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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추출물로 찾은 해답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차별화된 브랜드 기업 엑손알앤디!

화려하고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았습니다.

세이프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들만을 엄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세이프존은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좋은 성분을 찾기 위한 연구의 결과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세이프존이 찾아낸 가치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전한 것처럼

사람은 자연 속의 성분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엑손알앤디의 제품이 궁금하세요?

모든 제품에 자연의 편안함이 함께 하는

㈜엑손알앤디의 다양한 브랜드 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당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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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테라피

HERB THERAPY
HERB THERAPY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허브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허브테라피 제품라인은 합성화학 성분과 
자극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던 두피에 힐링과 휴식을 공급하여 

건강한 두피, 모발을 되돌려 드립니다.
허브 세럼 7종 스칼프 디톡 세럼 03,04 페이지

                                  카시아 세럼 05,06 페이지

                                  스칼프 프레쉬 세럼 07,08 페이지

                                  스칼프 인헨싱 세럼 09,10 페이지

                                  헤어 샤이닝 세럼 11,12 페이지

                                  헤어 인리치드 세럼 13,14 페이지

                                  스칼프 테라피 세럼 15,16 페이지

님 허브 크림  17,18 페이지

천연 허브 두피케어 파우더   19,20 페이지

(프리미엄 님 파우더, 프리미엄 암라 파우더, 프리미엄 카시아 파우더) 

허
브

 테
라

피



03 Enhance your standard of Beauty

스 칼 프  디 톡  세 럼

카시아(CASSIA) 허브 추출물과11가지 한방 생약성분이 두피에 영양을 공급
하고 두피열을 내려주고 오랫동안 상쾌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04EXON R&D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화학 염색 및 펌 등의 시술 후 잔여물이 남아서 걱정되시는 분!
▶ 두피에 비듬과 각질이 고민이신 분!
▶ 두피에서 나는 냄새로 고민이신 분!
▶ 두피가 간지러워 고민이신 분!
▶ 두피에 열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

사용방법

HOW TO USE
적당량을 펌핑하여 두피에 도포하고 30분~1시간 경과 후 미온수로 
잘 헹구어 줍니다. (샴푸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시아 허브 추출물과 
11가지 한방 추출 성분이 두피를 건강하게~
두피 속 묵은 각질과 
노폐물의 딥클렌징을 도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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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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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인공향료 / 인공색소 /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민감하고 가려운 두피에 좋은 세럼!

민감성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모발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 그대로의 카시아 허브 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 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카시아 허브 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카시아(CASSIA)는 센나(SENNA)의 다른 이름입니다.

카시아(CASSIA)추출물과 한방 약재 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진정효과를 주어 트러블을 완화시켜 주는 세럼

카시아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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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두피가 예민하여 보습이 필요하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탈모 샴푸의 효과를 못 보신 분   

▶ 파마, 염색 등으로 모발이 상하신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자연주의를 원하시는 분  

▶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 피부에 벌레 물렸을 때

인증자료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특허증 특허 제 10-1843835호 헤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겔형 모발관리제 및 이의 제조방법

카시아(CASSIA)는 무엇일까요?

1.  제품 적당량을 두피에 짜서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센나(SENNA)라고도 불리는 카시아는 콩과 식물로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AYURVEDA)에서 염증 완화, 진정을 위해 오랫
동안 사용해온 허브입니다.

2.  바른 후 랩으로 모발을 감싸 
줍니다.

3.  바르고 난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줍니다.

사용방법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허
브

 테
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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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적당량을 덜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30분 ~ 1시간 방치 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냅니다.

두피케어 프로그램 시술 시 목적에 따라 
다른 허브 겔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스칼프 프레쉬 세럼으로 달라지는 두피를 경험해 보세요!

▶ 잦은 화학펌과 화학 염색으로 두피 트러블이 걱정이신 분
▶ 민감성 두피에 잦은 상처나 염증으로 걱정이신 분
▶ 비듬균으로 인한 두피 트러블이 걱정이신 분
▶ 두피나 피부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는 분

트러블 두피를 위한 특별 케어
세이프 스칼프 프레쉬 세럼

SAFE SERUM

HERB SERUM

님(NEEM) 허브 추출물과 9가지 한방 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문제성 두피를 
진정시켜주며 멘톨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쿨링 성분이 오랫동안 개운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님 추출물
NEEM EXTRACT

항균효과
청량감을 부여, 

진정관리와 쿨링 효과

멘톨
MENTHOL

민감한 두피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

9가지 한방 추출물
HERBAL EXTRACT

님(NEEM)은 무엇일까요?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AYURVEDA)에서 뛰어난 항균, 해독 
효과로 피부질환 치료에 5천 년 이상 사용해 왔던 허브입니다.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 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허
브

 테
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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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ERUM

HERB SERUM

민감성 두피케어와 손상 모발 케어
세이프 스칼프 인헨싱 세럼

시카카이 허브 추출물과 9가지 한방 추출물을 베이스로 두피 pH밸런스를 맞춰주며
탈모성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민감성 두피 세정에 도움을 줍니다.

스칼프 인헨싱 세럼으로 달라지는 두피와 모발을 경험해 보세요!

사용방법

적당량을 덜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30분 ~ 1시간 방치 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냅니다.

두피케어 프로그램 시술 시 목적에 따라 
다른 허브 겔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펌이나 염색 시술 후 두피, 모발에 pH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신 분
▶ 합성계면활성제로 된 샴푸의 사용으로 두피와 모발이 지쳐 있는 분
▶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거칠어진 모발과 두피가 걱정이신 분
▶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걱정이신 분
▶ 점점 가늘어져 가는 모발이 걱정이신 분

시카카이 추출물
SHIKAKAI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 함유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수분공급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COLLAGEN

민감한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

9가지 한방 추출물
HERBAL EXTRACT

시카카이(SHIKAKAI)는 무엇일까요?

‘모발을 위한 열매’로 불리었 던 허브 시카카이는 인도에서 1천년 이상 피부 및 두피모발
관리용으로 사용해왔던 허브입니다. 풍부한 사포닌이 항산화 및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주고 낮은 pH는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 모발을 부드럽게 케어해줍니다.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 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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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ERUM

HERB SERUM
헤어 샤이닝 세럼으로 달라지는 두피와 모발을 경험해 보세요!

사용방법

적당량을 덜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30분 ~ 1시간 방치 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냅니다.

두피케어 프로그램 시술 시 목적에 따라 
다른 허브 겔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탈색과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
▶ 모발에 건강한 윤기와 광택을 원하시는 분
▶ 전체적으로 두피와 모발이 손상이 된 상태라 관리가 필요하신 분
▶ 건조하고 거칠어진 모발과 두피가 걱정이신 분
▶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 고민이신 분
▶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신 분

암라 추출물
AMLA EXTRACT

스트레스 완화, 모발에
윤기와 광택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수분공급

민감한 두피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

9가지 한방 추출물
HERBAL EXTRACT

암라(AMLA)는 무엇일까요?
인디언 구스베리라고도 불리는 암라는 인도에서 성스러운 나무로 불리는 허브로,  
공기 중에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 비타민과 폴리페놀, 펙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고의 천연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 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두피 케어와 모발의 윤기 / 광택
세이프 헤어샤이닝 세럼

암라(AMLA) 열매 추출물과 토코페롤, 한방생약성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저항력을
높여주고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여 빛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시켜 줍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
LAVENDER ESSENTI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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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ERUM

HERB SERUM
건강한 두피와 튼튼한 모근을 위한 특별 케어

세이프 헤어 인리치드 세럼

브라미 추출물과 프로폴리추출물, 11가지 한방 추출물이
문제성 두피,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 줍니다.

헤어 인리치드 세럼으로 달라지는 두피와 모발을 경험해 보세요!

사용방법

적당량을 덜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30분 ~ 1시간 방치 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냅니다.

두피케어 프로그램 시술 시 목적에 따라 
다른 허브 겔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스트레스로 인해 어깨와 목이 결리신 분
▶ 노화 진행으로 전체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 관리가 필요하신 분
▶ 합성계면활성제로 된 샴푸의 사용으로 두피와 모발이 손상된 분
▶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거칠어진 모발과 두피가 걱정이신 분

브라미 추출물
BRAHMI EXTRACT

두피케어 도움,
모근 강화에 도움

두피와 모발에 
활력을 부여

민감한 두피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

9가지 한방추출물
HERBAL EXTRACT

브라미(BRAHMI)는 무엇일까요?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는 간질 치료 및 기억력 증진을 위해 사용해 왔으며, 
피부 재생 치료의 핵심 성분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인체 내 
각종 손상을 방지해 주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  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
PROPOLI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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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SERUM

HERB SERUM
민감한 두피와 모발에 저자극 청결 케어

세이프 스칼프 테라피 세럼

리타(LITA) 추출물과 브로콜리 추출물, 다양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하며 모발을 볼륨있고 빛나게 합니다.

스칼프 테라피 세럼으로 달라지는 두피와 모발을 경험해 보세요!

사용방법

적당량을 덜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30분 ~ 1시간 방치 후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냅니다.

두피케어 프로그램 시술 시 목적에 따라 
다른 허브 겔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곱슬머리가 고민이신 분
▶ 청결한 두피케어 관리가 필요하신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
▶ 합성계면활성제로 된 샴푸를 사용하면 염증과 자극이 심해 지시는 분
▶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거칠어진 모발과 두피가 걱정이신 분
▶ 갑자기 모발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

리타 추출물
LITA EXTRACT

두피케어 도움,
모근 강화에 도움

두피와 모발을 보호
피부를 보호하고 

깨끗한 두피를 유지

브로콜리 추출물
BROCCOLI EXTRACT

리타(LITA)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환자 나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사용되어왔던 리타(LITA) 
열매는 솝 너트라고도 불리며, 천연 계면활성제이자 강장제인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와 모발 케어를 위한 착한 허브입니다.

1. 단독팩 : 민감하고 자극받은 두피와 피부의 진정을 위해 사용
2. 믹싱팩 : 두피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허브 세럼과 혼합하여 사용
* 두피와 모발 보호를 위해 소량 사용 시에는 샴푸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BIO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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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NEEM) 허브 추출물 베이스에 20가지 천연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님(NEEM) 허브 추출물과 20가지 식물 추출물이 민감하고 
성난 피부에 빠른 진정을 도와줍니다.

NO답 피부를 정답 피부로!

사용방법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진정이 필요하고 성난 피부가 고민이신 분
▶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가 고민이신 분
▶ 과잉 피지와 트러블이 늘 고민이신 분
▶ 화학 제품 사용으로 민감해진 피부가 고민이신 분
▶ 트러블성 피부가 고민이신 분

님(NEEM)은 무엇일까요?
님 (인도머구슬나무잎) NEEM : 열대지방에 많이 자라는 나무로 50% 이상이 인도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21세기 구원의 나무' 라 명명하기도 하였고 인도에서는 '축복받은 나무'라고 불리는 약용 허브입니다. 
4,500년 전부터 건강과 미용을 위해 사용되어온 님 허브는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E와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필요한 부위에 적당량을 덜어 잘 펴발라 줍니다.
필요 시마다 자주 덧발라줍니다.

항균

항염

재생

보습

님 추출물, 
티트리 오일

케모마일 추출물 외
6가지 허브 추출물

병풀추출물 외 10가지
약초 추출물

트레할로스 외
5가지 보습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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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 그린 생기 가득

천연 허브 파우더
두피모발 케어 시리즈

이럴 때 추천 합니다.

허브 파우더의 추천 두피 타입

허브파우더의 효능이 궁금한가요?
▶ 님 파우더 : 지루성 두피, 염증 두피로 고민되실 때
▶ 암라 파우더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고 가늘며 
 힘이 없어 고민이 될 때
▶  카시아 파우더 : 합성 화학 제품으로 두피가 민감해져 

고민이 될 때

▶ 님(NEEM) : 트러블 두피, 지루성 두피 
▶ 암라(AMLA ) : 스트레스성 두피, 노화 두피
▶ 카시아(CASSIA) : 민감 두피, 자극받은 두피

사용방법

인도아유르베다에서 사용되는 허브 파우더로 두피와 모발을 한 번에
케어하는 효과를 직접 느껴보세요!

아유르베다에서 
사용되는 허브 파우더로
두피까지 케어하는 효과

허브성분의 모발결합력으로
건강한 모발 형성

인도 아유르베다의학에서
사용되는 님, 암라, 카시아의 효과

두피케어

항염, 진정 모발케어

SAFE 
ZONE

POWDER

님(NEEM) 파우더 암라(AMLA) 파우더

카시아(CASSIA) 파우더

특 징

CASIA POWDER

카시아 파우더

센나라고도 불리며, 인도 의학에서 
진정, 항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AMLA POWDER

암라 파우더

비타민의 보고로 오렌지의 20~30배 비타민C 
함유, 암라 속 탄닌 성분은 철분 소금과 만나면 
어두운 흑색으로 변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
하며 스트레스성 두피에 추천합니다.

NEEM POWDER

님 파우더

인도멀구슬나무 잎 분말로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 징 특 징

제품 100g과 뜨거운 물
300ml를 잘 혼합하여

두발에 바른다.

두피와 모발에
바른 후 랩으로
모발을 감싼다.

바르고 난 후 약 1시간 
정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줍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잘 말려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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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염색 및 헤어 케어 HERBAL DYEING AND 
HAIR CARE

HERBAL DYEING AND HAIR CARE

자연의 색 헤나, 인디고 및 저자극 성분을 이용하여 
모발의 컬러를 바꿔주고 세이프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허브 성분 및 

콜라겐, 아미노산 등 두피, 모발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아낌없이 넣어 두피, 모발을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내추럴 허브 세이프 컬러 세럼                                                                          23,24 페이지

레드와인 세럼  25,26 페이지

브라운 세럼  27,28 페이지

천연염색 파우더   29,30 페이지
(프리미엄 레드 오렌지 파우더, 프리미엄 인디고 파우더, 프리미엄 브라운 파우더)

엘로우 세럼  31,32 페이지

스타일링 세럼  33,34 페이지  

헤어 에센스 오일  35,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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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허브 세이프 컬러 세럼

2제가 필요 없는 탱글탱글 푸딩 액상 타입 컬러 트리트먼트!!!
간편하게 3분 만에 시술! 30분 경과 후 샴푸 할 필요 없이 물로만 헹궈도 
O.K. 내추럴 허브 세이프 컬러 세럼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면
컬러와 모발 트리트먼트가 한번에~

#천연 허브  #헤어 컬러  #홍시 푸딩 컬러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합성 염모제가 아닌 순수 허브 복합 추출물과 모발 보호 성분으로 
모발의 건강함과 사용의 편리함을 동시에!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기존 헤나 염색의 불편함은 줄이고, 허브 추출 성분으로 간단하게 
헤나 컬러와 모발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 두피가 예민하여 화학제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헤나를 선호하지만 긴 시술 기간과 피부에 
    물드는 부분이 불편하셨던 분
▶ 파마, 염색 등으로 모발이 상하신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자연주의를 원하시는 분

NATURAL HERB SAFE COLOR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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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어 레드와인 세럼

REPAIR REDWINE SERUM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를 차분하게 하고 가는 모발은 굵게 해주며 
머리가 찰랑거리도록 해주는 세럼 / 모발을 레드 오렌지 컬러로 염색

“화학 염모제가 첨가되지 않은 

천연 헤나 염모 겔”

천연 헤나 파우더를 헤어 세럼 제형으로 만들어 사용이 편리하고 화학 염모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허브 성분이 모발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모발을 레드 오렌지 컬러로 염색)

인공향료 / 파라벤 / 합성산화방지제 / 탈크 無첨가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두피가 예민하여 화학제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탈모 샴푸의 효과를 못 보신 분
▶ 파마, 염색 등으로 모발이 상하신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자연주의를 원하시는 분
▶ 모발의 숱이 적으신 분
▶ 모발에 힘이 없으신 분

인증자료

특허증 특허 제10-1843835호 헤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겔형 모발관리제 및 이의 제조방법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 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 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 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허브 성분이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겔 타입의 우수성
농축 헤나추출물90% + 천연유래원료 10%
로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 직접 
사용이 쉽습니다. 헤나 파우더 대비 효과 
5배 UP! 흡수력 5배 UP!

