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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이솔루션즈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Last Make-Up으로 처음 화장 그대로 편안하고 

센스있는 피부를 위한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또한, 미국 내 세포라와 딜라드와 같은 고급 백화점에서 판매되었으며 세계우수의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피부 친화적인 식물성 성분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며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근원적

으로 해결해 주는 트리트먼트 개념의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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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 클렌징 로션 
Comfort Cleansing Lotion       300ml/1000ml 

자극없이 메이크업을 제거, 수분공급과 피부에 청량감을 주는 모

든 피부용 클렌징 로션입니다.

•  사용법 : 피부결에 따라 도포하고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천연 Anti-trouble 성분과 보습을 강화해주는 NMF[Natural Moisture Factor]성분이 함유된 아미노산계 약산성 세안성분을 함유합니다.

퓨리파잉 클렌저  
Purifying Cleanser                              250ml  

젤타입의 2차 클렌저,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정화시키

어 정상피부로 되돌려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으로 적당량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얼굴에 마사지하듯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제

거합니다.

에버클리어 밤부 클렌저 
Everclear Bamboo Cleanser                            80g

얼굴과 바디의 묵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다음 단계의 흡

수를 용이하게 하는 스크럽제입니다.

•  사용법 : 물기있는 얼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

듯 러빙한 다음  미온수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에버클리어 엔자임 마스크  
Everclear Enzyme Mask                200ml

효소 추출물이 모공 내의 불필요한 피지와 노폐물을 흡착하여 청

량감과 함께 피부를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마스크 타입의 각질 정

리제입니다.

•  사용법: 클렌징 후 물기를 닦아내고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나머

지 피부에 적당량 도포한 후 각질상태에 따라 5분 정도 두었다

가 미온수로 러빙한 후 제거합니다.

사이언스 베타 필   
Science Beta Peel                 100ml

AHA, 상백피 추출물이 함유되어 각질제거와 함께 멜라닌 생성 

억제를 도와주는 다기능적인 워터 타입의 딥 클렌저입니다.

•  사용법: 클렌징 후 물기를 닦아내고 얼굴전체에 충분히 스프레

이하여 마사지하듯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퍼펙트 피니쉬 클렌징 오일 
Perfect Finish Cleansing Oil                 250ml

저자극 식물성 오일타입의 클렌저, 피부 노폐물을 제거 및 안색 

정화 효과 부여. 포인트메이크업 리무버로도 사용합니다.

•  사용법 : 피부결에 따라 도포하고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컴포트 클렌징 폼 
Comfort Cleansing Foam         150g  

모든 피부를 깨끗이 정리해주는 산뜻한 타입의 폼클렌저 입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으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

을 낸 후 얼굴에 마사지하듯 가볍게 러빙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컴포트 클렌징 젤   
Comfort Cleansing Gel         150g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젤 타입의 1차 클렌저입니다.

•  사용법 : 피부결에 따라 도포하고 마사지하듯 러빙한 후 미온수

로 깨끗이 제거합니다.

C L E A N S I N G

셀 뉴트리션 솔루션(+), (-)    
Cell Nutrition Solution                                    130ml

등전점을 맞추어 피부 내부로부터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

솔루션과 (-)솔루션의 교차투입을 통하여 피부의 수분 저지막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줄임으로써 피부의 경피 흡수를 용이하게 하

고 내부로부터 배출도 원활하게 해주는 미스트형 솔루션입니다.

•  사용법: 세안 후 얼굴 전체에 셀 발란싱 솔루션 (+)를 충분히 스

프레이 하여 흡수시킨 후 셀 발란싱 솔루션 (-)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얼굴 전체에 스프레이 하여 흡수시킵니다.

뉴트리션 아이 e 세럼    
Nutrition Eye e Serum                                      40ml

에너지 팩터 성분함유로 칙칙하고 늘어진 눈 주위 피부에 보습막

을 형성하여 밝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에센스 타입의 눈가 전용 

세럼입니다. 

