed, Eye irritancy test completed

EWG 绿色等级成分配方! 含有胶束成分的水油双层配比，完美清除彩妆与残留物的低刺激眼唇卸妆液
- 干净卸掉睫毛膏、眼线笔、口红、唇釉等浓妆的眼唇专用深层清洁产品
- 无含矿物油，环五聚二甲基硅氧烷，苯氧乙醇，乙醇，人工色素等对肌肤有刺激的成分
- 完成皮肤刺激测试、眼部刺激测试

전 성분 EWG GREEN 등급! 미셀라 성분이 포인트 메이크업의 미세 잔여물까지 완벽하게 지우는 저자극 립앤아이 리무버

-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틴트 등 두꺼운 메이크업 세정을 위한 전용 딥클렌징 제품

- 미네랄 오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페녹시에탄올, 에탄올 등 피부 자극 유발 의심 성분 무첨가

- 피부 자극 테스트, 안자극 대체 테스트 완료

Non-sticky cleanser 3:7 golden ratio
- Milky-yellow mixture of cleansing oil and cleansing water :
  Before using, shake it well to get the layers well mixed so that the liquid can remove makeup residues completely.
- Composition of 30% oil and 70% water forms the non-sticky powerful cleanser

无粘腻净透的3:7水油双层黄金比例配比
- 卸妆油和卸妆水双层清洁配方融为一体；使用前摇晃，乳化的质地干净清洁妆容
- 油层30%，水层70%的黄金比例使用后无残留粘腻感

끈적임 없이 깔끔한 3:7 황금 비율 듀얼 레이어

-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두 가지 클렌징 포뮬러가 하나로: 사용 직전 흔들어, 유화 작용 된 제형이 메이크업을 남김없이 세정

- 오일층 30%, 워터층 70%의 황금 비율로 사용 후 끈적임이나 잔여감 적은 깔끔한 마무리

▶ Check “the non-additive ingredients” of the lip and eye remover!" /  确认舒缓净润眼唇卸妆液 “ 无添加成分!” / 
    스트레스 릴리빙 미셀라 립앤아이 리무버 “무첨가 성분을 확인 하세요!”

Mineral oil / 矿物油  / 미네랄 오일
Acne inducer. Derma respiration obeliteration   / 妨害皮肤呼吸、引发痘痘成分  / 
피부호흡 방해, 여드름 유발 논란 성분

Ethanol / 乙醇 / 에탄올 Skin irritancy, Skin driness / 皮肤刺激、皮肤干燥化 / 피부 자극, 피부 건조화

Cyclopentasiloxane / 聚硅氧化合物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Silicon oil restricted  prescription in EU EU / 处方限制的硅胶油 EU / 처방 제한 실리콘 오일

Benzyl alcohol / 苯甲醇 / 벤질알코올 Allergen, Mucosal stimulation / 引发过敏、刺激黏膜 / 알레르기 유발, 점막 자극

Benzalkonium chloride / 苯扎氯氨 / 벤잘코늄클로라이드 Skin irritancy / 引发皮肤刺激 / 피부 자극 유발

Phenoxyethanol / 苯氧乙醇 / 페녹시에탄올 Allergen / 引发过敏 / 알레르기 유발

Artificial pigments / 人工色素 / 인공 색소 Skin irritancy / 引发皮肤刺激 / 피부 자극 유발

Synthetic fragrance / 合成香料 / 합성 향료 Skin irritancy / 引发皮肤刺激 / 피부 자극 유발

PEG  PEG Allergen, contact dermatitis  / 引发过敏、接触性皮肤炎  /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유발

500ml / 100ml

Mild formulation without irritation to the skin / 30% oil and 70% water layer : Non-sticky and light texture
Micellar solution that cleanses any thick point makeup. / Skin irritancy test completed, Eye irritancy test completed

对皮肤无刺激的温和配方 / 油层30%、水层70%，无残留粘腻感
添加“胶束”配方，眼唇浓妆干净清洁 / 已完成皮肤刺激测试与眼部刺激测试

피부에 자극 없는 마일드 포뮬러 / 오일층 30%, 워터층 70%: 끈적임 없이 깔끔한 사용감
미셀라가 더해져 두꺼운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남김없이 세정 / 피부 자극, 안자극 대체 테스트 완료

Stress Relieving Micellar Lip and Eye Remover

Stress Relieving Micellar Lip and Eye Remover (舒缓净润眼唇卸妆液)

#Micellar   #EWG Green   #Deep Cleansing

No Irritancy Test completed / Eye Irritancy Test completed
已完成皮肤刺激测试 / 眼部刺激测试 
피부자극 테스트 완료 / 안자극 대체 테스트 완료

All ingredient EWG GREEN grade
全部成分 EWG 绿色等级
전성분 EWG Green 등급

“No Irritancy"
proven





Stress Relieving Daily Pick Line
Cleansing Skin Care

One sheet solution! Cleanse + moisturize
一片搞定！二次清洁+护肤一步到位

한 장으로 톡! 클렌징의 마무리 + 스킨케어의 첫 단계를 한번에 

▶ Stress Relieving Daily Pick Toning Pad / 舒缓纯净每日积雪草补水棉片 /
   스트레스 릴리빙 데일리 픽 토닝 패드

One-sheet skin soothing, daily toning pad
- 500,000ppm of Centella asiatica extract and 5 types of centella ingredients for intensive calming the sensitive skin
Moisture replenishing for smooth and moist skin
- Hyaluronic acid helps moisturizing your skin

肌肤镇静一片搞定，每天使用的精华棉片
- 含有500,000ppm积雪草汲取物和5种积雪草成分，全面改善肌肤缺水干枯和脆弱敏感问题

为了拥有柔和水嫩肌，让肌肤喝饱水
- 含有透明质酸，打造水润肌肤

한 장으로 피부 진정, 매일쓰는 토너 패드

- 병풀추출물 500,000ppm함유, 5가지 병풀 성분 함유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수분 충전

- 히알루론산 함유로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 Stress Relieving Daily Pick Peeling Pad / 舒缓纯净每日去角质棉片 /
   스트레스 릴리빙 데일리 픽 필링 패드

One-sheet exfoliator, daily peeling pad
- AHA/BHA gently removes dead skin
Sebum and trouble care
- 500,000ppm of Green Tea Water extract and 5 types of centella ingredients for trouble and sebum control

角质清洁一片搞定，每天使用的去角质棉片
- 含有AHA/BHA成分，温和清洁堆积角质

调节皮脂，修护痘痘肌
- 含有500,000ppm的绿茶水和茶树精油，改善痘痘肌和皮脂过剩

한 장으로 각질 제거, 매일쓰는 필링 패드

- AHA/BHA 성분으로 순하게 피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피지 컨트롤, 트러블 케어

- 녹차수 500,000ppm함유, 티트리잎오일 함유로 피지와 트러블을 개선해 줍니다.