헤나의 효과 (해당 허브의 효능입니다.)
항염, 향균 작용이 탁월하며 모발성장자극, 혈액순
환촉진, 모유두 진피의 활성화 모낭의 영양을 증신 
시켜줍니다.

사용방법

제품 300g을 모발에 짜서 
꼼꼼히 발라줍니다.

바른 후 랩으로 모발을 감싸 줍니다. 
(단! 정수리 부분은 탈열이 빠르므로 

랩을 씌우지 않습니다.

바르고 난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줍니다.

샴푸 후 24시간 이후 윤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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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두피가 예민하여 일반 염모제 사용에 자극이 많으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파마, 염색등 으로 모발이 상하신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모발의 숱이 적으신 분
▶ 모발에 힘이 없으신 분
▶ 헤나 염색의 붉은 컬러가 싫으신 분

인증자료

리페어 브라운 세럼 (1,2제)

REPAIR BROWN SERUM

리페어 브라운 세럼 으로 저자극 새치 커버를! 

PPD 성분을 최소화하고 천연 허브 추출물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감초 파우더와 허브 추출 알란토인이 첨가되어 

화학 염모제에 의한 두피 자극과 

모발 손상을 최소화한 순한 염모 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INNO-Biz인정서 우수화장품제조 국제인증

사용방법

1. 비닐장갑을 끼고 큰 볼에 1제를 넣은 후 2제를 그 위에 짜줍니다.
2. 1제와 2제가 잘 혼합되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3.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4.  가능한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1~2cm 떨어진 부분부터 모발 끝 방향으로 잘 섞인 내용물을 꼼꼼히 펴 발라줍니다.
5. 머릿결 사이사이 혼합물을 잘 펴 바른 뒤 30분간 방치합니다.
6.  방치 시간이 지난 후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하여 모발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 그대로의 허브 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인공향료

무   첨   가

파라벤

벤조페놀

프로필렌글라이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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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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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허브파우더의 효능이 궁금한가요?
▶ 헤나 염색을 많이 해보신 분
▶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분
▶ 헤나 파우더 또는 인디고 파우더 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사용방법

세이프존의 허브 염색 파우더 시리즈 제품!
천연 허브 분말을 이용하여 염색과 두피케어를 동시에 하세요!

헤나 속 로손 성분이 붉은 계열로 
인디고의 인디칸 성분이 푸른 계열로 
모발을 물들입니다.

허브 성분의 모발 결합력으로
건강한 모발 형성

인도 아유르베다의학에서
사용되는 헤나와 인디고의 효과

천연염색

항염, 진정 모발케어

SAFE 
ZONE

POWDER

인디고(INDIGO) 파우더 레드오렌지 파우더

브라운 파우더

INDIGO POWDER

인디고 파우더

인디고 잎 파우더 100%로 진한 푸른색
으로 염색되며, 헤나 염색 후 색상 톤 다운용
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특 징

BROWN POWDER

브라운 파우더

헤나잎 파우더와 인디고 파우더가 혼합된 
제품으로 브라운 계열의 어두운 톤 염색
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특 징

REDORANGE POWDER

레드오렌지 파우더

헤나잎 파우더 100%로 천연 염색과 두피,
모발 케어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특 징

제품 100g과 뜨거운
물300ml를 잘 혼합하여 

두발에 바른다.

바른 후 랩으로 
모발을 감싸 줍니다.

(단! 정수리 부분은 탈열이 
빠르므로 랩을 

씌우지 않습니다.

바르고 난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줍니다. 
인디고 파우더는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샴푸 후 24시간 이후 
윤기가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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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페어 옐로우 세럼

REPAIR YELLOW SERUM

천연 허브 추출물이 손상된

영양과 컨디셔닝 효과를 주는 헤어 세럼

센나를 포함한 허브 추출물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및 실크 / 케라틴이 
얇고 갈라진 모발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모발을 보다 두껍고 탄력 있게 가꾸어 줍니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를 차분하게 하고 가는 모발은 굵게 해주며 
머리가 찰랑거리도록 해주는 세럼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두피와 모발이 약해서 펌이나 염색 후 손상이 심하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자연주의를 원하시는 분
▶ 모발의 숱이 적으신 분
▶ 모발에 힘이 없으신 분

사용 전 / 후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PRODUCT INFOMATION

용량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실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300 ml

(주)엑손알앤디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031-8042-2904 / 031-362-6833

센나잎추출물,글리세린,1,2-헥산다이오르부틸렌글라이콜,베타인,알로에베라잎가루,트레할로
오스,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나이아신아마이드,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
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머,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누에고치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참당귀뿌리추출물,큰조롱뿌리추출물,검정콩추출물,석창포추출물,구릿대뿌
리추출물,소엽잎추출물,쓴풀추출물,측백나무잎추출물,뽕나무잎추출물,멘톨,폴리솔베이트20,
카보머,알란토인,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소듐벤조에이트,에틸헥실글리세린,카프릴릴글라
이콜,트로메타민,로즈마리잎오일,라벤더오일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
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하십시오.

3.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카시아추출물이 
두피, 모발, 피부에 

디톡스작용 및 보습, 진정효과로 
트러블을 완화 시켜주는 세럼“            ”

인공향료 / 인공색소/ 파라벤 / 탈크 / 프로필렌글라이콜 무.첨.가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REPAIR
CASSIA
SERUM

두피케어, 피부질환에 딱!
두피 케어와 보습, 피지조절
모발 트리트먼트!

비듬 및 가려움 효과에
좋은 세럼 !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그대로의 식물성 헤나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카시아 허브추출물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에 진정효과 도움을 줍니다.

자연그대로의 카시아 허브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부드럽고 활력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 그대로의 허브 성분으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 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 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허브 성분이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자연 성분과 과학기술 접목의 우수성
천연 허브 추출물과 모발보호 실크 케라틴 
성분이 두피와 모발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 
직접 사용이 쉽습니다. 파우더 대비 효과 
5배 UP! 흡수력 5배 UP!

센나 추출물이란?
항염, 향균 작용이 탁월하며 모발 성장 자극, 
혈액순환 촉진, 모낭의 영양을 증진시켜줍니다.

사용방법

▶ ▶

1. 레드와인 겔 염색 시 적당량을 덜어 함께 사용합니다.
2. 손상 모발 복구용으로만 사용 시 엘로우 세럼에 콜라겐, 헤어 오일, 트리트먼트 등과 함께 섞어 모발에 도포 후 1시간 후 물로만 씻어냅니다.

인공향료

무   첨   가

인공색소

파라벤

합성산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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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을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도와주면서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인텐시브 스타일링 세럼

이렇게 사용하세요!

INTENSIVE DETOX STYLING SERUM

천연 센나잎추출물을 함유한 
프리미엄 스타일링 세럼

세럼 하나로 

스타일링까지 완  벽  하  게 !
# 헤 어  볼 륨  # 모 발  윤 기  # 스 타 일 링  유 지

INTENSIVE DETOX STYLING SERUM

모발에 골고루 분사 후, 손가락을 이용
하여 마사지 하듯이 충분히 

문질러 줍니다.

모발 케어를 원할 경우, 
찬바람을 이용하여 충분히 

모발을 말려줍니다.

스타일링을 원할경우, 
더운 바람을 이용하여 충분히 

모발을 말려줍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모발에 힘이 없어 스타일링이 잘 안되시는 분 
▶ 모발이 약해 왁스나 스프레이 사용 시 손상이 심하신 분 
▶ 모발 스타일링뿐 아니라 영양공급을 통한 모발 케어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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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식물성 오일을 담아 
더욱 특별한 세이프 헤어 에센스 오일

HAIR OIL ESSENCE

갈색 유리병에 가득 담긴 극손상 헤어 케어의 힘!
식물성 오일 속 특별한 생명력으로 모발 손상을 막아보세요!

▶ 푸석임, 건조 손상 등 모발을 집중 케어하고 싶으신 분
▶ 드라이기 열로부터 갈라짐을 케어 하고 싶으신 분
▶ 모발 끝까지 정리되어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스윗아몬드 오일
비타민 E가 풍부해 빛나는 
머릿결과 두껍고 강한 머리
카락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아보카도 오일
필수 지방산과 영양이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이 모발 컨디셔닝 
효과를 도와줍니다.

포도씨 오일
모발에 풍부한 보습효과를 
부여하며 햇빛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줍니다.

동백씨앗 오일
모발에 풍부한 보습효과를 
부여하여 햇빛으로부터 

모발을 모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호바씨 오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모발의 수분 공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맞이꽃 종자 오일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모발 보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샴푸 후 타월로 젖은 모발의 
물기를 털어낸 후, 본 품 적당량을 
덜어낸 뒤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

까지 골고루 발라줍니다.

드라이 전 / 후 모발에 적용 시 
열에 의한 모발 손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원하는 스타일링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방울 까지도 생기있게

모발에 생기와 활력을 전하는 헤어 오일!

HAIR OIL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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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킨 케어

PREMIUM SKIN CARE

PREMIUM SKIN CARE

피부 재생의 과학 ㈜엑손알앤디의 
집약적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와 두피모발의 자생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원료를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안티에이징(Anti-aging)을 
이루어드립니다.

세이프 3일의 기적 홈세트 (두피용) 39,40 페이지

세이프 3일의 기적 홈세트 (피부용) 41,42 페이지

리페어 4GF 미스트  43,44 페이지

리페어 4GF 크림  45,46 페이지

고농축 3종 앰플   47,48 페이지
(인텐시브 스칼프 케어 앰플, 인텐시브 화이트닝 앰플, 인텐시브 너리싱 앰플)

피부 3종 앰플   49,50 페이지

(트러블 포커스 앰플, 화이트닝 솔루션 앰플, 스팟케어 앰플)

올인원 페이셜 미스트  51,52 페이지

인텐시브 리페어 콜라겐                                                                                   53,54 페이지 

세이프 필링겔 NHP-20                                                                                   55,56 페이지 

세이프 리페어 선크림  57,58 페이지

소자트 스킨케어 4종 세트  59,60 페이지
(인텐시브 토너, 인텐시브 에센스, 인텐시브 버블클렌저, 인텐시브 크림)

셀 임플란트 리페어 세트                                                                        61,62,63,64 페이지
(미스트, 세럼, 세럼플러스, 크림)

셀 임플란트 리페어  글로시 미스트                                                                   65,66 페이지

더마 크레인 리프팅앰플 (3종)                                                                           67,68 페이지

퀴아나 리프팅 앰플                                                                                          69,70 페이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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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HOME SET SCALP

S A F E  3 D A Y

바닷속 해면동물의 침골인 스피큘(SPICULE)과

4가지 혁신적인 GF(GROWTH FACTOR)를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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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HOME SET SCALP

두피 및 모발 케어 과학이 적용된 세이프존의 최고급 리페어 세트입니다.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사용방법

1. 깨끗이 샴푸 후 찬바람으로 모발과 두피를 말려줍니다.
2.  스칼프 스피큘 파우더와 스칼프 엑티베이터를 블렌딩 용기에 덜어 

믹스한 뒤, 스팩츄라를 사용하여 두피에 도포 후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 두피 깊숙이 심어줍니다.

3.  4GF 미스트를 충분히 도포합니다. (미스트 도포 후 인텐시브 스칼프 
케어 앰플을 추가 도포합니다.) 이때 앰플을 개봉한 후 앰플용 뾰족
캡을 씌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4. 스칼프 4GF 크림을 듬뿍 발라 줍니다.
5. 3번과 4번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줍니다.
6.  마지막으로 리페어 선크림을 골고루 도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24시간 후 물로만 가볍게 세발하고 시술 후 일주일간은 4GF 미스트 

+ 스칼프 4GF 크림을 수시로 도포하여 보습을 유지합니다.
* 3일 후부터 각질이 자연 탈락되나, 절대 인위적으로 뜯지 않습니다.

스피큘이란? 스피큘 필링효과

청정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면동물의 
침골 만을 순수하게 정제하여 만든 
스피큘 필링제 스피큘은 해면 생물의 
체내에 있는 침골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표피에 구멍을 뚫어 크림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피부 진피층까지 
스피큘이 침투!
72시간 동안 염증 치유 및 세포 복원 
작용!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스칼프 구성

4GF 
미스트

인텐시브
스칼프 케어

스피큘
블렌딩용기

앰플용
뾰족캡

스팩츄라

리페어
선크림

스칼프
엑티베이터

스칼프
스피큘 파우더

스칼프
4GF 크림

두피를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케어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 스칼프

▶ 탈모 진행 두피를 위한 과학적 재생 케어로 아래 유형의 탈모 진행 두피에 추천합니다.
▶ 빈모로 고민하시는 분
▶ 남성형 탈모, 여성 갱년기형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 원형 탈모 등 다양한 이유의 탈모 증상으로 자가 관리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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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HOME SET FACE

SAFE 3DAY

바닷속 해면동물의 침골인 스피큘(Spicule)과 

4가지 혁신적인 GF(GROWTH FACTOR)를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사용방법

1. 깨끗이 세안 후 세이프존 스킨, 미스트로 피부 결을 정리합니다.
2. 페이스 스피큘 파우더와 페이스 엑티베이터를 블렌딩 용기에 덜어 믹스한 뒤,
  스팩츄라를 사용하여 얼굴에 도포 후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 피부 깊숙이

심어줍니다.
3.  4GF 미스트를 충분히 도포합니다. (미스트 도포 후 탄력앰플, 미백앰플 추가 

도포 가능하며, 이때 앰플을 개봉한 후 앰플용 뾰족캡을 씌워 사용하면 편리
합니다.

4. 리페어 4GF 크림을 듬뿍 발라 줍니다.
5. 3번과 4번 과정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줍니다.
6. 마지막으로 리페어 선크림을 골고루 도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24시간 후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고 시술 후 일주일간은 4GF 미스트 + 리페어 

4GF 크림을 수시로 도포하여 보습을 유지합니다.
* 3일 후부터 각질이 자연 탈락되나, 절대 인위적으로 뜯지 않습니다.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페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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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층 복원
진피부터 차오르는 세포에 영
양을 주게 되므로 건강한 피부
를 갖게 해줍니다.

모공축소 / 탄력 / 리프팅
진피층에서 만들어진 세포에 
영향을 주어 새살이 차오르면
서 모공축소, 안티에이징의 효
과로 탄력 있는 피부를 갖게 됩
니다.

각질 감소 및 색소 침착 관리
표피층의 기저층 활동이 활발
해져 묵은 각질과 칙칙한 색소의 
탈락을 도와줍니다.