•  사용법: 솔루션 사용 후 눈가에 적당량을 취해 가볍게 두드겨 

흡수시킵니다.

펄 리본 솔루션 
Pearl Reborn Solution 130ml

히아루론산과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되어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

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보습 화장수입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고루 스프레이 한 후 가볍게 두드

려 흡수시킵니다.

피부에 유, 수분 발란스를 조절해주고 피부활성 성분이 영양을 공급해주며 메마르

고 거친 노화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줍니다.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수분공급과 함께 건조를 방지하여 수분 보유력 증진 및 

피부 활성화를 통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꾸어 줍니다.

바이오 이펙티브 바이탈 세럼 
Bio Effective Vital Serum 40ml

에너지팩터 및 너도밤나무 추출물 함유로 탄력과 피부의 매끄러

움을 증가시켜주는 영양 에센스입니다.

•  사용법 : 얼굴 전체에 솔루션을 흡수시킨 후 적당량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펴바르며 흡수시킵니다.

바이오 이펙티브 퍼밍 아이 크림 
Bio Effective Firming Eye Cream            25g/40g

보톡스 유도체 및 히아루론산의 함유로 눈 주위 피부에 보습막 

형성,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눈가 영양 크림입니다. 

•  사용법 : 눈가 잔주름 부위에 펴 발라 흡수시키고, 처음 1주는 

2일에 1번씩, 2주부터는 매일 저녁 바릅니다.

바이오 이펙티브 바이탈 크림 
Bio Effective Vital Cream 45g

마린엘라스틴 및 세라마이드의 함유로 피부재생 및 탄력, 피부를 

유연하게 가꿔주는 영양 공급 크림입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세럼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도포한 

뒤 캡슐의 알갱이를 녹이듯이 누르면서 흡수시킵니다. 

바이오 이펙티브 바이탈 마스크 
Bio Effective Vital Mask 220g

DNA마린 및 쟈스민이 함유되어 영양부족, 탄력이 부족한 피부

를 위한 크림타입의 마스크입니다. 

•  사용법 : 세럼을 흡수시킨 후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

에 마스크를 바른 뒤 15-20분 정도 지난 후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뉴트리션 올데이 인텐시브 로션 
Nutrition All Day Intensive Lotion                    50ml

모든 피부용 로션으로 수분공급과 동시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

부의 수분 보유력을 유지시켜 주며 특히,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보습력을 주는 로션입니다.  

•  사용법: 아침, 저녁 세럼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전체에 고루 도

포한 후 흡수시킵니다.

Basic Care Rejuve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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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izing Brightening
특허(NO 513659)성분인 A.C.C[고삼, 백급, 맥문동, 지모 혼합추출물]의 함유로 거

칠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주고 예민

해진 피부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외부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는 피부를 위해 비타민C 복합체로 더욱 강

화된 미백 효과와 보습효과를 부여하는 제품 라인입니다.

스마트 모이스춰 솔루션 
Smart Moisture Solution                130ml     

자작나무수액 및 백급 추출물이 함유되어 열감과 건조를 많이 동반

하는 피부에 수분공급과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진정 화장수입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고루 스프레이 하여 준 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브라이트닝 + 솔루션 
Brightening+ Solution                       130ml /480ml

키위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화장수

입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고루 스프레이하여 준 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브라이트닝 + 세럼 
Brightening+ Serum                            40ml /100ml

집중 미백관리 에센스로 비타민 C 유도체가 미백작용과 매끄러

운 피부결을 형성합니다. 

•  사용법 : 얼굴 전체에 솔루션을 흡수시킨 후 적당량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펴 바르며 흡수시킵니다. 

브라이트닝 + 크림 
Brightening+ Cream                                50g/150g

판테놀 및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된 제품으로 어둡고 영양이 부

족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성 미백관리 크림입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세럼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도포

하여 흡수시킵니다.  