30 sheets (57g)

One-sheet daily toning pad for moisturizing and soothing skin

只需一片，赋予肌肤水分感,镇静肌肤的每日积雪草补水棉片

한 장으로 피부에 수분감을 부여하고 진정시켜주는 데일리 토닝 패드

Stress Relieving Daily Pick Toning Pad /
舒缓纯净每日积雪草补水棉片

30 sheets (57g)

One-sheet daily peeling pad for getting ready for
next step skin care and removing dead skin cells

只需一片，整顿肌肤问题，清洁堆积角质层的每日角质清洁棉片
한 장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각질을 케어해주는 데일리 필링 패드

Stress Relieving Daily Pick Peeling Pad /
舒缓纯净每日去角质棉片

Stress Relieving Daily Pick Line (舒缓纯净每日Pick棉片系列)

#Soothing #Peeling #Moisturizing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

Mild and safe formula excludes 20 harmful ingredients /
排除20种对肌肤有害成分的温和安心配方 /
피부 유해성분 20가지를 배제한 저자극 안심 처방 포뮬라

30-sheet portable pouch packaging / 30枚便携式包装设计 /
휴대가 편한 30매입 파우치 타입

Low irritated embossing fabric has no Antimony and FWA (Fluorescent Brightener) /
不含 锑,荧光增白剂,低刺激压花面料 / 안티몬, 형광증백제-FREE, 저자극 엠보싱 원단

“No Irritancy"
proven





TARGET CLEAR
CLEANSING TISSUE

TARGET CLEAR CLEANSING TISSUE (深层清洁洁面湿巾)

Cleansing Men

Removes heavy camouflage cream with soft deep cleansing.

Soft but strong hypoallergenic embossed tissue
强力柔和低刺激压花洁面湿巾 / 부드럽지만 강한 저자극 엠보싱 티슈

The embossing sheet gently removes wastes from every corner of your skin.

No more stressing about bugs / 消除蚊虫烦恼 / 벌레 스트레스 타파

Contains Anti-Bug Complex with a scent that prevents worms from the military camp.

浓妆，连军人用的迷彩霜都卸得一干二净。
一次解决，可快速温和清洁的深层清洁洁面湿巾。
물세안 없이 위.장.크.림도 한방에 지워주는 초스피드 부드러운 딥 클렌징 티슈

含有驱除蚊虫的精油成分(Anti-Bug Complex)，
在蚊虫多的户外以及露营时也可安心，保护肌肤防止蚊虫叮咬。 
벌레가 기피하는 성분(Anti-bug Complex)이 함유되어

벌레가 많은 야외나 캠핑장 등에서도 안심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록볼록 엠보싱 시트를 사용하여 잘 닦이지 않는 속눈썹 사이, 코 옆 모공 속 등

구석구석 요철에 낀 노폐물까지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湿巾布采用凹凸压花设计，可柔和的去除平时不易清洁到的睫毛间、
鼻翼,毛孔深处等肌肤凹凸处夹杂的代谢物。

Moisturized Skin like Skin Care / 清洁肌肤的同时给予肌肤滋润的呵护感
클렌징과 동시에 스킨케어 한 듯 촉촉한 피부

A moisturizing aloe ingredient keeps your skin moisturized even after cleansing.

훈련으로 인해 챙기지 못한 스킨케어!

수분 가득 알로에 성분이 클렌징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因野外活动，训练等疲惫时可以轻松洁面护理。
所含芦荟成分可使肌肤长时间维持滋润感。

Soothing effect on dried skin
发热的肌肤起镇静效果 / 달아오른 피부에 진정효과

Madecassoside (centella asiatica extract) is used 
for soothing your skin from long-term training and outdoor activities. 

마데카소사이드(병풀 추출물) 성분이 장시간 훈련 및 야외 활동으로 지친 피부를

빠르게 진정 시켜줍니다.

羟基积雪草苷(积雪草提取物) 成分可快速镇静因长时间露天训练或野外活动而疲惫的肌肤。

Easy and quick cleansing with one cleansing sheet
面部清洁：一张湿巾方便快速解决 / 한장으로 해결하는 간편하고 빠른 클렌징

Natural surfactant containing soapworts extract deeply cleanses the pores 
and removes the camouflage cream.

자연 유래 계면 활성 성분인 비누풀추출물이 진한 위장크림을 빠르고 깨끗하게 닦아내 줍니다.

含有大量天然表面活性成分肥皂草汲取物的男性清洁湿巾,可干净快捷的去除面部妆容。

TARGET CLEAR CLEANSING TISSUE (深层清洁洁面湿巾)
- One-touch cleansing with moisturization and clean without water cleansing
- Contains ingredients to avoid insects: lavender, elderberry, mint extract
- Convex embossed fabric for sensitive men's skin : Embroidered fabrics with a soft texture Helps gentle cleansing without irritation.
- No alcohol smell! : Aromatic fragrance helps to relieve stress and sensitive skin. 

- 无需水洗的洁净保湿一站式清洁湿巾。
- 含有驱蚊虫成分: 薰衣草、扁柏树、薄荷提取物。
- 为敏感的男性皮肤设计的凹凸压花湿巾布 : 厚软的压花湿巾布无刺激柔和有效的清除肌肤深处的代谢物。
- 无男性产品特有的令人厌烦的酒精味! : 淡淡的香有助于镇静疲劳的肌肤、缓解压力。

- 물세안이 필요 없이 촉촉하고 깨끗한 원스탑 클렌징
- 벌레가 기피하는 성분 함유 : 라벤더, 편백나무, 민트 추출물
- 민감한 남성 피부를 위한 올록볼록 엠보싱 원단 : 폭신한 엠보싱 원단이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줍니다.
- 남성제품 특유의 지긋지긋한 알콜향은 NO! :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지친 피부 진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15sheets (87g)

Soft embossed fabric
舒适柔软的压花面料

폭신하고 부드러운 엠보싱 원단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Watermelon Hydro Glow Line
Skin temperature rise causes pores, elasticity, wrinkles and other skin troubles!
Refreshing and moisturizing line that cools the skin with the rich moisture and vitamins of watermelon.
肌肤温度上升是引起各种毛孔、弹力、皱纹等肌肤问题的原因！
用西瓜清爽充足的水分感以及维他命来降低肌肤温度，使疲劳的肌肤恢复健康状态

피부 온도 상승은 모공, 탄력, 주름 등 다양한 피부 문제의 원인! 수박의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으로 피부의 온도를 낮춰,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는 산뜻한 보습 라인

50ml

Watermelon Hydro Glow Serum 
西瓜冰感补水精华

열로 인한 피부 고민, 시원한 수분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캡슐 함유 수분 물광 크림

3중 히알루론산, 주름 및 탄력 케어 특허 성분(BL-Fill UP) 함유

50ml

因热引起的肌肤烦恼，含有清爽水分颗粒的冰感补水面霜
含有3重透明质酸，抗皱,补充肌肤弹性的专利原料  (BL-Fill UP）

Moisture gloss cream for skin trouble due to heat,
and keep cool moisture for a long time.
3 patented(BL-Fill UP) wrinkle and elastic care ingredients of
hyaluronic acid