피부트러블균 / 염증감소
피부트러블균의 증식을 막고 
염증 치유를 도와주어 염증이 
줄어 듭니다.

MIRACLE HOME SET FACE

피부 기능의 노화로 인한 트러블 개선에 특화된 안티에이징 패키지입니다.

4GF 
미스트

인텐시브
화이트닝 앰플

스피큘
블렌딩용기

앰플용
뾰족캡

스팩츄라

리페어
선크림

페이스
엑티베이터

페이스
스피큘 파우더

인텐시브
너리싱 앰플

리페어
4GF 크림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 케어
세이프 3데이 미라클 홈세트 - 페이스

▶ 노화 피부 및 문제성 피부를 위한 스페셜 재생 케어로 아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 거칠고 칙칙한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
▶ 윤기 없는 피부,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 반복되는 여드름으로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
▶ 모공관리 및 페이스 리프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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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식물추출물과 풍부한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꾸어 줍니다.

자극 없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저자극 프리미엄 스킨케어

4종의 성장인자(GROWTH FACTOR)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피부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정돈해 주는 
고보습 미스트!

리페어 4GF 미스트

REPAIR 4GF MIST

4GF SKIN CARE

EGF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처진 피부를
탱탱하고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물질

FGF
콜라겐, 엘라스틴과 관련되어 

피부 탄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IGF

촘촘하게 하나하나 다져주고 
단단하게 짱짱하게 피부 개선

도움을 주는 물질

TGF
세포의 분열, 분화 그리고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성장인자 물질

▶ 스피큘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케어 중 스피큘 적용 전 깨끗이 세안 후 미스트로 피부 결을 정리하여 주세요.
▶ 스피큘 적용 후 해당 부위 피부에 수시로 도포하여 주세요.
▶ 스피큘 시술 후 24시간까지는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고, 시술 후 일주일간은 4GF 미스트 + 4GF 크림을 수시로 도포하여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럴·때 사용하세요!  &  이·렇·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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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관리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케어와

피부 자생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느껴보세요!자.생.력 피부 케어!

자극 없이 깨끗하고 산뜻하게! 저자극 프리미엄 스킨케어

4GF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리페어 4GF 크림

REPAIR 4GF CREAM

4GF SKIN CARE

EGF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처진 피부를
탱탱하고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물질

FGF
콜라겐, 엘라스틴과 관련되어 

피부 탄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IGF

촘촘하게 하나하나 다져주고 
단단하게 짱짱하게 피부 개선

도움을 주는 물질

TGF
세포의 분열, 분화 그리고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성장인자 물질

▶ 스피큘 시술 후 스피큘로 인한 피부의 미세한 공극에 피부 장벽 기능을 대신하여 외부 미세 물 차단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 4GF 미스트 도포 후 듬뿍 발라 줍니다.
▶ 스피큘 시술 후 24시간까지는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고, 시술 후 일주일간은 4GF 미스트 + 4GF 크림을 수시로 도포하여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럴·때 사용하세요!  &  이·렇·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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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앰플 3종으로

미백, 주름, 두피를 관리!

고농축 영양성분 함유로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인텐시브 화이트닝 케어 앰플 I 인텐시브 스칼프 앰플 I 인텐시브 너리싱 앰플

INTENSIVE AMPL

고농축 3종 앰플

SCALP CARE AMPLE
두피 케어

NOURISHING AMPLE
주름 케어

9가지 펩타이드 성분 

화이트닝과 건강한 피부 보습에 특화된 
펩타이드로 흡수력을 높이고 맑고 광채
나는 피부의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줍니다.

칙칙한 피부,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에 
색소침착이 고민인 분!

11가지 한방 추출물 

두피에 활력과 산뜻한 청량감을 위해 선
택된 한방 추출물로 보습과 함께 두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머리숱이 적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고민인 분!

17가지 아미노산 
17가지 아미노산으로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로 탄력 잃은 피부가
고민인 분!

WHITENING AMPLE
피부 미백

▶ 앰플의 밀봉 캡을 제거하고 붓이나 손가락을 이용해 두피에 발라줍니다.
▶ 세이프존 에어건에 부착된 앰플 용기에 필요량을 덜어 에어건을 이용해 필요 부위에 분사합니다.
▶ 4GF 미스트나 올인원 미스트에 혼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특히 스피큘 시술 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미백, 두피, 주름 관리를 위한 고농축 앰플라인 3종 입니다.

9가지 펩타이드 / 11가지 추출물 / 17가지 아미노산 
특화된 고농축 기능성 앰플로 진정한 프리미엄 케어를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미백, 두피, 주름 관리

고농축 기능성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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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나(SENNA) 추출물 베이스에 자연에서 온 

허브 추출물 및 피부에 필요한

성분만을 담아 만들어진 고농축 앰플

인텐시브 앰플 3종으로 피부에 필요한 고농축 영양성분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트러블 포커스 앰플 I 화이트닝 솔루션 앰플 I 스팟케어 앰플

INTENSIVE AMPULE

피부 3종 앰플

이럴때 사용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화이트닝 앰플 : 칙칙해진 피부 노화로 고민이 될 때! 
트 러 블  앰 플  : 피부 균형이 깨지고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생긴 피부가 고민이 될 때!
스팟케어 앰플 : 트러블로 인해 빠른 진정이 필요한 순간!

토너 사용 후 피부 상태에 따라 해당 앰플을 얼굴 
전체 또는 필요 부위에 적당량을 취하여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수분충전 
올리브유에서 추출한 스쿠알란으로 보습이 떨어지고 트러블이 생긴 피부에 수분과 보습 케어를 도와줍니다.
피부보호 
효모 / 달팽이 점액 발효 여과물은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진정 
병풀 추출물은 마데카식산 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건조함, 민감한 피부에 보습과 진정 효과!
트러블 포커스 앰플

아데노신 
강력한 소염 물질로 여드름 피부에 도움 효과가 뛰어납니다.
알란토인
피부 진정 및 손상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프로폴리스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여드름으로 인해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빠른 진정이 필요한 순간!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생기를!
스팟 케어 앰플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 시켜주는 역할 
나이아신 아마이드
피부 콜라겐,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베타글루칸
건조한 피부 수분 막을 형성해 주는 역할 
바이오사카라이드검

칙칙해진 피부, 노화로 인한 어두워진 피부톤이 고민이 될때!
화이트닝 솔루션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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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ONE FACIAL MIST

언제 어디서나 촉촉하고 윤기나게 ‘세이프 올인원 페이셜 미스트’

피부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로!

보습과 미백, 주름개선을 위한 모든 성분을 소중한 나의 피부에 선물하세요.

"순간의 촉촉함이 아니에요" 

여러 화장품을 한꺼번에 바르는 것보다 피부가 
지칠 때 필요한 만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습관이 좋은 피부를 만듭니다.

뿌리는 즉시 수분 충전!
좋은 피부를 위한 올바른 습관

ALL IN ONE FACIAL MIST

올인원 페이셜 미스트

이럴때 사용하세요!
▶ 바쁜 일상생활 중 건조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고 싶을 때
▶ 꼭 필요한 성분만을 한꺼번에 담은 제품을 원할 때
▶ 메이크업 전후 시로 뿌려도 화장이 뭉치거나 들뜨지 않음을 원할 때

뛰어난 수분 유지 능력을 가진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은 '수분 저장고'라고도 불리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인체에 구성 성분과 동일하여 인체에 무해한 성분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보습 인자로 피부의 적절한 양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01 02 03

미백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

미백효과와 피부 장벽
개선의 효과까지!

보습
히알루론산 함유로 강력한 

속보습은 물론 민감 피부를 위해 
진정+피부 장벽 솔루션까지!

주름개선 
아데노신 성분으로 

피부 속 탄력을
한 번에 잡아주는 효과까지!

이렇게 사용하세요!

얼굴에서 15 ~ 20cm 떨어진 거리에서 뿌려준 다음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메이크업 전후에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뿌려
주세요. 또 일상생활 시 수시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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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REPAIR COLLAGEN

에스테틱 스페셜 케어를 이젠 집에서 직접 관리해 보세요!

콜라겐이 깊은 곳까지 영양을 채워 
윤기나는 피부와 모발로 가꾸어줍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에 비타민 C와 보습

원료가 첨가된 고기능성 파우더입니다.

리페어 콜라겐으로

피부와 모발의 시간을 되돌리세요.

INTENSIVE REPAIR COLLAGEN

인텐시브 리페어 콜라겐

피부 보습, 모발 탄력에 도움 

피부를 위한 기초화장품(로션, 크림)과 모발보호 제품(트리트먼트, 모발 전용 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하면 각질층과 큐티클층에 자극 없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개발되어 피부보호층을 케어해줍니다. 
無인공향료 / 無인공색소 / 無탈크 / 無파라벤 4가지 유해성분 무첨가 제품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의 마법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HOW TO USE 
피부케어
▶  토너, 로션, 크림 등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초화장품 제품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혼합 시 (로션, 크림 등) 0.1g ~ 0.2g 소량 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헤어케어
▶   비싼 클리닉을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직접 콜라겐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펌 시술 시 1제에 1g, 중화제에 1g을 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  뿌리 염색, 염색 시 2~5g, 모발에 단독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 콜라겐 5g + 에센스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바디케어
▶  바디로션이나 크림 제품 등에 0.1g, 0.2g 씩 소량 잘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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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EELING GEL NHP-20

자연 유래 추출물 함유로 각질제거 후에도 
피부에 수분과 활력을 듬뿍!

저자극 필링 효과와

피부 광택 효과를 동시에!

SAFE PEELING GEL

세이프 필링 겔 NHP-20

피부 각질세포는 생성부터 탈락까지 28일 주기를 가집니다. 
건강한 피부는 28일 주기로 각질이 탈락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피부의 세포들은 재기능을 하지 못해요.
이렇듯, 각질의 턴 오버 주기가 느려지면 죽은 각질이 미처
탈락하지 못하고 피부를 거칠고 칙칙하게 만듭니다. 
이런 피부 상태가 지속되면, 죽은 각질 세포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 
모공을 막게 되고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묵은 각질을 순하게
제거해 주는 저자극 필링 겔

거칠거칠한 피부를
매끈한 피부로

각질로 인해 칙칙한 피부에
브라이트닝 효과 

촉촉한 수분을 머금은
겔 타입으로 필링

탄오버주기란?
진피속 새로운 세포가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죽은 세포를 밀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턴오버주기 입니다.

필링이 왜 중요할까요?

저자극 필링 케어 매끈한 피부결 관리 브라이트닝 효과 수분감 유지

이렇게 사용하세요

TIP1. 피부 타입에 따라 1주일에 1~2회 사용해 주세요.

TIP2. 셀 임플란트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강추!

▶ 가볍게 세안을 해줍니다.
▶ 세안 후 남아있는 물기를 가볍게 제거합니다.
▶ 필링 겔을 적당량 덜어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 부드럽게 롤링 마사지를 하여 묵은 각질을 탈락 시켜줍니다.
▶ 그 후 물 세안으로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 뽀얗고 맑은 피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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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철벽차단

SAFE REPAIR SUN CREAM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호를 한 번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다양한 식물 성분으로 건강하고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 리페어 선크림

자외선 차단지수 워터프루프 효과 3중 기능성 화장품 식물성 성분

SPF 50+ PA+++ 물, 땀에 강한 강력한
워터프루프 효과

자외선 차단은 물론
미백, 주름개선 기능까지

자극 걱정 없이 순하고 
편하게 사용

세이프 리페어 선크림은 UVB와 UVA를 빈틈없이 차단해
한번 사용으로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에도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지켜줍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만 쏙 빼내어
모아놓은 혼합자차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낸 무기자차와
자외선을 흡수한 뒤 인체에 무해한
열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유기자차의 장점을 모아,

지속력, 눈가 저자극과 물에 강하면서도
백탁 없는 발림성을 섞은 혼합자차
선크림입니다.

높은 SPF와 PA 수치로 오랜
야외 활동 시에도 꼼꼼하고 
강력하게 차단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아침,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해
피부 결을 따라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2. 펴 바를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햇볕이 많이 닿는 이마, 콧등, 광대뼈 부위에는 두드
리듯 꼼꼼히 바릅니다.

TIP 스피큘 시술 후 자외선으로부터

좀 더 완벽한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 적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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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트 인텐시브 스킨케어 4종

순수하게 아기처럼 매끈한 피부, 소자트
아기처럼 촉촉하고 탱탱한 느낌! 
천연 허브 성분과 Growth Factor 가 함유된 소자트로 피부를 아기처럼 만들어보세요!

촉촉하고 탱탱한 아기피부 느낌처럼 ~

소자트 인텐시브 토너 용량 · 150ml

천연 허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피부 결 정돈, 미백 및 주름개선, 피부 밸런스를 개선해 줍니다. 비타민B 복합체 성분인 나이아신아
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해주고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며 과민한 피부반응을 완화시키고 민감한 피
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소자트 인텐시브 에센스 용량 · 50ml

피부에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발라져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보습력을 부여하여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피부 재생 성장인자인 4가지 GF(Growth Factor)의 함유로 지친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자트 인텐시브 크림 용량 · 60g

천연 허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피부의 보습을 도와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며, 피부에 탄력을 더하여 피부 결 정돈 및 
개선을 도와줍니다. 피부에 넓게 발라져 코팅 막을 형성하여 수분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피부의 이온 밸런스를 조절하여 
투명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소자트 인텐시브 버블클렌저 용량 · 150ml

피부의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클렌징해주고 천연 유래 성분의 계 면활성제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스쿠알란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유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안정적이고 촉감이 뛰
어나 피부 보습과 피부 유연 효과를 부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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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의 결정판

CELL IMPLANT REPAIR SET
무너진 피부를 다시 세우자

CELL IMPLANT REPAIR SET

피부 겉만 하는 관리는 이.제.그.만! 
제대로 된 화장품으로 피부 속부터 관리하세요.

4-10-10 플랜트 셀 사이언스
화장품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성분, 셀 사이언스(Cell Sience)의 결정판!

 

핵심성분 첫번째! 

PCCA
핵심성분 두번째! 

PEPTIDE
핵심성분 세번째! 

MHE
리코리스 추출물 
피부 생기부여, 피부결 개선

브로콜리 추출물 
피멜라닌 색소 차단
피부 수분, 피부영양

병풀 추출물 
예민피부 진정
탄력, 모공케어

쇠비름 추출물
피부 진정
뛰어난 보습력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피부 수분 공급
피부 진정, 피부생기

녹차 추출물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

호장근 추출물
피부 주름, 
피부미백 효과

황금 추출물
노화방지,
피부재생

마트리카리아꽃 추출물
피부 컨디셔닝
및 피부 진정

로즈마리잎 추출물 
항산화 효과
및 피부 탄력 

녹차 캘러스 배양 추출물
피부 진정, 유수분 케어

다마스크  장미  캘러스  추출물
피부 수분, 피부 보습

창포 캘러스 배양 추출물
피부 진정, 윤기나는 피부

포도 캘러스 배양 추출물
피부 손상 개선

4 10 10
4종의 식물 줄기세포 배양액 10종의 성장인자 펩타이드 10종의 동서양의 약용 허브추출물

PCCA
Cell Sience의 집약

PEPTIDE
Cell Sience의 집약

MHE
Cell Sience의 집약

4종의 식물 줄기세포
배양 추출물의 복합 성분

피부 세포 과학과 관련된 
기능성 펩타이드 종합체

E G F 표피성장

I G F 세포신호

T G F 피부활기

F G F 콜라겐 생성

53개의 아미노산으로 
형성된 단백질 

성분으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다른 활성 인자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탄탄하고 촘촘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EGF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부밀도
를 높여 피부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
성에 관여하는 성분으
로 피부 속부터 건강하
고 탄탄하게 케어해 줍

니다.