브라이트닝 + 마스크 
Brightening+ Mask                                       80g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주고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깨끗한 피부

를 가꾸어 주며, 피부에 생기와 안색정화 효과를 주는 CLAY 타

입의 마스크입니다.

•  사용법 : 세럼을 흡수시킨 후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에 

마스크를 바른 뒤 15-20분 후 미온수로 러빙 후 제거합니다.   

브라이트닝 + 스팟 코렉터  
Brightening+ Spot Corrector                            30g

비타민C 유도체가 함유되어 기미, 색소 침착 부위에 사용하는 

국소 전용 전문 제품입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으로 데이, 나이트크림 사용하기 전 단계에 

기미,색소 침착 부위에 사용합니다.   

스마트 모이스춰 세럼 
Smart Moisture Serum                                     50ml    

히아루론산과 푸코스 유도체의 함유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면역

력을 강화해 주는 진정 에센스입니다. 

•  사용법 : 얼굴 전체에 솔루션을 흡수시킨 후 적당량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펴바르며 흡수시킵니다.

스마트 모이스춰 크림 
Smart Moisture Cream                    50g

화피추출물 및 모근추출물이 함유되어 수분공급과 외부자극완화

로 지속적인 진정효과를 부여하는 수딩 크림입니다. 

•  사용법 : 아침,저녁 세럼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도포하

여 흡수시킵니다. 

울트라 워터 드롭 에센스 
Ultra Water Drop Essence                    40g

푸코스 유도체 및 히아루론산이 함유된 에센스로, 피부에 바르는 

동안 생성된 물방울이 오랜 시간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상쾌함과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으로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 

후 물방울이 생기면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스마트 모이스춰 마스크 
Smart Moisture Mask                                     250g

푸코스 유도체 및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함유된 민감, 진정용 젤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  사용법 : 세럼을 흡수시킨 후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

에 마스크를 바른 뒤 15-20분 정도 지난 후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Pure Fresh

바이오 세범 컨트롤 솔루션 
Bio Sebum Control Solution                          150ml  

이펙티브 팩터(특허출원물질) 및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지성, 

여드름 피부에 피지조절 및 수분공급을 해주는 지성 피부용 화장

수입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고루 스프레이하여 준 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바이오 세범 컨트롤 세럼
Bio Sebum Control Serum                  40ml

파슬리 및 파네솔이 함유되어 피지조절 및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

호해주는 지성피부용 세럼입니다.

•  사용법 : 얼굴 전체에 솔루션을 흡수시킨 후 적당량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펴바르며 흡수시킵니다.

바이오 세범 컨트롤 로션 
Bio Sebum Control Lotion                  50ml 

살리실산 및 파파야추출물이 함유되어 번들거림을 조절해 주어 

피부를 산뜻하게 가꿔주는 지성 피부용 로션입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세럼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흡수시킵니다.

바이오 세범 컨트롤 마스크 
Bio Sebum Control Mask                  250g

위치하젤추출물 및 이펙티브 팩터가 함유되어 피부의 피지흡착 

및 피지조절, 모공수축을 도와주는 CLAY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  사용법 : 세럼을 흡수시킨 후 눈가와 입술을 제외한 얼굴 전체

에 마스크를 바른 뒤 15-20분 정도 지난 후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Hair 
특허물질(0392610)인 트리트먼트 팩터가 함유되어 모발과 두피의 분비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어 건강하고 탄력있는 모발을 가꾸어 주며 가려움을 없애줍니다.

인텐스 뉴트리션 헤어 클렌저 
Intense Nutrition Hair Cleanser                    250ml

피토케라틴이 함유되어 두피의 분비물과 모발의 때를 깨끗이 제

거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헤어 클렌저입니다. 