Watermelon Hydro Glow Cream
西瓜冰感补水面霜

Skin Care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Cooling the skin, brightening the face / 降低肌肤温度，使肌肤净白透亮 / 피부의 열은 낮추고, 얼굴 빛은 환하게

Ingedients of Erythritol and xylitol absorb heat and cool the skin. 
Five Vitamin Complexes care the skin with clearness and brightness.
富含吸收皮肤热量、赋予冰感的赤藓糖醇和木糖醇成分 
5种维他命混合配方成分使肌肤净白透亮
피부 열을 흡수하고 쿨링감을 선사하는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성분 함유 

5가지 비타민 콤플렉스가 피부를 맑고 환하게 케어

Super skin food “Watermelon” that vitalizes exhausted skin. / 给肌肤赋予生机的盛夏之王“西瓜” /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슈퍼푸드 “수박”

Abundant moisture helps to care for the hot skin temperature and vitamins and minerals clear up the dull skin.
以丰富的水分，呵护发热肌肤及镇静肌肤，含有的维他命和矿物质为暗呼呼的肌肤赋予光泽

풍부한 수분으로 달아오른 피부 온도 케어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칙칙한 피부를 맑게 개선

Light for refreshing and moisture care. / 不黏腻、清爽的补水保湿护理 /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수분 케어

专为想改善松松垮垮干燥的肌肤群体，需要快速降温、镇静补水群体的肌肤护理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피부 고민, 빠른 진정과 수분 충전이 필요한 분을 위한 스킨케어

Skin care for those who need troubled and dry skin, fast soothing and hydrating

Watermelon extract benefits (Only raw material)  / 西瓜汲取物功效（仅限于原料特性）
수박 추출물 효능 (원료적 특성에 한함)

- 含有对抗氧化、抗老化有效的番茄红素成分
- 含有大量水分，有卓越的补水效果
- 含有大量维他命
- 肌肤温度调节及肌肤镇静

- 항산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리코펜 성분 함유

- 높은 수분 함량으로 피부 수분 공급에 탁월

- 비타민 다량 함유

- 피부 온도 케어 및 피부 진정

- Lycopene effects antioxidant and anti-aging.
- High moisture content effects excellent skin moisture.
- Contains various vitamins.
- Cares skin temperature and sooths skin

#Cooling #Moisturizing #Soothing

Watermelon Hydro Glow Line (西瓜冰感补水系列)

열로 인한 피부 고민, 시원한 수분쿨링으로 빠르게 잠재우고

촉촉한 윤기를 남기는 수분 물광 세럼

늘어진 모공 타이트닝 특허성분 함유(Anti-Sebum P)

因热引起的肌肤烦恼，用清爽的水分冷却，快速镇定肌肤，
留下水润光泽的冰感补水精华，
含有紧致松弛毛孔的专利原料 (Anti-Sebum P)

Moisture gloss serum cools skin heat
and leaves the skin glossy. Patented ingredient (Anti-Sebum P) effects
tightening care for sagging pores





THE PRESTIGE CREAM
Total care cream for addressing skin aging concerns with Wild Ginseng’s natural vitality.
承载着济州山参的顽强生命力，根据肌肤老化程度，为肌肤问题提供全面护理解决方案的面霜
제주 산삼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노화에 따른 다양한 피부 고민을 케어해주는 토탈 솔루션 크림 

고탄력 제형이 피부에 끈적임없이 부드럽게 발리면서 보습막을 형성하는 고보습, 고영양크림

제주산삼추출물, 황금누에고치추출물 함유로 피부의 주름 및 탄력을 집중적으로 관리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50g

高弹力剂型的面霜不黏腻且温和涂抹，可形成强效保湿膜的高保湿，高营养面霜
含有济州山参汲取物，黄金蚕蛹汲取物，集中护理肌肤皱纹，赋予肌肤弹力

High-nutrition & hydration cream which forms moisture layer, applies smoothly
without stickiness. Contains Jeju ginseng extract and golden cocoon extract that are effective
for wrinkles and elasticity improvement of skin.

Brightening/Anti-wrinkle Dual Function

汉拿山思连伊林荫道清净自然中生长的神秘的植物，拥有将清净济州和汉拿山的活力注入肌肤的保养成分，
具有战胜严酷的环境而生长的顽强生命力。 富含大量的皂角苷 （人参皂苷），强力的抗氧化效果，抗炎效果，
神经酰胺生物合成促进及改善效果

提亮/抗皱双重功能性化妆品

Neba Neba Complex / 含有 Neba Neba 复合物 / 네바네바 콤플렉스 함유 

Neba Neba Complex, plant-based mucin, strengthens skin elasticity with rich nutrients and hydration for tighter skin.

含有植物性黏蛋白复合化的 Neba Neba 复合物，以肌肤专业弹性护理的植物成分，传递肌肤丰富的营养，强化保湿与肌肤弹力，使肌肤滋润有弹性

식물성 뮤신인 네바네바 컴플렉스 함유, 탄력케어 특화 식물 성분으로 풍부한 영양감 전달, 보습 강화 및 피부 탄력을 강화시켜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줌

Jeju wild ginseng extract 10,000 ppm / 含有清净济州山参汲取物 10,000 ppm / 청정 제주산삼추출물 10,000 ppm 함유

Jeju wild ginseng, precious plant that grows in 'Saryeoni‘ natural forest of Jeju’s Halla Mountain, contains plentiful Saponin (Ginsenoside). 
It strengths skin for anti-aging care with its potent antioxidant effect. 

生长在济州岛清净地区汉拿山思连伊林荫道的神秘植物，战胜了严酷环境的考验，具有顽强生命力的济州山参，
富含大量的皂角苷 (人参皂苷)，以强大的抗氧化效果培养肌肤战胜老化的力量

제주도의 청정지역 한라산 사려니 숲에서 자라난 신비의 식물. 극한 환경을 견디고 자라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제주 산삼은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을

다량 함유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줌.

Jeju Wild Ginseng Extract / 济州山参汲取物 / 제주산삼추출물 

The Prestige Cream (济州山参抗皱面霜)

A precious plant grown in the uncontaminated forest of Mt. Halla, possesses strong vitality as it
grows in real extreme conditions. Contains Saponin (Ginsenoside) which has strong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facilitates improvement of Seramide biosynthesis.

한라산 사려니숲의 청정 자연이 키워낸 신비의 식물로 청정 제주와 한라산의 에너지를

피부에 전하는 피부 보양 성분.극한 환경을 견디고 자라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짐.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을 다량 함유, 강력한 항산화효과, 항염효과, 세라마이드 생합성 촉진 효과 및 개선

Highly concentrated cream contains 24K pure gold  / 含有 24K 纯金的高浓缩高营养面霜
24K 순금을 함유한 고농축 고영양 크림 

含有24K纯金，蜂王浆汲取物，黄金蚕蛹汲取物，改善肌肤色泽，使肌肤更加明亮且充满光泽
细密的高浓缩质地形成滋润的保湿膜，强化肌肤弹力，在岁月面前更加自信的高贵肌肤综合护理

24K 순금, 로얄젤리추출물, 황금누에고치추출물을 함유하여 맑고 윤기 나는 피부로 피부 안색 개선

쫀쫀한 고농축 텍스처로 촉촉한 보습막 형성, 탄력을 강화하여 시간 앞에 자신 있는 고귀한 피부를 위한 토탈 케어

24K pure gold, royal jelly extract and golden cocoon extract make the skin clear and bright.
High density texture formula gives you tighter skin and reverses the trails of time.