동서양 전통 의학의 경험에서 
우러난 안티에이징 허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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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ULE이란?
청정바다에서 서식하는 해면동물의 침골을 순수하게 정제한 자연 추출물

피부 깊은 곳부터 빈틈없이 진짜 흡수를 위한 솔루션!
# 셀 임플란트 핵심 원료의 리포좀 & 나노좀화

▶ 리포좀의 역할을 통해 유효성분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 보통의 기능성 유효성분들의 문제를 보완하여 
    유효 성분의 침투력 및 지속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당신의 피부가 원하는 특별한 솔루션
SPICULE에 사용된 SPONGILLA 종은 느린 유속의 청정 호수에서 자생하는 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청정 호수에서 채취된 스폰질라는 침골의 구조가 섬세하고 균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SPICULE의 작용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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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큘은 해면생물의 체내에 있는 침골로 
미세한 바늘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큘의 작용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는 원리로 
피부 표면에 미세한 자극을 주며 동시에 유효물질 흡수의 
촉진을 도와줍니다

VS

타제품 스피큘

문제성 피부
두꺼운 각질과 피부 리듬이 깨져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 상태

SPICULE 침투
스피큘을 통해 유효물질과
영양성분이 피부 깊이 전달

탈락 및 새로운 피부층 생성
새로운 피부층 생성 및 피부 장벽 강화,

밀려 올라온 기존 피부층 각질화

피부 리뉴얼
피부를 깨워 본연의 

윤기와 생기를 되찾아 줍니다.

SAFEZONE 스피큘

타제품의 색상은 짙은 회색빛을 띄는데 에 비해 
자사 스피큘 파우더는 고도의 정제기술로 불순물을 제거한 
Ivory 색상입니다. 

EXON R&D

이렇게 사용하세요!

ㆍ세럼플러스의 사용 횟수는 일주일에 1~2회 한번 피부에 바른 후
    손끝으로 충분히 눌러줍니다. 

ㆍ스피큘의 자극이 좀 더 필요하시면 세럼 플러스가 흡수된 후
    2~3회 반복 적용해 주세요.

데일리 케어에서 스피큘의 효과를 더 보고싶으시다면!
스페셜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셀 임플란트 리페어 세럼 대신, 

셀 임플란트 리페어 세럼 플러스를 적극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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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임플란트 시리즈의 마지막 결정판 !

CELL IMPLANT REPAIR GLOSSY MIST 
기능성 성분과 럭셔리한 광채 보습까지

진정

센나잎 추출물 함유로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글로시 미스트

수분 및 보습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꿀광과 보습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미백, 주름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청 고시

기능성 보고 완료

CELL IMPLANT REPAIR GLOSSY MIST

허브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의 황금비율이 만들어낸 수분 보습 막

4 10 10
4종의 식물 줄기세포 배양액 10종의 성장인자 펩타이드 10종의 동서양의 약용 허브추출물

PCCA
Cell Sience의 집약

PEPTIDE
Cell Sience의 집약

MHE
Cell Sience의 집약

4종의 식물 줄기세포
배양 추출물의 복합 성분

피부 세포 과학과 관련된 
기능성 펩타이드 종합체

동서양 전통 의학의 경험에서 
우러난 안티에이징 허브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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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전 미스트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2.  손등에 가볍게 1~2회 분사한 뒤 후 눈을 감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분사합니다.
3.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피부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4.  메이크업 전, 후나 피부가 건조할 때 수시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TIP. 셀 임플란트 세럼 사용 후 셀 임플란트 리페어 크림을 덧바르기가 불편할 때, 
       셀 임플란트 리페어 글로시 미스트를 사용해 보세요!

인공향은 NO!
천연 화장품이라고 말하지만 오랜 보관을 위한 화학 방부제와 진한 향을 내기 위한 인공향을 
넣는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저희 제품은 피부에 좋은 자연 추출물과 인공향료 대신 천연 허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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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H DERMA AMPLE 3SET

맑고 투명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2중 기능성 케어!
피부미백 & 주름 개선을 위한 2중 기능성으로 빈틈없이 케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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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속부터 느껴지는 탄탄한 변화

하야 더마 크레인 리프팅 앰플 3종 세트
HAYAH DERMA AMPLE 3SET 프

리
미

엄
 스

킨
 케

어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 생기를 잃고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 탄력과 생기를 잃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
▶ 민감한 피부로 고민이 많으신 분
▶ 세럼, 에센스, 크림으로도 영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사용하세요!
1. STEP 1 (EGF)를 모두 사용한 후 STEP 2(IGF), STEP 3(FGF) 단계별로 사용합니다.
2. 사용 전 제품을 상하로 희석한 후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크림 사용 후)에 사용합니다.
3. 적당량을 손가락 끝에 취하여 적용 부위 및 얼굴 전체에 근육결 방향으로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4. 제품 도포 후 손으로 문지르거나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흡수시킵니다.
5. 제품 도포 2~3분 후 제품이 완전히 흡수된 후 메이크업이나 다음 단계 제품을 바르도록 합니다.
6. 물리적인 강한 마찰이나 자극에 유의하여 사용합니다.

최적의 화이트닝 효과

고기능성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아미드의 효과적인 배합으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하여 맑은 피부 톤과 함께 미백효과를 냅니다.

주름개선 및 피부탄력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 성분이 주름을 개선하며, 자연 유래 고기능성 
성분이 피부 탄력, 진정, 영양공급을 도와줍니다.

EGF.FGF.IGF
각 앰플마다 조금씩 다른 

다양한 케어효과!
피부를 정돈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되돌려드립니다.

미백·주름
화이트닝 성분과 주름
기능성 성분 함유로
밝고 투명한 피부와 
탄력있는 피부로

변화시켜 드립니다.

수분공급
부드러운 발림과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QUIANA LIFTING AMPOULE

미백 / 주름 개선에 탁월한 표피세포 성장인자 성분으로 당신의 피부를
더 촉촉하게  #수분 충전 ＃생기부여 

피부 노화와 건성피부를 위한 솔루션

피부의 자생력을 믿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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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피부에 수분을 채워

한층 더 생기있는 피부로!!

퀴아나 리프팅 앰플

Quiana Lifting Ampoule
#수분충전 #주름개선 #미백

▶ 수분 손실, 염류 장해, 자외선에 대해 독특한 방어 기능 세포를 감싸는 Gel 캡슐에서 
    점액질의 해조 콜로이드 (phycocolloids)가 지속적으로 생산, 고분자 해조 콜로이드는 
    타이트닝 효과를 부여.
▶ 최적의 타이트닝 퍼포먼스를 위한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이상적인 배합.
▶ 흑효모의 일종인 aureobasidium pullulans를 바이오 기술로 탄생시킨 다당류 물질 
    풀루란은 건조/탈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EGF성분
20대 후반부터 EGF 줄어들게 되면서 피부의 탄력 저하 / 늘어짐 / 
주름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퀴아나 리프팅 앰플은 피부에 
필요한 EGF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 예방과 함께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기존의 보톡스 성분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저분자 펩타이드로 

피부의 침투가 용이하며, 피부에 침투하여 직접적으로 근육조직에 
작용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 단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피부의 잡티가 고민이신 분
▶ 피부가 칙칙하고 피부 톤이 균일하지 않으신 분
▶ 피부 탄력이 없으신 분
▶ 손상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고 싶으신 분
▶ 피부 노화와 함께 주름이 고민이신 분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 주름 방지를 위한 아세틸헥사펩타이트8

수분충전

생기부여

주름개선

피부장벽보호

피부미백

피부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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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프 오일 에센스  73,74 페이지 

릴렉싱 에센스 오일  75,76 페이지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  77,78 페이지

밸런싱 에센스 오일  79,80 페이지

수딩 에센스 오일  81,82 페이지

세이프 허브 에센셜 오일 싱글 타입 83,84 페이지
( 페퍼민트 / 라벤더 / 레몬 /오렌지 / 티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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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아로마 NATURAL AROMA
NATURAL AROMA

허브의 생명력 대표적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인 
허브(Herb)의 향기 성분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그대로 담아 

자연의 치유력과 힐링을 전달해 드립니다. 
두피 케어(Scalp Care), 릴렉스(Relax), 리프레쉬(Refresh), 밸런스(Balance) 

4가지 목적에 따라 블렌딩된 세이프존의 에센스 오일 시리즈는 
전문 아로마테라피스트(Aromatherapiest)와 허벌리스트(Herbalist)의 

자문을 받아 더욱 특별합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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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디톡스 : 펌, 염색 시 인체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최소화 일반 펌, 일반 화학 염색시 1~2방울 첨가 (헤나 염색 시 권장 않음)
2. 화학 냄새 제거 소독용 에탄올 100ml 당 10방울 스프레이 통에 담아두었다가 매장 내 분사
3. 두피 모발팩에 첨가 허브 겔 사용 시 1~2 방울 첨가하여 사용
4. 스트레스 및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탈모 두피 케어 세이프존 베이비오일 1펌프에 1방울 첨가하여 목 뒤와 후두부에 도포 후 마사지
5. 음용법은 해부생리학적 지식 없이 사용 금지 (간 독성 위험)

펌과 염색등으로 지쳐있는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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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프 오일 에센스 갈색 유리병에 담긴 두피케어의 힘!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 담긴 강력한 힘으로 두피케어에 도움을!

한 방울에 강력한 힘이 담긴 허브의 향기 성분 

에센셜 오일

SCALP OIL ESSENCE

스칼프 오일 에센스

오렌지(Orange) 오일 
모근을 자극하여 발모에 도움 손상된 두피 회복 진정, 항우울 작용

라벤더(Lavender) 오일 
항우울 가려움증 진정 상처치유

로즈마리(Rosemary) 오일 
신경계 자극 혈액순환을 촉진. 비듬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개선 육모 및 탈모예방
노화피부 재생 및 피부의 윤기와 탄력 유지

프랑킨센스(Frankincense) 오일 
건성피부 개선, 잡티 주름 효과적 항우울, 면역력 증강, 항감염, 항박테리아, 진정,
상처치유 등에 효과

*상기 효과는 허브의 효과입니다.

자연에서 온 허브의 잎, 줄기, 꽃잎 등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오일로 식물 자체에서 추출되어 식물의

포함 성분을 자연 그대로 담아 사용했습니다.

4가지 에센셜 오일

한방울의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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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싱 에센스 오일 이렇게 사용하세요!

▶ 미스트 30ml에 릴렉싱 오일 1방울을 섞어 희석한 뒤, 얼굴에 골고루 분사해줍니다.
▶ 릴렉싱 에센셜 오일 원액 한 방울을 손끝에 묻혀 관자놀이와 귀 뒤에 발라 줍니다.
▶ 세이프존 베이비 오일 1펌프에 1방울 첨가하여 목 뒤와 어깨, 후두부에 도포 후 마사지해 줍니다.
▶ 음용법은 해부생리학적 지식 없이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간 독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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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렉싱 에센스 오일 자연의 평온한 향기와 건강한 
식물성 오일 그대로의 성분으로 두피와 피부에 편안함을!

한 방울에 담긴 자연의 놀라운 힘을 느껴보세요!

R E L A X I N G  E S S E N C E  O I L

릴렉싱 에센스 오일
자연에서 온 허브의 잎, 줄기, 꽃잎 등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오일로 식물 자체에
서 추출되어 식물의 포함 성분을 자연 그대로 담아 사용했습니다.

한두 방울을 오일, 샴푸, 세럼 등에 섞어 진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향료가 아닌 오렌지 오일, 라벤더 오일, 로즈우드 오일 등이 들어가 자연 식물들이 
어우러진 은은하고 좋은 향을 제공합니다.

허브 속 생리활성 물질인
에센셜 오일로 스트레스 완화

시험을 앞둔 수험생, 면접을 앞둔 
취준생, 긴장한 마음에 도움

피부 트러블이 잦은분, 
민감한 피부 진정효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급성 스트레스로 긴장한 마음에 도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도움

4가지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으로 
릴렉싱 효과 극대화

3가지 에센셜 오일

한방울의 놀라움

인공향료가 아닌 에센셜오일

릴렉싱 에센스 오일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천
연

 아
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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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울에 담긴 자연의 놀라운 힘

R E F R E S H I N G  E S S E N C E  O I L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 이렇게 사용하세요!
▶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다리 부종엔 세이프존 베이비오일 1펌프에 1방울 첨가하여 마사지해주거나, 
 족욕시 1 ~ 2방울 떨어뜨려 사용해 줍니다.
▶ 항균 탈취, 기분의 활력을 위해 소독용 에탄올 100ml 당 10 ~ 20방울로 희석, 스프레이 통에 담아 두었다가 매장,
 공부방, 차안, 반려동물의 배변 판에 분사하여 사용해 줍니다.
▶ 세이프존 베이비오일 1펌프에 1방울 첨가하여 목 뒤와 어깨, 후두부에 도포 후 마사지해 줍니다.
▶ 음용법은 해부생리학적 지식 없이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간 독성 위험)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 자연의 활력과  
건강한 식물 속 그대로의 성분으로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자연에서 온 허브의 잎, 줄기, 꽃잎, 수지 등에서 추출한 100% 순수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된 그대로의 성분을 담았습니다.

한 두 방울을 오일, 샴푸,세럼 등에 섞어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향료가 아닌 레몬 오일, 페퍼민트 오일, 로즈마리 오일, 레몬그래스 오일, 프랑킨센스 
오일이 들어가 은은하고 좋은 향을 제공합니다.

허브 속 생리활성 물질인
에센셜 오일로 스트레스 완화

만성피로로 목과 어깨가 뭉치거나
거북목 증후군이 있으신분

지치고 다운된 
기분에 활력

피로로 인한
근육통

5가지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으로 시너 효과 극대화

혈액 순환이 안돼서
손, 발이 차가운 분

리프레쉬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에센셜 오일

한방울의 놀라움

인공향료가 아닌 에센셜오일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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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싱 에센스 오일 자연의 평온한 향기와 건강한 식물 속 그대로의 
성분으로 두피와 피부에 빛나는 윤기를 부여!

오렌지, 제라늄, 일랑일랑, 라벤더, 로즈우드 허브에서 추출한 100% 순수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된 그대로의 성분을 담았습니다.

한두 방울을 오일, 샴푸, 세럼 등에 섞어 밸런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향료가 아닌 오렌지 오일, 제라늄 오일, 일랑일랑꽃 오일 등이 들어가 자연 식물들이 
어우러진 은은하고 좋은 향을 제공합니다.

갱년기, 노화피부 관리의 마무리
미스트 30ml에 밸런싱 에센스 오일 1방울을 섞어 희석한 뒤 
얼굴과 두피에 분사해 줍니다.

실내 기분 전환 및 아로마테라피
소독용 에탄올 100 ml 당 10~20방울로 희석, 스프레이 통에 
담아 두었다가 매장, 거실 및 옷장 등 필요한 곳에 수시로 분사
하여 사용합니다.

샤워 후 잠들기 전에 관리
세이프존 베이비오일 1펌프에 1방울을 첨가하여
팔, 다리, 전신에 도포 후 마사지해 줍니다.