•  사용법 : 젖은 모발과 두피에 적당량의 클렌저를 바른 뒤 손가

락 끝부분으로 두피의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듯 거품을 낸 뒤 물

로 깨끗이 헹구어냅니다.

인텐스 뉴트리션 헤어 토너 
Intense Nutrition Hair Toner                          130ml

트리트먼트 팩터(특허0392610) 및 창포추출물이 함유되어 지루

성 피부염, 두피염증에 사용하고 모근의 성장을 촉진하는 헤어 

토너입니다. 

•  사용법 :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준 후 깨끗한 두피에 하루수회 

도포하여 마사지 합니다.

인텐스 뉴트리션 헤어 트리트먼트
Intense Nutrition Hair Treatment                 15mlx4

트리트먼트 팩터(특허0392610) 및 창포추출물이 함유 되어 두피

와 모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탄력있게 가꾸어주는 

4주간 집중 앰플입니다. 

•  사용법 : 두피의 문제부위에 제품을 흡수시키고 가볍게 마사지 하

며 두피나 모발의 손상 정도에 따라 사용횟수와 양을 조절합니다.

인텐스 뉴트리션 헤어 트리트먼트 팩 
Intense Nutrition Hair Treatment Pack         150ml

실리콘 코팅성분 및 키틴이 함유되어 머릿결을 차분하고 매끄럽

게 가꾸어주며 모발의 큐티클층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헤어팩입

니다. 모발 친화성이 우수한 키틴 성분이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

고, 필름막을 형성하여 매끄럽고 윤기있게 가꾸어줍니다. 

•  사용법 :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모발을 마사지한 다음 5~10분 

후 미온수로 충분히 헹구어냅니다.  

인텐스 뉴트리션 헤어 컨디셔너 
Intense Nutrition Hair Conditioner                 250g

세라마이드 및 D-판테놀이 함유되어 단백질 영양린스로 손상된 모

발에 부드러움과 윤기를 주며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  사용법 :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두피와 모발에 고루 마사지한 

다음 미온수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특허출원물질인 이펙티브 팩터가 함유되어 피부의 번들거림을 조절해주며 산뜻한 

사용감과 청량감을 부여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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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Timeless

얼루어 바디 셰이퍼 밀크 
Allure Body Shaper Milk 250ml 

로즈마리 및 마카다미아가 함유되어 피부에 미네랄 공급과 탄력

을 강화시켜주는 바디 밀크입니다.

•  사용법 : 목욕 또는 샤워 후 물기를 닦아낸 다음 적당량을 덜어 

전신에 골고루 마사지하듯 바릅니다. 

얼루어 바디 슬리밍 젤 
Allure Body Slimming Gel 350g

마사지 시 솔트의 스크럽 효과로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어 

주며 탄력을 증가시켜주는 바디용 젤입니다. 

•  사용법 : 얼루어 바디 슬리밍 젤을 바른 후, 마사지한 뒤 미온수

로 닦아냅니다.

얼루어 바디 릴렉싱 
Allure Body Relaxing 240g

해조추출물 및 레몬오일이 함유되어 굳은 근육의 이완작용, 순환

작용으로 바디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바디 관리 세럼

입니다. 

•  사용법 : 운동 후 또는 근육이 뭉친 부위에 바른 뒤 가볍게 마사

지합니다. 

얼루어 바디 클렌저 
Allure Body Cleanser 250g

거품이 나는 바디용 클렌져로 해조추출물과 아이비추출물이 피

부에 촉촉함과 상쾌감을 부여합니다.

•  사용법 :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 바디에 고루 마사지하듯 러빙한

후 씻어냅니다.

퍼펙트 바스트 세럼 
Perfect Bust Serum  100ml 

Cola Moist 200 및 Sesaflash 성분이 함유되어 가슴을 지탱하

고 있는 피부를 탄력있게 관리하여 가슴선을 예쁘게 교정하도록 

도움을 주며 임신, 수유, 체중변화 등으로 인해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여성의 가슴선과 목의 주름라인

을 리프팅에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 리프팅이 필요한 부분에 도포 후 가볍게 5분 정도 마사

지하며 흡수시킵니다. 