The Prestige Cream (济州山参抗皱面霜)

Skin Care #Nourishing #Anti-Wrinkle #Radiance #Energizing #Moisturizing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Brilliant Tone Up E.G.G. Line (提亮蛋黄油系列)

Brilliant Tone Up E.G.G. Line
Skin Care #Nourishing

Rich with Lecithin, 30,000 ppm exclusive egg oil is prescribed in every E.G.G. Cream and E.G.G. Oil. Smooth and 
supple formulation delivers superb moisturization without oiliness and “tones up” the natural glow of your skin.
国内唯一含30,000ppm蛋黄油的低刺激、高保湿、高营养化妆品。蛋黄油里含大量皮肤营养剂卵磷脂，可恢复肌肤原有的光泽，增进肌肤弹性。
피부 영양제 레시틴이 듬뿍 함유된 국내 유일 난황유 30,000ppm 처방이 피부 본연의 광택을 올려주고 탄력을 채우는 저자극 고보습 ● 고영양 라인

Complete 4 safety tests / 通过严格的验证和4种安全性测试
까다로운 공정과 4가지 안전성 테스트 완료

With constant research such as stability, temperature test and allergy free test, confirmed the safety issue of infant and child use
经过对性状、去异味、 安定性及温度等不懈的测试研究，确保了产品无过敏性，且安全性已达到婴幼儿使用标准。
성상, 취커버, 안정성, 온도 테스트 등 끊임없는 연구로 알러지 Free, 영유아 허용 수준의 안정도 확보

- 无羟基苯甲酸酯 (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4 Free” formulation / “4无” 配方 / 유해성분 4가지 무첨가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Exclusive “Egg yolk oil” / 采用特殊方法汲取的鸡蛋 “蛋黄油” / 특별하게 추출한 계란 노른자 오일 “난황유”

Egg oil is supplied by Goshen Biotech with proprietary extraction process to ensure egg oil’s natural benefits.

蕴含韩国国内唯一拥有蛋黄研究开发技术的企业Goshen Bio Technology的技术及经验，研发出具有高效光润、保湿、提亮及改善肌肤问题的蛋黄油化妆品原料。

국내 유일 난황 연구 개발사인 고센바이오텍의 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윤광과 보습, 미백, 트러블 완화에 뛰어난 원료.(원료적 특성에 한함)

Provides skin’s natural glow / 焕发肌肤原有的光彩 / 피부 본연의 빛을 선사

In addition to rapid recovery by quickly delivering active ingredient to skin, cream that improves natural skin tone

营养物质深层快速渗透，利于肌肤快速恢复原有状态及光泽，有效改善痘痕。

피부에 빠르고 깊숙하게 유효성분을 전달하여 빠른 컨디션 회복 뿐만 아니라, 피부 본연의 자연스러운 광과 더불어 흔적을 완화해 주는 크림

- Replenishes skin’s natural glow and protects it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 High moisturizing cream with Lecithin rich nutrients and smooth gliding texture.

- 阻止外部有害物质侵入肌肤，使肌肤拥有蛋黄油特有的自然光泽
- 提亮&改善皱纹 双重功效
- 营养丰富、柔和的高保湿乳霜

70ml

-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며,  자연스러운 윤광을 만들어주는 크림

- 풍부한 영양감과 부드러운 발림성을 지닌 고보습 크림

Brilliant Tone Up E.G.G. Cream / 提亮蛋黄油乳霜

- 吸收快，可迅速提高肌肤水分含量，使肌肤透明有弹性
- 蛋黄油和8种植物油的特别组合：葡萄籽油、杏仁油、红花籽油、荷荷巴油、葵花籽油、橄榄油、白池花籽油、薄荷油
- 빠른 흡수로 피부의 수분함유량을 증가시켜 맑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 주는 오일

- 8가지 식물 오일과 난황유의 특별한 블렌딩 ( 포도씨오일, 행인오일, 잇꽃씨오일, 호호바씨오일, 해바라기씨오일, 올리브오일,메도우폼씨오일, 페퍼민트오일)

- Quick absorbing natural oil keeps skin moisturized and firm.
- Blend of 8 vegetable oil and egg yolk oil ;
  grape seed oil, passion oil, safflower seed oil, jojoba seed oil, sunflower seed oil, olive oil, meadowform seed oil, peppermint oil

40ml

Brilliant Tone Up E.G.G. Oil / 提亮蛋黄精华油

Q. E.G.G.蛋黄油是什么？ / 난황유가 무엇인가요?

从鸡蛋黄里汲取出的油成分。蛋黄油的主要成分之一卵磷脂可在细胞内部与外部之间形成保护膜，
可有效调节油脂与水分的平衡。同时形成光泽膜，赋予肌肤自然的润泽与白皙。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오일로, 이 오일의 주요 성분인 레시틴은 피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수분을

조절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피부에 광택막을 생성하여 빛나는 윤광을 선사합니다.

Egg oil derived from egg yolk, rich with Lecithin. Lecithin helps to create protective layer for keeping
moisture in while highliting the natural glow of skin.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CFDA 취득

获得中国卫生许可





Purefull Lip Care Line (纯净丰润唇油)

Purefull Lip Oil Honey Coco
纯净丰润唇油-蜜糖椰香

Purefull Lip Oil Peach Coral
纯净丰润唇油-珊瑚蜜桃

Purefull Lip Oil Berry Pink
纯净丰润唇油-粉嫩莓莓

Purefull Lip Care Line
Lip Care

Special all day care of lip volume and nutrition

#Special Care #Lip care

 为整天歇个不停的嘴唇添增丰盈、保湿、营养的专业嘴唇护理系列
하루 종일 먹고 말하고 움직이는 입술에 볼륨과 영양을 더해주는 스페셜 케어 라인

Volume + Nutrition + Moisture Total Care
丰盈+营养+保湿 综合护理 / 볼륨+영양+보습 토탈 케어

For lip skin is thin enough to view capillaries, lips need intensive care for anti-aging and anti-wrinkle. 
嘴唇比身体其他部位的皮肤更薄，易衰老、易起皱纹，需要集中护理
입술은 모세혈관이 그대로 비칠 정도로 피부가 얇아 노화가 빠르고 주름지기 쉬워 집중 케어 필요

Nourishing with vegetable oil
植物性油供给营养 / 식물성 오일로 영양 공급

Nutritious Moisturizing Vegetable Oils Extracted from Avocado, Macadamia, Apricot Seed, and Rose Hip Fruit
以鳄梨、夏威夷果、杏仁籽、野生玫瑰果果实汲取的植物性油，供给强有力的营养及保湿效果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살구씨, 로즈힙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오일의 강력한 영양 보습 효과

Non-greasy! Natural color
不油光! 自然隐约的色彩感! / 번들거림 NO! 자연스러운 컬러감

Light formula for overlaying on lipsticks or tints and turning lips into natural color
不粘腻薄薄紧贴剂型，涂完口红或者唇釉上可再涂一层，可淡淡激活嘴唇血色的颜色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립스틱이나 틴트 위에 사용 가능、은은하게 입술의 혈색을 살려주는 컬러

What is volufiline?
什么是丰润护理专利成分‘VOLUFILINE’? / 볼륨 케어 특허 성분 ‘보르피린’ 이란? 