음용법 사용 금지 (간 독성 위험)
음용법은 해부생리학적 지식 없이 사용 금지합니다.
(간 독성 위험)

생리적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에센셜 오일

한방울의 놀라움

인공향료가 아닌 에센셜오일

리프레싱 에센스 오일 이렇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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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울에 담긴 자연의 놀라운 힘

B A L A N C I N G  E S S E N C E  O I L

밸런싱 에센스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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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딩 에센스 오일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민감성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기 위한 필수 아이템!

미세한 입자의 천연 식물성 오일로 모공을 막지 않고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카마줄렌 성분이 피부 자극의 빠른 진정에 도움을 주며 보습효과를 주어 피부의 
유ㆍ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얼굴은 물론 두피, 바디 등 건조하고 진정이 필요한 부위 어느 곳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청청 지중해 근처 모로코에서 자라는 블루탄지 꽃
사하라 사막을 품은 청청 지중해 근처 모로코에서 1년 중 가장 뜨거운 7월 ~ 9월 사이에서 피어나 
수확기가 짧은  블루탄지 꽃, 자연 그대로의 2,000송이 블루탄지 꽃에서 추출 가능한 오일은 
단 1g으로 최고급 천연 오일로 꼽힙니다.

고귀한 단 1g의 오일
2,000송이의 블루탄지꽃에서 얻을 수 있는 오일의 양은 단 1g, 이토록 귀한 블루 오일 속에는 
카마줄렌 (Chamazulen)을 비롯해 베타플레인, 사비넨 성분이 들어있어 지친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활성 성분이 풍부하여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편한하게 진정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돌콩오일
피부 장벽 강화

호호바씨오일
보습효과,

문제성 피부예방

포도씨오일
비타민E 풍부, 보습효과

티트리잎오일
피부 장벽 강화,
피부 진정에 도움

로즈우드오일
피부 수분 공급,
노화 피부 개선

아르간커넬오일
피부 유연감 증진,

비타민 풍부

라벤더오일
진정작용, 피로회복

달맞이꽃오일
피부 보호, 트러블 진정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

피부의 보습 및 진정 효과

오일 단 한 방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로고에서 찾은 파란빛의 에너지 신비의 블루탄지 푸른 빛 스토리

피부 진정은 기본, 피부에 좋은 에너지만을 위해 
8가지 천연 식물성 오일 성분 첨가

200% 활용 TIP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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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고 자극받은

민감한 피부 진정을 위한 해답

S O O T H I N G  E S S E N C E  O I L

수딩 에센스 오일

햇빛, 벌레, 상처, 여드름 등으로 자극받아 민감한 피부에 
1~2 방울 직접 발라주세요. 넓은 부위 적용 시 카시아 세럼 
또는 베이비 베리어 오일 적당량을 손에 덜어 수딩 에센스 

오일 2~3방울 섞어 발라주세요.

화학적 염색이나 펌 등으로 자극받은 두피, 트러블성 두피 등
에 적용 시 카시아 세럼 적당량에 수딩 에센스 오일 2~3방울 

섞어 두피에 바르시고 1시간가량 두었다가 물로만
가볍게 헹구어 줍니다.

민감성 트러블 피부관리

민감성 트러블 두피관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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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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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연 유래 원료 그대로를 사용한 허브(HERB) 오일로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은 싱글 타입 (Single Type) 천연 에센셜 오일 5종

소화와 비염에 효과가 뛰어난
페퍼민트 오일
활력 / 두통 완화 /
스트레스 완화 /
소화질환 도움

숙면유도 / 진정 효과 /
스트레스 완화 /

우울증 완화

심신 안정 / 활력 /
긍정적인 기분 /
실내 공기 정화

피부 진정 / 향균 /
트러블 완화 / 소독

집중력 향상 / 피로회복 /
혈액순환 원활 /
실내공기 정화 

피부진정에 탁월한
티트리 오일

분위기와 활력을 충전시켜주는
오렌지 오일

밝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레몬 오일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좋은
라벤더 오일

1. 편안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취침 침구나 베개에 에센셜 오일을 1~2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추천 오일 : 라벤더 에센셜 오일

3.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상쾌함을 위해 활용
차안 쾨쾨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에센셜 오일을 물과 
1:10 비율로 희석하여 분사해 주세요.
추천 오일 : 레몬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5. 그날 기분에 따라 아로마 가습기에 활용
지친 당신의 하루 기분에 따라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전용 가습기
에 2~3방울 살짝 떨어뜨려 사용해 주세요.
 추천 오일 : 오렌지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
                 레몬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7. 피부 트러블, 피부 진정을 위해 활용
피부 진정, 피부 트러블에 사용하기 위해 미스트나 수분크림을 적당량 덜어 
에센셜 오일 1방울 정도 혼합하여 사용해 주세요. 추천 오일 : 티트리 에센셜 오일

2. 일상의 한 몸이 되버린 마스크에 활용
마스크에 에센셜 오일 1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추천 오일 :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4.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싶을 때 활용
반신욕 또는 족욕에 사용하면 부은 다리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을 물에 2~3방울 떨어뜨려 사용해 주세요.
추천 오일 : 레몬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6. 힐링과 휴식을 위한 아로마 램프 활용
휴식을 위한 작은 힐링. 아로마 램프에 물을 채우고 에센셜 
오일을 1~2방울을 넣어 발향합니다.
추천 오일 : 오렌지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똑똑하게 사용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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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ATURE ESSENTIAL OIL

자연을 담은 싱그러움까지 한가득

당신의 일상을 에센셜 오일로 케어하세요!

S A F E  H E R B  E S S E N T I A L  O I L  S E R I E S

세이프 허브 에센셜 오일 싱글 타입 천연 에센셜 오일 프래그런스 오일

ㆍ 식물의 꽃, 잎, 열매, 뿌리, 줄기 등에서 추출한 오일

ㆍ 첫 향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은은한 향으로 
    변하여 오랫동안 향기에 노출되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ㆍ 첨가제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ㆍ 심신과 신경계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아로마 테라피 
    효과와 힐링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ㆍ 화학적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인공 아로마 오일

ㆍ 강한 향으로 오랫동안 향기에 노출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ㆍ 첨가제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ㆍ 인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테라피 효과는 없습니다.

천
연

 아
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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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용품 CLEANSING PRODUCTS

CLEANSING PRODUCTS

정제수 대신 허브 추출물 베이스, 합성 향료 대신 허브 에센셜 오일,
천연 유래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세이프존의 세정용품은 

매일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단순한 노폐물과 오염물 제거의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진정한 힐링과 휴식을 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든 제품라인입니다.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테라피 샴푸 87,88 페이지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후레쉬 샴푸 89,90 페이지

소자트 샴푸  91,92 페이지

pH8 샴푸  93,94 페이지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트리트먼트 95,96 페이지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바디워시  97,98 페이지

세이프 프리미엄 데일리 바디로션 99,100 페이지

샴푸 & 바디워시 2in1  101,102 페이지

화이트닝 딥 클렌징 로션  103,104 페이지

네추럴 비누 시리즈 5종  105,106 페이지
(노니 / 알로에 / 어성초 / 진주 / 아로니아)

궁 앰플 시크릿 클렌저  107,108 페이지

꼬뱅이 펫샴푸  109,110 페이지
(꼬뱅이 펫트리 퍼퓸 헤나 샴푸 / 꼬뱅이 펫트리 퓨어 헤나 샴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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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두피가 예민하여 화학성분 제품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
▶ 모발에 윤기나 광택이 없는 분
▶ 탈모 샴푸가 효과를 못 보신 분
▶ 파마, 염색으로 모발이 상하신 분
▶ 머리가 부스스하신 분
▶ 자연주의 샴푸를 원하시는 분
▶ 모발의 숱이 적으신 분
▶ 모발에 힘이 없으신 분

▶ 미지근한 물에 모발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거품을 냅니다.
▶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한 뒤 5분 후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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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테라피 샴푸
두피를 진정시켜주고 모발에 영양을 더해줍니다.
센나 추출물을 비롯한 16가지 식물추출물이 세정 후 건조해질 수 있는 두피와 모발에 보습력을 
제공해 주고 Sulfate-free의 마일드한 계면활성제가 두피를 자극 없이 깨끗이 세정해 줍니다.

SAFE PREMIUM SENNA 
THERAPY SHAMPOO
NATURAL SENNA 
천연 허브 추출물 베이스와 설페이트 
프리의 저자극 계면활성제로 순하고 안전한 두피 세정 모발의 윤기와 활력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추출물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 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탄력있는 볼륨감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윤기와 더불어 탄력 있는 볼륨감을 부여해 줍니다.

민감한 두피 진정
자연 그대로의 허브 추출물 베이스로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활력 있는 건강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01

02

03

인공향료

무   첨   가

인공색소

파라벤

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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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관리의 기본은 유수분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두피는 피지와 각질이 더 과다하게 발생하여 
외부로부터 쉽게 민감해집니다. 프레쉬 샴푸는 노폐물을 없애고 최상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고농축 유효성분으로 두피 집중 케어
특허된 진공 저온 고농축 헤나추출 방식을 통해 최적의 유효성분을 UP

정제수 대신 센나잎 추출 성분 사용
센나잎 추출물의 좋은 유효성분이 두피에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쉽고 편한 두피 관리 시작!
▶ 두피의 각질과 피지, 각종 노폐물 제거를 샴푸 없이 간편하게 관리 
▶  일반 샴푸로 해결 못한 두피, 예민해진 두피를 진정시키고 피지, 각질, 
    노폐물을 제거하여 두피를 청결하고 산뜻하게 가꾸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 두피에 피지와 각질이 많은 분
▶ 샴푸로 두피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분
▶ 민감한 두피에 진정 케어가 필요한 분
▶ 비듬, 가려움, 냄새 등으로 고민이신 분

사용방법
미지근한 물에 모발을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거품을 낸 다음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하고,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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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PREMIUM SENNA
FRESH SHAMPOO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상쾌함! 

비듬 및 트러블 두피 전용 샴푸
천연허브추출물 베이스와 천연유래

저자극 계면활성제로 순하고 안전한 두피세정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후레쉬 샴푸는 징크피리치온과 두피개선에 
적합한 9가지 한방 성분이 비듬 생성을 억제하고 민감한 두피를 
케어해주는 프리미엄 지루성 두피케어 샴푸
제품에 함유된 징크피리치온이 두피 피지선의 과도한 분비와 곰팡이균 번식을 억제해 비듬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9가지 한방 성분이 두피에 보습력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가렵거나 민감해진 두피의 
진정을 도와줍니다.

인공향료

무   첨   가

파라벤

탈크

합성산화방지제

비듬
제거

각질
제거

두피
영양

센나
허브 추출물

단백질
영양공급

상쾌한 
청량감

자연 유래
오일 성분

두피 속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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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와 모발을 위한 10가지 한방 추출물

이.런.분.들.께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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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를 위한 10가지 한방 추출물을 담은 1L 대용량 소자트 샴푸

SOJAT SHAMPOO
10가지 한방 추출물로 찾은 두피 건강!

ㅣ 두피보습 ㅣ 모발윤기 ㅣ 영양케어 ㅣ

▶ 피지 과잉 분비나 건조함으로 인한 두피 불균형이 고민이신 분
▶ 가려움, 각질이 고민이신 분 
▶ 잦은 염색, 펌으로 모발 두피가 지치신 분 
▶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에 예민한 두피가 고민이신 분
▶ 저자극 샴푸를 좀 더 큰 용량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

참당귀뿌리 추출물
모발 및 피부에 컨디셔닝 역할을 
하여 매끄럽고 윤기 있는 모발과 

피부로 개선해 줍니다.

약모밀 추출물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 보습을 확보하여 촉촉한 
피부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뽕나무잎 추출물
각종 비타민, 폴리페놀, 아미

노산, 글루코사이드, 섬유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정콩 추출물
폴리페놀 성분의 함유로 모발을 
단단히 잡아주어 두피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석창포 추출물
자외선에 의한 피부, 두피의 

손상을 예방 및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큰조롱뿌리 추출물
큰조롱뿌리는 백수오라고 
불리며 한약재로 쓰입니다. 
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소엽잎 추출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피
케어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구릿대뿌리 추출물
문제성 피부의 완화 및 진정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두피 및 

모발을 유지시켜 줍니다.

쓴풀 추출물
각종 비타민, 폴리페놀, 아미

노산, 글루코사이드, 섬유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백나무잎 추출물
모발에 컨디셔닝 효과를 나타

내어 건강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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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염색전, 모발상태를 
완/벽/하/게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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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시술 전처리 전용 샴푸로 모발 상태를 정돈하여 펌 시술에 
도움을 주는 pH8 샴푸!pH8 - SHAMPOO

완벽한 펌&염색을 위한 헤어샵 전용 샴푸!

pH8샴푸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  샵 전용 제품으로 헤나 시술을 많이 하시거나 헤어매니큐어, 
트리트먼트의 사용으로 펌 시술에 어려움이 있는 분

▶  저자극 pH 밸런싱 효과로 모발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펌 시술의 효과는 최대화 시키고 싶으신 분
▶   두피의 피지 분비량이 많은 청소년층이나 매우 심한 지성 

두피여서 강한 세정력이 필요한 분 (홈 케어용으로도 추천 
드립니다.)

pH 밸런스 조절 
샵 시술 시 펌, 염색 전 큐티클 
표면의 pH 밸런스를 조정하여 

펌과 염색의 효과를 
증진시켜줍니다.

윤기, 수분 충전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며
윤기를 증진시켜 줍니다.

10가지 한방 추출물 

10가지 한방 추출물과 인공 향료 
대신 천연 에센셜 오일 첨가로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H8샴푸 이렇게 사용하세요.

▶  거품을 내어 두피를 꼼꼼히 씻어줍니다.
▶  두피를 충분히 마사지해주어 영양 공급해 줍니다.
▶  맑은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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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센나잎 추출물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가 모발을 매끄럽고 
윤기나게 가꿔주는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트리트먼트SAFE PREMIUM SENNA 

TREATMENT

이런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사용방법

고농축 유효성분으로 극손상 모발 집중 케어

정제수 대신 센나잎 추출 성분 사용

우리 가족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발 케어 제품

▶  윤기 없이 푸석한 모발
▶  거칠고 약해진 모발
▶  민감한 두피에 진정 케어가 필요한 모발
▶  고급 클리닉이 필요한 모발

샴푸 후 타올드라이를 한 뒤에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모발 끝을 중심으로 
마사지하듯 골고루 도포 후 약 5분~10분 후에 헹구어 냅니다.

특허된 진공 저온 고농축 허브 추출 방식을 통해 최적의 유효성분을 UP

센나잎 추출물의 좋은 유효성분이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츨부터 영양분을 
채워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모발로 지속시켜줍니다.

고객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가장 좋은 솔루션

안전한 천연
자연 유래 추출물인

안전한 원료

위험성을
배제해 까다롭게

엄선된 원료

자연 원료를 
사용한

새로운 증명

센나잎 추출물과 Complex 1, 2 한방 추출물이 모발에 보습력을 부여하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와 케라틴이 컨디셔닝 효과를 주어 윤기 있고 매끄러운 모발로 가꾸어줍니다.

인공색소

무   첨   가

파라벤

탈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실크, 누에고치 추출물 등으로 손상된 
모발의 케라틴 사이를 채워 탱탱하고 탄력 있는 건강한 모발로 
케어해줍니다.