-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patent ingredient in the US, Europe and Japan
- Increases the volume of fat cells
- Instant effect on the plumping volume care for lip skin needs to be improved of wrinkles, elasticity and volume

- 美国、欧洲、日本已注册国际专利的成分
- 有助于脂肪细胞增大、丰盈 
- 有助于皱纹、弹力改善、需丰盈的肌肤，有丰润嘴唇的效果

- 미국, 유럽, 일본에서 국제 특허 성분으로 등록
- 지방 세포의 부피 증가, 지방 세포의 볼륨 증가에 도움
- 주름, 탄력, 볼륨 개선이 필요한 피부에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볼류마이징 효과 연출

Volufiline, patented ingredient from Sederma, France, gives quick lip moisture effect 
‘VOLUFILINE’是法国诗得玛(Sederma)的专利成分，涂抹同时清凉以及赋予丰润的嘴唇
보르피린은 프랑스 세더마(Sederma)사의 특허 성분으로, 바르는 즉시 화한 느낌을 내며 볼륨 부여

Ingredient of 5% volufiline effects full lips
含有5%使嘴唇有丰润效果的 ‘VOLUFILINE’
입술을 통통하게 만드는 ‘보르피린’ 5% 함유

- Contains honey and ceramide
- Transparent color lip oil with coconut scent

- 꿀, 세라마이드 성분 함유 
- 코코넛 향의 투명 무색 컬러 립오일

- 含有蜂蜜、神经酰胺成分
- 椰子香，透明无色唇油

- Contains extracts of rose, 
  freesia and lilim Candidum flowers
- Peach scented transparent coral lip oil

- 장미, 프리지어, 마돈나백합꽃 추출물 함유 
- 복숭아 향의 투명한 코랄 컬러 립오일

- 玫瑰、小苍兰、白百合花汲取物
- 蜜桃香，透明珊瑚色唇油

- Contains Blackberry, Bilberry, 
  Blueberry Fruit Extract
- Transparent pink lip oil with strawberry scent

- 블랙베리, 빌베리, 블루베리 열매 추출물 함유
- 딸기 향의 투명한 핑크 컬러 립오일

- 含有黑莓、越桔果、蓝莓果汲取物
- 草莓香，透明粉色唇油

4.5g
4.5g 4.5g





7Days Phyto Body Line
Body Care

Cleanse your skin with detox juice recipe:“7Days Phyto Body Line”

해독주스 레시피를 적용해 바디 노폐물을 케어하는 “7Days Phyto Body Line”

使用排毒果汁配方护理身体代谢物的 “七天植物身体护理系列”

Features from the nature
七天身体护理的特别之处 / 세븐데이즈 바디케어의 특별함

▶ Premium natural water with rich minerals & electrolytes for skin nourishment with fast absorption.
▶ 6 natural detox ingredients make Phyto-6 complex for cleaner skin with smooth skin texture. 
▶ Evening Primrose Oil  is gentle but effective moisturizing ingredient for sensitive skin.

▶ 미네랄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미네랄 워터가 끈적임 없이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 
▶ 디톡스 효과가 뛰어난 6가지 해독주스 성분인 Phyto-6 complex가 함유되어 각질을 정돈하여 피부결 개선
▶ 달맞이꽃오일성분이 보습 뿐 아니라  트러블, 민감성 피부 케어

▶ 含大量矿物质的高档矿泉水，无粘稠感，即刻供给水分 
▶ 含6种排毒效果好的排毒果汁成分Phyto-6 complex，整理角质，改善肌肤纹理
▶ 月见草油成分不仅具有保湿功效，还可护理敏感、问题肌肤

It has the effect of calming and improving troubled skin.  
Evening Primrose Oil was the most talked about ingredient of Medical Association in 2016.

2016년도 의사협회 ·  학회 가장 관심 성분으로 떠오르는 달맞이꽃오일이 함유돼

민감하고 트러블이 잦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오랜 보습감을 유지하게 함

'Evening Primrose Oil‘, effective for atopy and trouble-sensitive skin
含有对过敏、敏感肌有效的 ‘月见草油’ 成分
아토피, 트러블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인 ‘달맞이꽃오일’ 함유

含有2016年医师协会 · 学会最关心的成分月见草油
有效镇静敏感及问题肌肤，持久保湿

Five botanical ingredients such as 'portulaca extract, lotus extract, hair root extract, 
licorice extract and algae extract' give deep moisturizing to the skin

‘마치현추출물, 연꽃추출물, 모근추출물, 감초추출물, 갈조추출물’ 5가지 식물성 보습 성분이 샤워 후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깊은 보습을 선사

 ‘马齿苋汲取物，莲花汲取物，茅根汲取物，甘草汲取物，褐藻汲取物’ 
等5种植物性保湿成分给予沐浴后易干燥的肌肤深层保湿

Moisturizes with five botanical ingredients
5种保湿成分，沐浴后滋润不紧绷，保湿 / 5가지 보습 성분으로 샤워 후 당김 없이 촉촉하게

Key Ingredients / 共同成分 / 컨셉 공통 성분 (원료적 특성에 한함)

Mineral Water
矿泉水 

미네랄 워터

Phyto 6 Complex
Phyto 6 Complex
파이토 6 컴플렉스

Evening Primrose Oil
月见草油

달맞이꽃오일

Mineral Water : 물입자가 작아 흡수가 빠르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
Phyto-6 Complex :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로 구성된 해독 주스 복합체 
달맞이꽃오일: 2016년도 의사협회·학회 관심성분으로 트러블 민감성 피부 케어에 효과

Mineral Water : Deep sea water with rich minerals and electrolytes.
Phyto-6 Complex : Detox complex with Apple, Carrrot, Tomato, Banana, Cabbage, Broccoli extracts.
Evening Primrose Oil: Effective moisturizing ingredient for sensitive skin.

矿泉水: 粒子小，吸收快，各种矿物质含量丰富的深层水
Phyto-6 Complex : 苹果、香蕉、西兰花、卷心菜、胡萝卜、番茄组成的排毒果汁混合剂 
月见草油: 2016年医师协会·学会关心成分，有效护理问题、敏感肌

7Days Phyto Body Line (七天植物身体系列)

200ml 

150ml 

Seven Days Phyto Body Wash

350g 

Mild Body Wash, cleans and moisturizes dry skin. Contains Phyto-6 
Complex and Evening Primrose Oil for clean bodycare

편안한 거품과 상쾌한 향으로, 싱그러운 샤워 시간을 만들어 주는 바디 워시

含Phyto-6 Complex和月见草油成分，
泡沫舒适，香味清爽，体验清新的沐浴时间

Body Gel Oil that contains Phyto-6 Complex and Evening Primrose Oil.  
Upon contact with skin, gel transforms into oil for quick absorption 
and forms a smooth moisture barrier.

건조한 피부에 끈적임 없이 흡수되어 매끈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트랜스폼 바디겔 오일

含Phyto-6 Complex和月见草油成分， 
吸收不油腻，使干燥肌肤形成光滑的水分保护膜的身体精华油

Seven Days Phyto Body Cream

220g 

Body cream that contains Phyto-6 Complex and Evening Primrose Oil 
for quick moisturizing relief to dry skin. Soothing creamy texture without oiliness.

건조한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리치한 바디크림(미백기능성 크림) 

含Phyto-6 Complex和月见草油成分，
给干燥的肌肤强力补充营养和水分的身体乳

Body Mist that contains Phyto-6 Complex and Evening Primrose Oil 
for refreshing moisturization with 360 degree pump for your back and hard to reach area.

끈적임 없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바디 미스트(미백기능성 미스트)

含Phyto-6 Complex和月见草油成分，
无油腻感，给干燥的肌肤供给水分的身体喷雾

/ 七天植物沐浴露 / 七天植物身体乳

Seven Days Phyto Body  Gel Oil / 七天植物身体精华油 Seven Days Phyto Body Mist / 七天植物身体喷雾

- 无羟基苯甲酸酯（防腐剂）、无矿物油、无三乙醇胺、无人工色素

- 파라벤 무첨가, 미네랄오일 무첨가, TEA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4 Free” formulation / “4无” 配方 / 유해성분 4가지 무첨가

- Paraben free, mineral oil free, TEA free & artificial color free

"No Irritancy" proven / 通过低刺激测试 / 저자극 테스트 완료“No Irritancy"
proven





Tell Me Your Wish 
Hand Line

Body Care

Jeju Island’s botanical ingredients and Keratin for hands and nails
  Tell Me Your Wish Hand Care Line”

제주의 보태니컬 성분과 케라틴이 손 피부와 네일을 강화시키는 “텔 미 유어 위시 핸드 케어 라인”

济州岛的植物成分和角质蛋白强化手部肌肤和指甲“愿望成真护手系列”

Exotic Features of Tell Me Your Wish Hand Care
愿望成真护手霜的特别之处 / 텔 미 유어 위시 핸드 케어의 특별함

▶ Ingredients from Jeju Island, the widely known pristine region of Korea.
▶ 3 different texture formulas for various skin types and weather  (butter, cream, essence)
▶ Not just for hands, Keratin takes care of nails too.
▶ Long lasting formula with unique individual scent for perfume like experience

▶ 청정 지역 제주도의 자연유래성분이 손 피부 각질과 결을 케어하고 영양 공급
▶ 3가지 포뮬러로 날씨와 피부타입에 알맞는 핸드 케어에 도움 (버터/크림/에센스 포뮬러)
▶ 케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손 피부는 물론 네일(손톱)까지 튼튼하게 강화
▶ 고급스러운 향이 바른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되어 마치 향수를 뿌린 듯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 줌

▶ 清净地区济州岛的自然成分护理手部肌肤角质和纹理，供给营养
▶ 3种剂型， 依天气和不同的肌肤类型进行手部护理 (护手膏/护手霜/护手精华)
▶ 含角质蛋白成分，强化手部肌肤&指甲
▶ 高贵持久的香，像喷了香水一样维持好心情

Full of Jeju Island’s botanical ingredients! / 富含清净济州岛植物成分(仅限于原料特性)
청정섬 제주의 보태니컬 성분을 가득!(원료적 특성에 한함)

Cactus stem extract, Bayberry fruit extract, Camellia extract, 
Chrysanthemum extract, Rape blossoms honey extract.

선인장줄기 추출물: 수분저장 능력이 뛰어나 촉촉한 피부로 유지

베이베리열매 추출물: 비타민C와 안토시안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

동백꽃 추출물: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

국화꽃 추출물: 비타민 A와 B, 콜린 함유하여 피부의 탄탄함을 유지

유채꿀 추출물: 플라보노이드 및 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분

仙人掌茎汲取物: 具有很强的水分储存能力，可维持肌肤滋润
杨梅果汲取物: 含丰富的维生素C和花青素，使肌肤保持健康
山茶花汲取物: 有助于保湿和镇静的成分
菊花汲取物: 含维生素A、B和胆碱，维持肌肤紧致
油菜花汲取物: 含大量黄酮类化合物及蛋白质

Moisturizing + Nourishing for Hands & Nails!
充满保湿&营养的成分!(仅限于原料特性) / 보습과 영양 성분을 가득!(원료적 특성에 한함)

Shea Butter + Hydrolyzed Keratin

쉐어버터: 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피부 천연보습막을 유지하도록 함

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 피부과 손톱에 모두 영양감을 부여

乳木果油: 含大量不饱和脂肪酸，可保护肌肤天然保湿膜
水解角蛋白: 赋予肌肤和指甲营养感，以恢复健康 

Happy
幸福

Romantic
浪漫

Cute
可爱

Gorgeous
迷人

Glam
魅力

Rich
富足

Pure
纯洁

Lovely
甜美

Lucky
幸运

Tell Me Your Wish Hand Line (愿望成真护手系列)

Butter Type / 护手膏

Rich formula with soft butter 
like texture

버터처럼 영양감 있는 포뮬러

黄油般富含营养的膏状剂型

Cream Type / 护手霜

Elastic and soft like 
steam milk

밀크쉐이크처럼 

부드러운 포뮬러

奶昔般细腻剂型

Essence Type / 护手精华

Moist, light texture and
long lasting

수분감 가득한 에센스 포뮬러

富含水分的精华剂型

3 formulas / 3种剂型 / 3가지 포뮬러

30g 

Tube Hand Care

휴대하기 편한 튜브 타입

글램, 고져스(버터 타입), 큐트(크림 타입),

해피, 로맨틱(에센스 타입)

편안하면서도 은은한 향

Perfect size of easy portability.
Glam, Gorgeous : Butter
Cute : Cream
Happy, Romantic : Essence
管状携带方便
魅力、迷人：护手膏 / 可爱：护手霜 / 幸福、浪漫：护手精华
隐约舒心的香味

/ 管状护手霜

50g 

Perfect gift item in a collectable jar.
Rich, Lovely: Butter
Lucky, Pure: Cream

Tin Jar Hand Care

선물하기 좋은 틴 타입

리치, 러블리(버터 타입),

퓨어, 럭키(크림 타입)

고급스럽고 오래가는 향

适合做礼物的罐包装
富足、甜美 ：护手膏 / 纯洁、幸运：护手霜
高贵持久的香气

/ 罐装护手霜

“

获得中国NMPA备案凭证 / NMPA 취득





Family Brand
●    Like I’m Five Line

●    DERAMA Signature Baby Wet Wipe

●    I’m O NEW Line

FAMILY CARE

FAMILY CARE

PERSONAL CARE





Like I’m Five Line
Family Care

Pure & Gentle Formula Skin Care. / 使用EWG Green (0~2) 等级原料

通过低刺激测试 / 敏感肌肤也可安心使用的5无配方(无防腐剂I(羟基苯甲酸酯), 无矿物油, 无人工色素, 无人工香料,  无动物性原料)

EWG ALL GREEN (0 ~ 2) grade for all SKUs  / "No Irritancy" proven
“Safe 5-Free” formula (No parabens, mineral oil, artificial coloring, artificial fragrance, animal raw material, etc.)