수분과 보습 강화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모발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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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센나잎 추출물과 식물추출물이 피부에 컨디셔닝 효과를 주는
Sulfate-free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바디워시SAFE PREMIUM SENNA

BODY WASH
건조한 피부를 매끈하게 프리미엄 센나 바디워시 SAFE PREMIUM SENNA

BODY WASH

이런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사용방법

• 자극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
• 거칠어진 피부를 진정하고 싶으신 분
• 건조한 피부 가려움의 피부 문제를 겪고 계신 분

샤워용 스펀지나 타올 또는 적당량을 손에 덜어 거품을 낸 다음,
전신에 마사지하듯 고루 문지른 후 물로 깨끗이 씻어 냅니다.

고농축 유효성분으로 만든 센나 바디워시 특허된 진공 저온 고농축 허브 추출 

방식을 통해 최적의 유효성분을 UP

정제수 대신 센나잎 추출 성분 사용
센나잎 추출물의 좋은 유효성분을 그대로 담아
윤기나도 매끄러운 피부 관리가 가능한 신개념 바디워시

센나잎 추출물과 피부 개선에 좋은 7가지 한방 추출물이 세정 후 뻣뻣해질 수 있는 피부에 촉촉
한 보습감과 매끄러움을 선사합니다.

자연 유래 추출물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허브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담아 자연의 효능을 그대로 윤기나고 매끄러운 
피부가 가능한 신개념 바디워시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드립니다.

윤기
탄력

수분
영양

피부
보습

인공향료

무   첨   가

인공색소

파라벤

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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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센나잎 추출물과 식물추출물이 피부에 컨디셔닝 효과를 주는
Sulfate-free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바디로션

SAFE PREMIUM DAILY
BODY LOTION

건조한 피부를 매끈하게 프리미엄 데일리 바디로션
SAFE PREMIUM SENNA
BODY LOTION

이런 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사용방법

• 자극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
• 거칠어진 피부를 진정하고 싶으신 분
• 건조한 피부 가려움의 피부 문제를 겪고 계신 분

목욕 후 또는 피부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적당량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펴 발라 줍니다.

고농축 유효성분으로 만든 센나 바디로션 특허된 진공 저온 고농축 허브 추출 

방식을 통해 최적의 유효성분을 UP

정제수 대신 센나잎 추출 성분 사용
센나잎 추출물의 좋은 유효성분을 그대로 담아 윤기나고
매끄러운 피부 관리가 가능한 순한 저자극 바디로션

센나잎 추출물과 피부 개선에 좋은 7가지 한방 추출물이 세정 후 뻣뻣해질 수 있는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과 매끄러움을 선사합니다.

자연 유래 추출물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허브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담아 자연의 효능을 그대로 윤기나고 매끄러운 
피부가 가능한 신개념 바디로션 

합성향료 대신 허브의 향기성분인 에션설 오일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은은한 향기가 함께 합니다.

윤기
탄력

수분
영양

피부
보습

인공향료

무   첨   가

인공색소

파라벤

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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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을 쪼개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
샴푸 앤 바디워시 2in1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SAMPOO & BODYWASH 2 IN 1
개운하고 산뜻한 샴푸와 샤워를 한 번에!

멘톨 성분이 샤워 후 청량감과 상쾌함을 제공해 줍니다
피곤한 하루,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한번에!
복잡한 세정 제품에 짜증 나는 남성, 여성분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맞춤형 
제품입니다.

멘톨 함유

천연 센나잎 추출물

소량의 멘톨이 함유되어 세정후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을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샤워를 끝내고 싶으신 분
▶  노폐물과 피부 보습을 한 번에 관리하고 싶으신 분
▶  운동 후 샤워할 때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

이렇게 사용하세요!
모발이나 몸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취해 두피나 몸에 골고루 
마사지하듯 문지른 후 깨끗이 씻어 냅니다.

천연 헨나잎 추출물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베타인을 비롯한 가가지 성분들로 
세정 후 피부와 모발을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연구원의 노력으로 헨나잎추출물, 붉나무추출물, 녹차추출물, 감초뿌리추출물, 

참당귀뿌리추출물, 검정콩추출물 등 착한 성분을 담아냈습니다.

노폐물 제거 피부보습 상쾌함
청량감

온 가족이 함께 사용 할 수 있지만
특히 개운함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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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DEEP CREANSING
LOTION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순하게 클렌징해주는 

데일리 클렌징 로션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1.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500원 동전 크기 만큼 1~2회 펌핑하여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 후 물로 헹구거나 티슈로 닦아 줍니다.

2.  메이크업이 진할 경우 소자트 버블 클렌저나 세이프 네츄럴 솝을 사용하여 한 번 더 
이중 세안해 줍니다.

▶ 저자극으로 순하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싶으신 분
▶ 피부가 민감하여 일반 메이크업 클렌징 제품에 자극을 받는 분
▶ 부드러운 클렌징 제품을 원하시는 분

감초 추출물과 다양한 보습 성분이 함유된 
유화 타입의 마일드한 딥 클렌징 로션!

거품없는 밀크 세안으로 더 부드럽게!
피부에 자극없이 얼굴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클렌징 해줍니다.

무.첨.가

인공향료

인공색소

탈크 파라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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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SOAP
세이프 네추럴 비누 시리즈

가장 순하고 안전한 피부 세정제를 찾으시나요? 
피부를 위해 자연에서 답을 얻은 세이프 네추럴 비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비누를 찾고 계신 분!
▶  일반 세정제를 사용한 후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이 너무 심하신 분!
▶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저자극 세정을 원하시는 분!

천연비누는 해면 또는 스펀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거품을 만든 뒤, 거품만을 걷어 사용합니다. 피부에 비누거품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 씻은 후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 냅니다.

세이프 노니비누
노화 피부, 민감 피부용

세이프 어성초비누
여드름, 트러블 피부용

세이프 아로니아비누
지치고 생기 없는 피부용

세이프 알로에비누
건조한 피부용

세이프 진주비누
칙칙한 피부용

식물성 베이스로 만든 저자극성 천연 비누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세요!

순식물성 베이스 순한 저자극 성분
순 식물성 비누 베이스에, 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연 유래 
성분을 넣어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순한 저자극 성분과 풍부한 거품으로 피부 노폐물은 
제거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은 깨뜨리지 않고 유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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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소중한 당신을 위한

GUNG AMPOULE 
SECRET CLEANSER

Y-ZONE MIST
Secret Cleanser

궁 앰플 시크릿 클렌저 Y 존의 찝찝함 및 습함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워시타입의 여성청결제 미스트

다마스크장미꽃수와 한방 추출물이 Y 존의 불쾌한 냄새를 개선해 줘서 뿌리는 것만으로도 청결함과 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약산성 제형이 외음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세균, 곰팡이 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프로필렌글라이콜 / 파라벤 / 알코올 무첨가

 궁 앰플 시크릿 청결제 
언제, 누가 사용하나요?

사용방법

▶ 생리 전, 후 분비물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날 때
▶ 매일 간편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 외부 활동으로 외부 화장실의 변기나 화장 시 사용이 잦을 때
▶ 평소 레깅스나 스키니 등 꽉 끼는 옷을 주로 입는 분 들
▶ 피부가 민감하거나 안전한 여성청결제를 찾는 분들

▶ 적당량을 외음부에 직접 뿌린 다음 티슈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 혹은 티슈에 적당량을 뿌린 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 물로 씻어낼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케어 가능합니다.
▶ 여성의 그날 패드에 미스트를 살짝 뿌려보세요.

노워시 간편 분사 
물로 세정할 필요 없는 미스트 타입 
휴대용 여성청결제

저자극 성분
인체에 마일드하게 적용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

예민한 부위 청정 효과 
7가지 허브 추출물과 7가지 한방 추출물 함유로 
예민한 부위를 청결하게 관리

불괘하고 나쁜 냄새 제거 
다마스크장미꽃수와 한방 추출물로 Y 존의 불쾌한 
냄새를 개선

GUNG AMPOULE SECRET CLEANSER

pH 밸런스 조절 가려움, 불쾌한 냄새 완화 Y 존 진정 케어
세정으로 인해 깨지기 쉬운 pH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약산성 여성청결제입니다.

다마스크장미꽃수와 한방추출물이 Y 존의 
불쾌한 냄새를 개선시켜줘서 뿌리는 것만
으로도 청결함과 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불순물, 꽉 끼는 옷 때문에 답답한
Y 존을 순하게 진정 케어해 줍니다.

노워시 타입의 여성 청결 미스트 궁 앰플로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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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BANGI PETTREE 
SHAMPOO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닌 소중한 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 
이렇게 소중한 반려견들도 날씨가 춥고 건조 해짐에 따라 각종 피부 문제로 힘들어하는데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보호자분들을 위해 저희 꼬뱅이 펫 트리 샴푸를 소개합니다.

반려인 분들께서 믿고 사용해주시는 
펫트리 샴푸 이렇게 사용하세요!

반려동물 샴푸가 중요한 이유!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피모를 적셔줍니다. 
적당량의 샴푸를 적용하여 충분한 거품을 내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드라이로 잘 말려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의 피부구조 때문!

반려동물 피부를 생각한다면 PETTREE SHAMPOO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단, 하나의 펫 샴푸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
pH5.5 ~ 7.5의 약알칼리성인 반려견의 피부에 맞춰 산도를 조절해 주어 피부에 가는 자극을 최소화해 줍니다.
제품에 함유된 캐나다산 유황성분(MSM)이 반려견의 피부와 모질을 윤택하게 가꾸어 줍니다.

반려동물의 피부는 털로 덮여 있어 건강해 보일 뿐, 사람보다 표피층이 얇고 한 모공에 
다중모가 형성되어 접촉되는 액체에 흡수가 빠릅니다. 피부 생장 주기가 짧아 노폐물 및 
독소가 배출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평소 닦아내는 샴푸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꼬뱅이 펫 트리 퓨어 헤나 샴푸(회색) : 반려동물의 피부와 모발에 좋은 영양성분의 
공급으로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모발관리가 필요한 장모용 샴푸로 추천합니다.

▶  꼬뱅이 펫 트리 퍼퓸 헤나 샴푸(핑크색) : 민감하고 외부 환경에 자극받기 쉬운 단모
용이나 짧게 미용한 후 샴푸로 추천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케어 샴푸

꼬뱅이 펫 트리 샴푸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코코넛오일에서 만들어진 
코코글루코사이드가 표피층이 얇고 연약한 반려견의 피부를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정해 주는 퓨어 펫 샴푸

세
정

 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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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 베이비 MOTHER & BABY

MOTHER & BABY

특별한 세이프존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한 
가장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세이프존의 마음입니다. 

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식물성 오일과 허브 추출물, 합성 향료 대신 허브의 향기 성분인 
에센셜 오일을 담아 귀한 아이와 그 아이를 보석같이 키워낼 

엄마의 피부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타이트닝 마더케어 크림  113,114 페이지

퓨어 마더케어 샴푸  115,116 페이지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  117,118 페이지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이비 오일 119,120 페이지

베이비 퓨어 데일리 로션  121,122 페이지

베이비 2in1 베리어 샴푸 & 바디워시 123,124 페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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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ENING
MOTHER-CARE CREAM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예비엄마들을 위한

타이트닝 마더 케어 크림!

시어버터와 마카다미아씨오일이 수분 증발을 차단하여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균형 있는 영양공급으로

피부 탄력을 건강하게 관리

풍선덩굴꽃 / 잎 / 덩굴추출물의
피토스테롤성분이

피부에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

에키움 플란타기네움씨오일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해바라기씨오일불검화물의 생리활성물질이 
활성산소를 비롯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레이디스맨틀잎추출물의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풍선덩굴꽃 / 잎 / 추출물 에키움플란타기네움 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불검화물 레이디스맨트잎 추출물

피부탄력

주름개선 보습강화

크림을 손에 적당량을 덜어 배
부위를 부드럽게 밖에서 안쪽
방향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가볍게 
꼬집으며 마사지 해 줍니다.

손끝으로 융 골을 시계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줍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슴에 
대고 유륜을 향해 모으는 느낌
으로 어루만집니다.

양손으로 임산부의 발목을 감싸
면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임산부의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올라가며 부드럽게 
눌러주며 마사지해 줍니다.

양손을 밀착하여 무릎에서 허
벅지 위쪽으로 눌러주며 마사
지해 줍니다. 힘을 주어 허벅
지와 엉덩이를 빗질하듯 쓸어 
올린후 손가락으로 가볍게 꼬집
듯이 마사지해 줍니다.

타이트닝 마더 케어 크림을 이용한 마사지 Tip

이렇게 사용하세요.

타이트닝 마더 케어 크림의 활용팁

적당량을 덜어 집중 케어가 필요한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2~3분간 원을 그리며 
크림을 펴 발라 충분히 마사지하여 흡수시
켜 준다.

타이트닝 마더 케어 크림은 임산부의 튼 살 케어뿐 아니라 극건성 피부의 
피부 보호용으로도 좋은 고보습 영양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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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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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MOTHER-CARE SHAMPOO

균형 있는 영양 공급으로 임산부의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

11가지 한방 성분과 17가지 아미노산 컴플렉스로 예민해진 두피를 
보호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퓨어 마더 케어 샴푸!

하루하루가 다른 엄마의 신체 변화 세이프존의 
마더 라인 제품과 함께 준비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  미온수로 모발 및 두피를 충분히 적셔준 후 적당량을 손에 덜어 모발과 두피에 골고루 

펴 발라 거품을 냅니다.
2. 미온수로 거품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3.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모발과 두피를 말려줍니다.

신체 변화로 달라진 머릿결을 균형 있는 영양 공급으로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모발을 건강하게 케어 할 수 있도록 11가지 한방
성분을 담아 영양을 전달합니다.

Before After

약모밀추출물(어성초추출물)이
함유되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사막의 수분 창고라고도 불리는 보검선인장추출물이 
세정 후 건조해질 수 있는 모발과 두피에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해 줍니다.

두피개선에 특화된 11가지 한방 성분이 
산화스트레스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자극받은 

두피를 보호해 줍니다.

모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17가지 
아미노산 콤플렉스가 푸석푸석해진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 줍니다.

약모밀 추출물 보검선인장 추출물

11가지 한방성분 17가지 아미노산 콤플렉스

두피 진정

모발 윤기 두피 보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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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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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PURE DAILY CREAM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으로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여 수분을 
잃고 건조해진, 무너진 아기 피부의 장벽을 지켜주세요!

연약한 아기피부를 위한 착한 베이비 크림!

피부 장벽
강화 피부 보습 진정 효과

내 소중한 아기를 위한 선택!

유해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 

순수한 크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의 활용팁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민감하고 건조한 부위에 자주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은 순수하고 연약한 아기 피부를 위한 보습
크림이지만 아기와 같이 민감하고 연약한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보습크림으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수시로 듬뿍 발라 피부의 장벽기능을 
도와주세요!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자가치유를 위하여 몸을 
비볐다던 병풀, 일명 호랑이풀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진정 효과를 제공하고 
피부의 컨디션을 개선해 줍니다.

시어버터와 마카다미아씨오일이
아기의 피부에 오랫동안 촉촉하게

보습감을 남겨줍니다.

인공향료가 아닌 허브 에센셜 
오일이 소량 첨가되어 피부에 자극이 없이 

은은한 향을 내줍니다.

호호바씨오일과 하이드롤라이즈드
호호바에스터가 보다 더 강력한 보습감을 선사해주고 

피부에서 흡수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병풀 추출물 시어버터/마카다미아씨오일

에센셜 오일 호호바씨오일/하이드롤라이즈드 호호바에스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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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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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MOISTURERIZING 
BARRIER OIL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자극 없는 100% 식물성 오일로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

연약한 아기 피부를 위한 
착한 베이비 오일!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로 
우리 아이 피부 장벽을 3중 케어하다.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과
함께하는 우리 아기 촉촉 탄력 마사지

이럴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무너진 피부 장벽 건강한 피부 장벽

목욕 후 물기를 닦아준 다음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전신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민감하거나 건조함이 심한 부분에 발라주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은 식물성 오일만으로 만들어
진 순수하고 피부 친화적인 오일이에요.
▶  아기를 위해서는 바디 오일이나 마사지 오일로 그냥 사용해 

주세요.
▶  성인을 위해서는 세이프 에센스 오일을 1방울 섞어 마사지용

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트 모양 마사지
가슴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듯
이 쓸어줍니다.

다리, 발 마사지
한 손으론 발목, 다른 한 손
은 허벅지를 잡고 허벅지에
서 발목 방향으로 쓸어내려
주고 마무리로 발바닥을 살
짝 누르며 마사지해 줍니다.

손, 팔 마사지
한 손은 손목, 다른 한 손은 
어깨에서 손목 방향으로 쓸어
내립니다.

등, 엉덩이 마사지
양손 교대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주듯이 
마사지해주고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고 등 위쪽으로 밀어 
올리며 흉각을 감싸듯이 내려
옵니다.

미네랄오일이나 실리콘오일이 아닌 100% 식물성 오일로 
구성되어 아기의 피부에 자극이 없이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풍선덩굴꽃 / 잎 / 덩굴추출물의 피토스테롤 성분이 
Cyclooxygenase-2의 작용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피부에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

에키움 플란타기네움씨오일의 불포화지방산성분이 
5-lipoxygenase의 작용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해바라기씨오일불검화물의 생리활성물질이 활성산소를 
비롯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100% 식물성 오일 풍선덩굴꽃/잎/덩굴추출물

에키움플란타기네움씨오일 해바라기씨오일불검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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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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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PURE DAILY LOTION

베이비 퓨어 데일리 로션은 연약한 아기 피부를 위한
착한 성분으로 진정 효과와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연약한 아기 피부를 위한 착한 베이비 로션!

내 소중한 아기를 위한 선택!

유해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아이들의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 

순수한 로션입니다.

아기 목욕 후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을 

먼저 가볍게 발라주고 그 위에 베이비 퓨어 데일리 로션을 

덧발라주면 촉촉함이 오래갑니다!

풍선덩굴꽃 / 잎 / 덩굴추출물의 피토 스테롤 성분이
염증반응을 완화하고

피부에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

에키움 플란타기네움씨오일의 불포화지방산성분이
염증반응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해바라기씨오일불검화물의 생리활성 물질이 활성산소를
비롯한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제품에 함유된 알란토인과 감초 파우더가 
자극과 항원에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

풍선덩굴꽃 / 잎 / 추출물 에키움플란타기네움 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불검화물 알라토인/감초파우더

피부 장벽
강화

피부 보습 진정 효과

이렇게 사용하세요.
목욕 후 또는 아기의 피부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적당량을 
덜어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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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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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2 IN 1 BARRIER 

SHAMPOO & BODY WASH

베이비 2in1 베리어 샴푸 & 바디워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우리 아기 피부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아기 피부와 모발을 자극없이!

노폐물제거 피부 보습 진정 효과 피부보호

내 소중한 아기를 위한 선택!

인공향료가 아닌, 천연 아로마 오일이 소량 첨가되어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이 은은한 향을 내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럴때 사용하세요!

1. 아기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웁니다.
2. 미온수로 아기의 몸을 적셔 줍니다.
3. 부드러운 스펀지나 거즈를 이용하여 거품을 내줍니다.
4. 따뜻한 물로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부드럽게 헹구어 줍니다.
5. 타월로 부드럽게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닦아 줍니다.
6.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이나,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으로 마무리해줍니다.

▶ 소중한 우리 아가 목욕이 필요할 때
▶ 아가의 모발에 샴푸가 필요할 때

Sulfate-free EWG그린등급의
계면활성제가 아기의 피부와

모발을 부드럽게 세정해줍니다.

약모밀추출물(어성초추출물)이 함유되어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진정 효과를 제공하고 노폐물

제거의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자가치유를 위하여 
몸을 비볐다던 병풀, 일명 호랑이 풀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진정 효과를 제공하고 
피부의 컨디션을 개선해 줍니다.

히알루론산성분과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어 세정 후
건조해질 수 있는 아기의 피부에

보습력을 제공해 줍니다.

계면활성제 약모밀추출물

병풀추출물 히알루론산성분/판테놀

마
더

 & 베
이

비

※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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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에이치랩

IBH LAB
IBH LAB

IBH LAB 허브솔루션 필링 패드  127,128 페이지

IBH LAB 허브솔루션 버블 클렌저  129,130 페이지

IBH LAB 허브솔루션 오일 투 폼 클렌저 131,132 페이지Indian

Beauty

H e r b

착한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넓은 층의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입니다.

인도 전통 아유르베딕 허브 추출물을 베이스로
피부를 위한 맞춤 성분 연구와 자연의 미학을 추구하는 제품라인입니다

아
이

비
에

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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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출물 복합 성분으로 저자극 필링 효과와 보습을 동시에!
#각질 패드 #토너 패드 #진정 패드 #PHA 패드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수분 폭탄!

귤껍질 피부도
도자기처럼 모공·각질관리

화나있는 피부
진정  효과

엠보싱 면
부드러운 엠보싱 면으로
얼굴 전체 노폐물 제거, 모공·각질관리 
수분 공급, 피부 결 정돈을 해줍니다.

격자무늬 면
목, 팔자주름, 귀 뒤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부위
스페셜 케어가 가능합니다.

HERB SOLUTION PEELING PAD

IBH LAB 허브솔루션 필링 패드

새로 생긴 각질은 물론 묵은 각질까지
저자극 PHA 성분으로 매일 쓰윽~ 닦아 관리하세요.

양면 패드로 새로 생긴 각질은 물론 묵은 각질까지
저자극 PHA 성분으로 매일 쓰윽~ 닦아 관리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피부 번들거림과 피지가 고민이신 분!

각질 때문에 메이크업 시 화장이 뜨시는 분!

저자극 데일리 각질 케어 아이템 찾고 계신 분! 

사춘기 자녀의 피부 트러블 관리해 주고 싶은 분!

필링패드로 피부를 닦아주면 글루코노락톤(PHA) 성분이 
각질 표면의 피지를 녹여 모공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128EXO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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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싱 면 :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피부 결 방향
으로 부드럽게 닦아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격자무늬 면 : 패드의 반대쪽 거친 면으로 코 주위, 귀 
주위 등 피지가 많은 부분을 닦아 줍니다.

사용 후 남아있는 토너는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노폐물과 
각질이 제거되어 매끈하고 반짝이는 피부를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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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유래 허브 추출물을 품은 순한 약산성 버블 클렌저!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이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착한 성분 약산성 촉촉 클렌징 피지 케어

H E R B  S O L U T I O N  B U B B L E  C L E A N S E R
IBH LAB 허브솔루션 버블 클렌저

착한 성분의 약산성 버블클렌저로 피부의 노폐물은 씻어내고 수분은 지켜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분 

당김 없이 촉촉한 보습 세안을 원하시는 분

착한 성분의  순한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

잔여감 없는 산뜻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

내용물을 적당량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생긴 거

품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로 헹구어줍니다.

오늘도 부드럽고 순하게 잘~ 지웠다!

POINT1.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

자극적인
세안

부드러운
세안

피부 건조
유발

피부
보호·보습

피부 밸런스 
붕괴

피부 밸런스 
유지

※ 피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순한 성분의 마일드한 세정으로 피부 밸런스 유지

피부의 악순환 고리 피부의 선순환 고리

POINT2. 피부 보호막 형성
스쿠알란
올리브유에서 추출하여 얻은 스쿠알렌에 수소를 첨가하여 얻은 식물성 
스쿠알란은 피부 보호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자극이 없고 입자가 작아 
빠르게 피부에 침투하여 보습과 유연효과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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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이 모공 속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물과 만나면
감싸고 있던 노폐물과 미세먼지를 피부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하얗게 변하는

유화 현상이 오일 투 폼 세정 원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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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허브 추출물들을 품은 허브솔루션 오일 투 폼 클렌저로 
피부의 노폐물은 씻어내고 수분은 지켜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번거로운 다중 세안을 한 번에 하고 싶은 분

순한 성분의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분 

세안 중에도 보습은 놓치기 싫으신 분

POINT. 다중 세안의 불편함 오일 투 폼으로 해결!

이런분들께 추천 합니다.

CHECK POINT

원스텝 2in1 클렌징 천연 유래 성분 세정제 피부 유해성분 무첨가

※ 오일에서 거품으로 변하는 신개념 세안제

Oil Foam
오일이 노폐물을
부드럽고 산뜻하게
녹여내고!

오일과 물이 만나면
풍성한 거품으로 변해
상쾌한 마무리!

→

INGREDIENT. 순한 식물성 성분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JOJOBA SEED OIL CAMELLIA JAPONICASEED OIL OLIVE OIL GRAPE SEED OIL

호호바씨오일 동백나무씨오일 올리브오일

포도씨오일

STEP 1

STEP 2

STEP 3

물기가 없는 손에 적당량의 오일을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메이크업 및 노폐물을 녹여주세요.

손에 물을 묻혀 거품을 내어 마사지하여 녹아내린
메이크업 및 노폐물을 씻어주세요.

미온수로 헹구어 거품을 씻어내세요. 

H E R B  S O L U T I O N  O I L  T O  F O A M  C L E A N S E R
IBH LAB 허브솔루션 오일 투 폼 클렌저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오일이 물에 닿으면 풍성한 거품으로 변하는 오일 투 폼 클렌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텝 클렌징

132EXO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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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장품 MEN'S COSMETIC

MEN'S COSMETIC 

남성의 마음과 남성의 피부를
배려한 남성 전용 제품 라인입니다.

간편한 사용감은 기본, 산뜻함에 촉촉함까지
착한 성분과 착한 가격의 남성 전용 제품입니다.

온사이드 타이거 올인원                       135,136 페이지

온사이드 밀키 올인원                       137,138 페이지

온사이드 타이거 미스트                       139,140 페이지

온사이드 타이거 바디 클렌저                       141,1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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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관리하는 시대! 귀찮은 게 딱 질색인 남성들을 위해
편의성과 사용성을 생각한 2in1 온사이드 타이거 올인원!

정제수 대신
병풀 추출물 사용

병풀추출물                   피부 진정에 효과

시트러스열매추출물   피부 생기 및 활력에 도움

서양허브추출물           피부 자극 완화 및 모공 수렴

피지 + 보습
컨트롤 스킨케어

가성비 대비
대용량 올인원

올인원 하나로
스킨케어 완성

O N S I D E  T I G E R  A L L  I N  O N E
온사이드 타이거 올인원

#피부 관리 #남자 피부  #귀차니즘  #하나로 O.K

스킨&로션 No! 올인원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136EXON R&D

온사이드 타이거 올인원은
정제수 대신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허브 추출물 액상 화장품입니다!
※ 화장품의 전 성분은 함량이 가장 높은 성분이
    우선으로 작성됩니다.

※ 각 원료적 특성에 한함

대용량 올인원 휴대성 용이 일체형 뚜껑

올인원 하나로 피부 결 정리! 수분과 보습! 피지 조절을 한 번에~

주요 성분 효과 사용방법
세안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피부 결을  따라
천천히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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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향의 순한 스킨로션 타입의 올인원으로 하나로 간편하게 
남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온사이드 밀키 올인원 

산뜻한 발림

병풀추출물             피부 자극 완화

황금추출물             피부 보호 도움

세라마이드 엔피    피부 장벽 강화

수분 충전 빠른 흡수 은은한 향기

O N S I D E  M I L K Y  A L L  I N  O N E
온사이드 밀키 올인원

남자들의 촉촉한 피부를 위한 맞춤 솔루션

하나를 바르더라도 제대로 바르자!

138EXON R&D

각질 생성 완화
피부 보습력 강화를 통해 각질의 생성을 완화해 줍니다.

메마른 피부에 수분 공급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화난 피부에 진정 케어
민감하고 울긋불긋한 예민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트러블성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거부감 없는 은은한 향기
외시 중의 남성 스킨로션 제품처럼 강한 향이 아닌 은은한 향으로
거부감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튻

한방 재료 쇠비름추출물을 담은 남자를 위한 프리미엄 올인원 로션!

주요 성분 효과 이런 남성 분에게 추천 합니다. 사용방법
▶  칙칙한 피부 톤이 고민인 남성 
▶  과도한 유분 분비가 고민인 남성
▶  피부 주름이 갈수록 늘어나는 남성
▶  민감한 피부 때문에 화장품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남성

1.  세안 후 적당량을 펌핑하여 얼굴 전체에
    펴 발라주세요.
2.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톡톡 두르려 마무리
    해줍니다.

쇠비름 추출물은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보습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각질 생성을 완화하고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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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사냥 후 습관에서 발견한 피부관리 방법!
무자극 온사이드 타이거 미스트로 당신의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O N S I D E  T I G E R  M I S T

온사이드 타이거 미스트

남자 피부도 목마르다!
지친 피부에 수분 충전

140EXON R&D

간편한 휴대성&사용법
귀찮은 걸 싫어하는 남성들을 위해 한 손으로 가볍게 뿌려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작은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메마른 피부에 수분 공급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면도 후 빠른 진 정케어
면도 후 칼날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 회복을 도와줍니다.

끈적임 없이 부드러운 사용감
피부에 끈적이는 작여감을 싫어하는 남성들을 위해 뿌린 뒤 금방
흡수되도록 거부감이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

10종의 천연 허브 추출물 함유되어 남성 피부에 더욱 더 좋은 성분만 담았습니다. 

이런 남성 분에게 추천 합니다.주요핵심  Key Point!

▶  면도 후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은 남성
▶  피부 유수분밸런스를 케어 하고 싶은 남성
▶  거부감 없는 무향을 원하는 남성
▶  피부 수분 보습을 하고픈 남성

ㆍ 수분 충전 - 피부 표면에 수분 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ㆍ 유수분밸런스 - 유수분밸런스를 유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ㆍ 피부 진정 - 외부 자극과 면도로 민감하고 예민해진 피부 진정에 도움
ㆍ 무향 - 인공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무향
ㆍ 미스트 타입 - 미세분사형 타입으로 건조할 때 수시로 사용

리코라이스 추출물
피부 생기부여,
피부 결 개선

녹차 추출물
피부 보습,
피부 진정

브로콜리 추출물
멜라닌 색소 차단,

피부 수분, 피부 영양

호장근 추출물
피부 주름 및

피부미백 효과

병풀 추출물
예민성 피부 진정,
탄력, 모공 케어

황금 추출물
노화 방지,
피부 재생

쇠비름 추출물
피부 진정,

뛰어난 보습력

마트리카리아꽃 추출물
피부 컨디셔닝,

피부 진정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피부 수분 공급,

피부 진정, 피부 생기

로즈마리잎 추출물
항산화 효과,
피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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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끈거림 없이 상쾌하게! 바디도 퍼펙트! 향기도 퍼펙트!
온사이드 타이거 바디 클렌저 O N S I D E  T I G E R  B O D Y  C L E A N S E R

온사이드 타이거 바디 클렌저
관리하는 남자는 청결부터 남다르다!