EWG Green (0~2) 등급 원료 사용 / 저자극 테스트 완료

민감해지는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5 Free 포뮬러 (파라벤, 미네랄오일, 인공색소, 인공향, 동물성 원료 등)

Safe formula solution with natural origin ingredients / 妈妈给宝宝的‘天然成分安心方案!’/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자연 유래 원료로 안심 솔루션!’

含从自然中寻找的健康的天然成分，健康滋润护肤产品
Selective nature derived  ingredients are used to make the best moisturizing skincare possible.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하여 건강하고 촉촉한 스킨케어

Thoroughly tested by nation registered laboratories. /
通过国家机构严格检验 /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증

完成肌肤刺激测试的安心化妆品
Tested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for additional certifications.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한 안심 화장품

Use of sustainable materials. / 采用环保纸 / 친환경 종이 사용

使用通过国际森林管理委员会FSC认证的纸张
Use of FSC certified packaging.

국제 산림관리 협의회 FSC인증 받은 종이 사용

We oppose animal testing. / 反对动物实验 / 동물 실험에 반대

化妆品的研发过程中不使用动物测试
All of our products are not animal tested.

화장품 개발에 동물 테스트 배제

Simpler, the better! – our main belief! The newest pure & gentle skincare for kids and adult
自然，原则，所以更值得信赖！全家都可使用的温和性化妆品
단순하고 올바른, 그래서 더 정직한! 온 가족 함께 사용하는 순한 화장품

Eugene, a celebrated Korean beauty icon
created Like I'm Five,

a new skincare line for her daughter and herself.

美的象征——  
“艺人柳真”策划的  

护肤品牌“纯真吾爱”

뷰티의 아이콘
'셀러브리티 유진'이 기획하고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 Like I'm Five

“2018最佳畅销产品”

0   2~
LOW

5
“No Irritancy"

proven

Like I’m Five Line(纯真吾爱系列)

纯真吾爱泡沫清洁露
Like I’m Five Top to toe Foaming Wash

像鲜奶一样丰富细腻的泡沫，使皮肤从头到脚变滋润的清洁露

Gentle and easy cleansing from head to toe with 
rich and dense foam like fresh cream

생크림처럼 풍성하고 조밀한 거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하고 간편하게 클렌징 

/ 라이크 아임 파이브 탑투토 포밍 워시

300ml 

纯真吾爱舒缓保湿霜
Like I’m Five All Day Calming Cream

/ 라이크 아임 파이브 올 데이 카밍 크림

使用感舒适滋润不油腻，是全家人都可使用的乳木果油保湿镇静霜

Smooth Shea Butter cream, it calms sensitive skin and 
keeps moisturizing for a long time without oiliness.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온 가족 누구나 

함께 사용하기 좋은 시어버터 보습 크림

220ml 

纯真吾爱温和防晒霜
Like I’m Five Mild Sunscreen SPF50+PA++++

为柔嫩的肌肤加上一层可反射紫外线的隔离膜，可温和保护皮肤的防晒霜

Mild but SPF 50 sunscreen with 
moisturizing effect and superb texture.

여린 피부에 차단막을 씌워 햇빛을 반사하는 순한 보호막 자외선 차단제

/ 라이크 아임 파이브  마일드 선 스크린

50ml 

纯真吾爱集中护理舒缓膏
Like I’m Five Intensive Oil Balm

/ 라이크 아임 파이브 인텐시브 오일밤

涂抹的瞬间自然融化，营养感丰富的舒缓膏

A soft texture moisturizing oil balm, it melts upon  skin contact for easy 
and smooth application for ultra moisturization.

바르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 퍼지는 영양감이 풍부한 인텐시브 오일밤

85g 

纯真吾爱舒缓啫喱
Like I’m Five Mild All day Soothing Gel Lotion

/ 라이크 아임 파이브 올데이 수딩 젤 로션

为肌肤镇静保湿，不让水分蒸发的‘无酒精‘ 舒缓啫喱
为肌肤充分供给水分，使干燥敏感的肌肤镇静舒缓

Alcohol Free Gel Lotion that doesn’t dry the skin
Provides sufficient moisture to make sensitive, dry skin relaxed.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알코올 프리 젤 로션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민감하고 건조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

100ml 

不止防晒霜，连雾霾都可以99%干净清洁掉的低刺激晒后清洁湿巾
很适用于难以使用泡沫清洁产品来洗脸的孩子们使用

Hypoallergenic cleansing tissue that removes 99% of fine dust as well as sunscreens
Recommended for kids who is not familiar with bubble facial cleansing.

선크림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99% 깔끔하게 지워주는 저자극 클렌징 티슈
거품 세안이 어려운 어린 아이 세안용으로 추천

5pads X 6 

纯真吾爱晒后清洁湿巾
Like I’m Five Mild Sun Cleansing Tissue

/ 라이크 아임 파이브 마일드 선 클렌징 티슈

纯真吾爱LOVE U护手套盒
Like I'm Five LOVE U Hand Care Set

/ 라이크 아임 파이브 러브유 핸드케어 세트

不同营养保湿感的3种剂型，打造健康肌肤的护手套盒 (护手精华，护手霜，护手膏）
3 uniquely formulated hand care with varying moisturizing and nutrition texture. (hand essence, hand cream, hand butter)

영양 보습감에 따른 3가지 제형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핸드 케어 세트 (핸드에센스, 핸드 크림, 핸드 버터)

40g X 3pcs





DERAMA Signature 
Baby Wet Wipe

Family Care

Premium baby wet wipe with food grade essence, developed with a team of 
medical professionals who cared for more than 6,000 mothers & babies.
蕴含护理6000名以上的VVIP孕妇和婴儿的专业医疗团队和美容专家的哲学及经验的低刺激高档婴儿湿巾。
6,000명 이상의 VVIP 산모와 아기를 케어한 전문 의료진과 뷰티 스페셜리스트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은 저자극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cGMP, ISO22716, 14001 인증 및 로봇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물티슈

폭신하고 도톰한 프리미엄시트

-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손길을 모티브로 한 75gsm의 프리미엄 안티몬 프리 원단 사용