142EXON R&D

병풀 추출물과 한방 추출물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바디 클렌저로 
피부 진정과 수분 충전을 동시에!

이런 남성 분에게 추천 합니다.피부에 자극적인 유해성분 0% 
▶  빠르고 간편하게 샤워하고 싶은 남성
▶  잦은 출장이나 여행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남성
▶  샤워 후 바디의 촉촉한 보습감을 원하는 남성
▶  체취가 고민인 남성

01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소듐라우럴설페이트 등 위험 등급이 높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02 발암물질인 메털렌옥사이드 성분 등 독성으로 합성된 계면활성제가
     아닌 코카미도프 로필베타인,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포타슘코코일
     글리시네이트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낮춤 

병풀 추출물
피부 건조함을 예방하고

자극을 완화해 피부 진정에 도움 

7가지 한방 추출물
피부 건조함을 예방하고 자극을

완화해 피부 진정에 도움
ㆍ황금뿌리 추출물 : 면역력 및 피로도에 도움

ㆍ황금 추출물 : 보습력이 뛰어나 피부 컨디셔닝에 도움
ㆍ기타 5가지 추출물 : 피부 진정에 도움 

착한 성분 함유
피부에 자극적인 유해 성분을 빼고 저자극 착한 성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메마른 피부에 수분 공급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화난 피부에 진정 케어
민감하고 울긋불긋한 예민성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 
트러블성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청량한 향기로 체취 고민 해결
거부감 없이 은은하고 청량한 향기로 피부의 불쾌한 냄새는
가려주고 기분 좋은 상쾌함만 남겨줍니다.

피부 진정 수분 충전 청량한 향기 유해 성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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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들 OTHER PRODUCTS

OTHER PRODUCTS

지속되는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이 일상이 된 지금
소독과 청결을 위한 살균 위생제품과
그 밖의 편리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엑손 세이프 핸드 클리너 겔(에탄올) 145,146 페이지

세이프 클린 미스트  147,148 페이지

보톡스 에어컴프레셔                       149,150 페이지

괄 사                                             151,1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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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청결관리 항상 청결한 손을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로부터 
엑손 세이프 핸드 클리너 겔로 손을 보호하세요!

엑손 세이프 핸드 클리너 겔 (에탄올)
" 각종 질병의 위협, 손에서부터 준비하세요! "

세균 걱정없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손 관리

전염병 질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 바이러스!
현대 사회에서 손 소독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럴 때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전염성 질환은 주로 손을 매개로 전파됩니다.
"손소독"만 잘해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청결히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소독제를 손바닥에 엄지손톱 양만큼 적당량 덜어주세요.
2.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등으로 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손을 마주 대고 깍지를 좌우로 비벼주세요.
5.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주세요
6. 엄지손가락을 다른 쪽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비벼주세요.
7. 반대편 손바닥에 손끝을 세우고 손톱까지 문질러 주세요.
8. 알코올이 날아가면 깨끗하고 청결한 손소독 완료입니다. 

외출 전 / 후 완벽한 위생
귀가 후에

사용 전 / 후 완벽한 위생
화장실 갈 때

학교, 회사, 공공시설 및 모임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곳

면역력이 약한
아기와 어린이가 있는 집

위생관리의 시작은 손 씻기에서 시작됩니다!

에탄올 함유 소독제
에탄올이 함유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살균 효과

에탄올 종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업용 합성 에탄올이 아닌

곡물발효 주정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

피부 보습 성분 강화
엑손 세이프 핸드 클리너 겔은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 
5가지 보습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당김 없이 오래 산뜻함을 유지  

천연 식물성 향 함유
알코올 향의 감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 대신 천연 식물향인 
라임 오일, 카멜그라스 오일, 

오렌지 오일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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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청결
당신을 위한 살균제 클린 미스트

에탄올 72%가 함유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세정 효과가 있는 세이프 클린 미스트

일상 속 모든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간편하게 세이프 클린 미스트로
당신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안심하세요!
유해 성분 무첨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핸드폰에 분사 후 티슈로 닦아줍니다.                                           2. 자주 사용하는 사무용품 또는 가전 기기에 30cm 간격을 두고 분사합니다.
3. 모두의 손이 닿는 공용 제품에 30cm 이상 간적을 두고 뿌려줍니다.   4. 공용 화장실 사용 전 변기 커버나 손잡이에 가볍게 뿌려줍니다.
5.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손잡이에 적당한 간젹을 두고 뿌려줍니다.  6. 매일 세탁하기 어려운 쿠션에 적당한 간 적을 두고 뿌려줍니다.

TIP! 바로 직접 분무하기 어려운 곳에는 깨끗한 천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묻혀 닦아주세요.

에탄올 72% 함유 믿을 수 있는 성분 편리성(스프레이 타입)

세이프 클린 미스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업용
합성 에탄올이 아닌 곡물발효주정(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하였습니다. 

각종 세균에 노출된 휴대폰

각종 세균에 노출된 엘리베이터 버튼

매일 사용하는 카드

자주 사용하거나 손이 닿는 키보드 & 마우스

매일 세탁이 어려운 소파 & 쿠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화장 실& 세면대

S A F E  C L E A N  M I S T

공업용 합성 에탄올 곡물발효 주정 (식물성 에탄올)

ㆍ 석유에서 뽑아낸 에틸렌과 물을 
    반응시켜 만들며, 불순물(디에틸에 
    테르나 폴리에틸렌)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ㆍ 소독용, 세척용 등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ㆍ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 
    천연재료를 발효시켜 생산합니다.
ㆍ 주류 등 식품, 음료의 제조 원료 및 
    화장품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EXO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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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OMPRESSOR
앰플 등을 담아서 피부나 두피에 에어 미스트 타입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치

피부 & 두피에 미세하게 분사하는 제품! 에어컴프레셔

에어 미스트 시스템이란?
[ Air Mist - System ]

앰플을 바람에 실어 앰플 분자를 미립화시키는 에어 시스템입니다.
압축공기에 의해 액체 형태를 있던 분자구조가 쪼개어 
미립화됨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흡수될 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산소가 함께 공급되는 효과와 차가운 공기로 모공 수축까지
아름다운 변화를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액체상태 안개분사

미립화

초미립 미스트(안개) 분사!

에어 시스템은 사용할 앰플을 초미립 미스트(안개) 형태로 분사하여 피부 

깊숙이 전달해 같은 양의 앰플을 사용하더라도 더 큰 효과를 줍니다.

흡수력 UP 산소 공급 모공 수축 피부결 케어

에어 미스트 시스템 [Air Mist - System]을 사용하면? 

미립화된 앰플 분자가
피부 속에 쏙쏙쏙!

앰플과 함께 깨끗한
산소가 피부에!

차가운 에어로
피부에 탄력을!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149 150Enhance your standard of Beauty EXO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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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의 피로를 꾹꾹 눌러주는 괄사로 활력과 건강을!

얼굴 라인부터 두피, 바디까지 세심한 지압과 마사지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찾으세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16개의 지압 봉이 콕콕 집어, 관리할 수 있는 맞춤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16개의 지압 봉이 있는 닥터 콤 관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두피 관리 및 뇌졸중 예방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바디 마사지를 통한 오십견 요통 예방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나의 라이프 닥터 콤 괄사

이런 분들께 추천 합니다!

얼굴에 붓기가 많아 경락 케어가 필요하신 분!

오래 서있는 일이 많아 종아리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

시원한 두피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

집에서 쉽게 페이스 리프팅 홈 케어를 원하시는 분!

두피 디톡스

바디 마사지 페이스 리프팅

괄사란?

'괄'이란 긁다. 밀다 '사'란 피부 위로 올라오는 작은 어혈 반점을 의미합니다.
본초강목 (중국 의학서) : 빗등으로 머리, 목, 어깨, 몸 등의 결린 곳을
마사지해 주시면 피 나 기의 흐름이 원활해져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1.  이마에서 목덜미 방향
2.  고개를 숙이고 목덜미에서 이마 방향
3.  옆에서 정수리 방향
4.  귀 뒤에서 목덜미 방향
5. 목덜미에서 등과 어깨 라인으로

페이스 라인과 두피가 연결되는 곳부터 지그재그로
마사지해 줍니다. 정수리를 향해 10 ~ 20회씩
빗어주면 두피 디톡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피 디톡스

1.  목부터 뭉쳐있는 승모근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2.  복부와 가슴라인을 동시에 케어
3.  고민 많은 팔뚝과 겨드랑이도 정리
4.  뭉친 종아리와 다리, 허벅지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5. 하루 종일 고생한 발바닥, 발꿈치 마사지

날씬한 바디를 위한 전신 관리
비누, 바디워시 등으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몸에

바른 후 닥터 콤 괄사 빗으로 10분 마사지를 해보세요.

바디 마사지 케어

1.  귀밑까지 끌어올리듯 마사지합니다.
2.  코볼에서 광대뼈를 지나 귀 위로 올려줍니다.
3.  턱 아래에서 V자를 그리며 귀 위로 끌어올린
      뒤 목으로 쓸어내립니다.
4.  이마는 위로, 눈 아래는 눈꼬리 방향으로 살살
     부드럽게 긁어 마사지합니다.

나이 들어 자꾸 쳐지는 페이스 라인을 매끄럽게!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살살 긁어주며 끌어올려 주세요.

페이스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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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가격표
제품 목록 용량 가격 비고

        허브테라피
세이프존 프리미엄 스캘프 디톡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센나 리페어 카시아 세럼 300ml / 500ml 35,000 / 55,000
세이프 스칼프 프레쉬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스칼프 인헨싱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헤어 샤이닝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헤어 인리치드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스칼프 테라피 세럼 300ml 48,000

세이프 님 허브 크림 60g 33,000

천연 허브 두피케어 파우더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님 파우더 100g 11,000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암라 파우더 100g 11,000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카시아 파우더 100g 11,000

        허브 염색 및 헤어 케어
내추럴 허브 세이프 컬러 세럼 100ml / 240g 16,500 / 39,600

세이프 헤나 리페어 레드와인 세럼 300g 35,000
세이프 리페어 브라운 세럼 (1,2제) 300g 35,000 / 30,000

천연 허브 염색 파우더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레드오렌지 파우더 100g 11,000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인디고 파우더 100g 11,000
세이프 헤나 프리미엄 브라운 파우더 100g 11,000

세이프 센나 리페어 옐로우 세럼 300g / 500ml 48,000 / 77,000
세이프존 인텐시브 디톡 스타일링 세럼 120ml / 240ml 30,000 / 40,000

세이프 헤어 에센스 오일 100ml 39,600
프리미엄 스킨 케어

세이프 3일의 기적 홈세트 스칼프 ㅡ 420,000
페이스 ㅡ 420,000

세이프 리페어 4GF 미스트 100ml / 500ml 55,000 / 210,000
세이프존 리페어 4GF 크림 100g / 500g  78,000 / 210,000

고농축 3종 앰플
세이프존 인텐시브 스캘프 케어 앰플 8ml X 10ea 250,000
세이프존 인텐시브 화이트닝 앰플 8ml X 10ea 250,000
세이프존 인텐시브 너리싱 앰플 8ml X 10ea 250,000

피부 3종 앰플
세이프 트러블 포커스 앰플 50ml 55,000

세이프 화이트닝 솔루션 앰플 50ml 55,000
세이프 스팟 케어 앰플 50ml 55,000

세이프 올인원 페이셜 미스트 100ml 55,000

인텐시브 리페어 콜라겐 세이프 헤나 인텐시브 리페어 콜라겐 세트 4g X 10ea 100,000
세이프 헤나 인텐시브 콜라겐 120g 150,000

세이프 필링겔 HNP-20 100ml 27,500
세이프 리페어 선크림 60ml 33,000

소자트 4종 세트

소자트 인텐시브 토너 150ml 29,000
소자트 인텐시브 에센스 50ml 44,000

소자트 인텐시브 버블 클렌저 150ml 29,000
소자트 인텐시브 크림 60g 48,000

셀 임플란트

셀 임플란트 리페어 미스트 120ml 66,000
셀 임플란트 리페어 세럼 50ml 77,000

셀 임플란트 리페어 세럼 플러스 50ml 99,000
셀 임플란트 리페어 크림 50g 88,000

셀 임플란트 리페어 4종 세트 - 275,000
셀 임플란트 리페어 3종 세트 - 231,000
셀 임플란트 글로시 미스트 80ml 66,000

하야 더마 크레인 리프팅 앰플 3종 세트 SET 99,000
퀴아나 리프팅 앰플 15ml 55,000

제품 목록 용량 가격 비고
        천연 아로마

세이프 스칼프 에센스 오일 5ml / 10ml 24,200 / 35,200
세이프 릴렉싱 에센스 오일 5ml 24,200

세이프 리프레쉬 에센스 오일 5ml 24,200
세이프 밸런스 에센스 오일 5ml 24,200
세이프 수딩 에센스 오일 5ml 24,200

세이프 오렌지 에센스 오일 10ml 15,400
세이프 라벤더 에센스 오일 10ml 28,600
세이프 레몬 에센스 오일 10ml 15,400

세이프 페퍼민트 에센스 오일 10ml 24,200
세이프 티트리 에센스 오일 10ml 24,200

        세정 용품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테라피 샴푸 500ml 55,000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후레쉬 샴푸 500ml 55,000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트리트먼트 500ml 55,000
세이프 프리미엄 센나 바디워시 500ml 55,000

세이프 프리미엄 데일리 바디로션 500ml 66,000
소자트 샴푸 1000ml 15,000

세이프존 pH8 샴푸 1000ml 55,000
세이프존 2in1 샴푸 N 바디워시 1000ml 88,000

화이트닝 딥 클렌징 로션 240ml 35,000
네츄럴 5종 솝 비누 90g 13,000 / 15,000 어성초 / 알로에 / 아로니아 / 노니 / 진주

세이프존 궁 시크릿 클렌저 앰플 50ml 55,000

꼬뱅이 펫샴푸 꼬뱅이 펫트리 퍼퓸 헤나 샴푸 500ml 55,000
꼬뱅이 펫트리 퓨어 헤나 샴푸 500ml 55,000

        마더 & 베이비
타이트닝 마더케어 크림 300g 143,000

퓨어 마더케어 샴푸 500ml 55,000
베이비 퓨어 데일리 크림 150g 75,000

베이비 모이스처라이징 베리어 오일 300ml 68,000
베이비 퓨어 데일리 로션 300ml 53,000

베이비 2in1 베리어 샴푸 & 바디워시 500ml 66,000
        IBH LAB

IBH LAB 허브솔루션 필링 패드 150g 29,700
IBH LAB 허브솔루션 버블 클렌저 150g 29,000

IBH LAB 허브솔루션 오일 투 폼 클렌저 150ml 27,500
        남성화장품

온사이드 타이거 올인원 200ml 28,000
온사이드 밀키 올인원 150ml 29,000

온사이드 타이거 미스트 100ml 24,000
온사이드 타이거 바디 클렌저 250ml 24,000

        기타 제품들
세이프 핸드 클리너 겔 500ml 11,000
세이프 클린 미스트 500ml 11,000

보톡스 에어컴 프레셔 - 500,000
괄사 - 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