수분 가득 촉촉한 저자극 엠보

- 올록볼록 엠보가 여린 아기 피부에도 자극없이 마일드한 세정을 도움

사용이 쉬운 접이와 특허캡

DERAMA Signature Baby Wet Wipe / DeRAMA 豪华婴儿湿巾

62sheets (425g) / 20sheets (125g)

充满厚实感，细腻柔软的优质面料
- 贴近母亲温暖柔软的手的感觉，采用厚度为75gsm的面料制成。
充满水分的无刺激压纹面料
- 凹凸压纹无刺激，敏感柔弱的婴儿肌肤可以放心使用。
易使用的湿巾叠压和专利盖

Cushiony & thick, premium embossed sheet
- Antimony-free premium 75 gsm sheet
Hypo-allergenic embossed sheet
- Embossing helps soft cleansing without irritating infant's skin
one finger, one touch open cap

World-class manufacturing / 世界级制作工程 / 월드클래스 제조공정

cGMP, ISO22716,9001,14001 certified, robot automated facility 

在通过cGMP、ISO22716、ISO14001认证及全机器自动化生产设施的工厂进行生产制造的完全干净放心的湿巾。
cGMP, ISO22716, 14001 인증 및 로봇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물티슈

“Excellent” by Dermatest GmbH of Germany. / 获得德国Dermatest最高等级“EXCELLENT”等级， /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등급 획득

Certified “Excellent” by the dermatological specialists of the world renowned “Dermatest” research institute of Germany, superb quality and safety is assured.

已完成拥有世界级别名声的德国皮肤科学研究所“Dermatest”的皮肤刺激测试，是可放心使用的湿巾。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 피부과학연구소인 ‘더마테스트’의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믿을 수 있는 안심 물티슈

Contains Jeju lava water / 含有济州熔岩水 / 제주 용암수 함유

supplements moisture and minerals for delicate baby skin. 

含有矿物质丰富的济州熔岩水，可有效保护婴儿柔弱的肌肤。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용암수가 함유되어 연약한 아기 피부 보호에 도움

100% FOOD GRADE raw ingredients  / 采用100%采用食品级成分 (FOOD GRADE)
전성분 FOOD GRADE 채택

SAFETY TISSUE <FOOD GRADE raw material, no-stimulation Maman Touch Embo>

100%使用MFDS(韩国食品医药安全局)认证的安全食品等级原料，可放心使用。

MFDS(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식품 등급의 원료만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 가능

Certified by national official testing agencies / 通过国家检验机构严格的检验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철저한 검증

宝宝的手、口、臀，没有任何一个地方不重要。为了保护宝宝的肌肤，产品通过了国家检验机构的皮肤低刺激测试、
14种有害物质检测、经口无毒性检验、眼睛无刺激检验等。
엉덩이, 손, 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 없는 아기 피부를 생각하여 국가공인기관을 통한 피부자극테스트,

14가지 유해물질검출테스트, 경구독성테스트, 안자극테스트 등 완료

Passed No Irritancy test, oral  toxicity test and eye irritation test. etc.

DERAMA Signature Baby Wet Wipe (DeRAMA豪华婴儿湿巾)

 





I’m O NEW Line
Personal Care

I’m O new stands out for its top sheet that made of organic cotton in the clean nature of France and Switzerland. 
It implies a ten-year history of making sanitary napkins with only 100% organic top sheet.
从法国与瑞士的清净自然中全新诞生的纯净有机农纯棉——I’m O NEW
蕴含着10年间专注致力于100%有机农纯棉卫生巾的品牌哲学
프랑스와 스위스의 청정자연에서 새롭게 태어난 깨끗한 유기농 순면커버 아임오 뉴
한결같이 100%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만을 만들어 온 고집스런 10년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Use only 100% organic top sheet certified by OCS100 of OCS v2.0, ECOCERT GREENLIFE
使用在国际公认机关 ECOCERT GREENLIFE 卫生巾 OCS v2.0 部门已获得 OCS 100 认证的100%有机农纯棉
국제공인기관 ECOCERT GREENLIFE 생리대 부문 OCS v2.0 에서 OCS 100 인증 획득한 100% 유기농 순면커버 사용

Use only carefully selected cotton organically grown in the Barnhart farm that with a 120-year of history. 
During the 3-planting year, cotton are kept organically grown in the soil that free from chemic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使用有120年传统历史的美国BARNHARDT农场的有机农栽培法严格挑选的棉花
在3年间不曾使用化学肥料、农药的土壤中以有机农耕作法栽培

120년 전통의 미국 반하트 농장에서 유기농 재배 농법으로 엄선된 목화만을 사용

3년간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

Holds Swiss technology with over 200 years of history
超过200年历史的瑞士科技 /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기술력

Founded in 1794,Jacob Holm headquartered in Switzerland.
Manufactures organic top sheet with long history of experience and technology. 

1794年成立于瑞士的 Jacob Holm公司以历史悠久的经验及技术来制作有机农纯棉

1794년도에 설립된 Jacob Holm 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오래된 역사와 경험의 기술력으로 유기농 탑시트를 제조

Korean 100% organic cotton top sheet made of cotton of France and pure water of Alsace origin. 
韩国最先使用法国阿尔萨斯地方的天然纯净水制作的法国产100%有机农纯棉
한국 최초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청정수로 만든 프랑스산 100% 유기농 순면커버

Use pure water from Alsace, France for making the organic cotton top sheet 
以法国阿尔萨斯地区天然纯净水制作的纯净的有机农纯棉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청정수로 만든 깨끗한 유기농 코튼 커버

I’m O NEW Line

Small (12P)
小(12P)

소형(12P)

220mm

Medium (14P)
中(14P)

중형(14P)

250mm

Large (9P)
大(9P)

대형(9P)

280mm

Panty liner (20P)
护垫(20P)

팬티라이너(20P)

155mm

Long Panty liner (20P)
加长型护垫(20片)
롱 팬티라이너 (20P)

180mm

Overnight (6P)
超长夜用(6P)
오버나이트(6P)

350mm

ECOCERT GREENLIFE 생리대 부문 
OCS v2.0 에서 OCS 100 인증 획득

ECOCERT GREENLIFE SANITARY NAPKINS
CERTIFIED BY OCS V2.0 of  OCS 100

ECOCERT GREENLIFE 卫生巾
已在OCS v2.0 部门获得 OCS 100 认证

미국 반하트 농장에서 유기농 목화 재배

프랑스 알자스의 청정수로 유기농 코튼 제조

까다로운 스위스의 기술력으로 아임오 뉴 탄생

Selected organic cotton grown in the Barnhart farm, U.S.A.

Use pure water from Alsace, France for hygiene-care of making organic cotton top sheet. 

I’m O NEW, presents trustworthy quality  under the strict Swiss technology

美国BARNHARDT农场栽培的有机农棉花

法国阿尔萨斯天然纯净水制造的有机农棉料

经过严格技术力制造诞生的 I’m O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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