엔들리스 타이트닝 세럼
Endless Tightening Serum                       30g

아세틸 헥사펩타이드8, 히아루론산, 식물성 콜라겐 성분들이 함유

되어있어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가시켜 주는 에센

스 제품입니다. 또한 스쿠알란, 푸코스유도체 등이 함유되어 피부 

거칠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유연하게 

해줍니다.

•  사용법 : 솔루션으로 피부를 정돈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하여 가

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엔들리스 타이트닝 크림 
Endless Tightening Cream                      40g

아세틸 헥사펩타이드8, 히아루론산, 식물성 콜라겐 성분들이 함유되

어있어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가시켜 주는 크림 제

품입니다. 또한 히아루론산, 비타민E 아세테이트, 망고버터, 상어연

골 추출물등이 함유되어 피부 거칠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촉촉함을 주며, 유연하게 해줍니다.

•  사용법 : 솔루션으로 피부를 정돈 후 타임리스 세럼을 흡수시킨 후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하여 두드려 흡

수시킵니다.

엔들리스 타이트닝 아이세럼  
Endless Tightening Eye Serum                           15g

다당류게 보습제, 아미노산 유도체, 콜라겐 성분 그리고 아세틸 헥

사펩타이드8 성분들이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며, 피부탄력을 증가해 

주어 섬세한 눈가에 보습과 탄력을 주는 산뜻한 느낌의 아이전용 세

럼입니다.

•  사용법 : 솔루션으로 피부결을 정돈 후 타임리스 아이 세럼을 적당량 

덜어 작은 원을 그리며 눈 주의 피부에 세심하게 발라 흡수시킵니다.

퍼스트 쓰리 에스 타이트 – 정션솔루션 
First 3S Tight Junction Solution      30mlX1ea / 10mlX3ea

미스트타입의 간편한 사용법으로 이중 턱, 늘어진 피부 등의 페이스 

라인을 탄력 있고 긴장감 있게 가꾸어 주는 특수 케어 솔루션입니다.

•  사용법: 아침 저녁 세안 후, 쳐진 부위에 솔루션을 충분히 분사시

킨 후 두드려 흡수시켜주시고, 또는 화장한 후 그 위에 고르게 분사

하여 두들기듯 흡수시킵니다.

퍼스트 쓰리 에스 타이트 – 정션 세럼 
First 3S Tight Junction Serum                            30ml

산뜻한 에센스 타입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의 유수분 밸

런스를 유지시켜 늘어지고 쳐진 세월의 흔적을 피부를 탱탱하고 촉

촉하게 만들어 주어 아름다운 페이스 라인으로 가꾸어 주는 토탈 케

어 제품 입니다.

•  사용법: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적당량을 도포한 후 두드려 흡

수시킵니다.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레몬, 네롤리 등의 식물성분과 아로마 오일의 함유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가꾸어 준다. 끈적이지 않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상쾌하

며 피부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를 비롯한 주요성분들이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해주어 흐트

러짐 없는 피부탄력과 건강하고 윤기있는 피부결을 만들어줍니다.

Special Rich Energy

퍼펙트 베이스 크림 미디엄/ 라이트 
Perfect Base Cream-Medium / Light              70g

비사볼올 및 은행잎추출물이 함유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자극을 최소화시키는 보호크림입니다.

•  사용법 : 썬크림 후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도포한 

뒤 두드리듯이    흡수시킵니다.

스위트 마일드 크림 
Sweet Mild Cream 110g 

마린유도체 및 오이추출물이 함유되어 유해 오일 함유가 없는 수

성타입의 마사지크림으로, 혈액을 촉진시켜 부드럽고 촉촉한 피

부로 가꿔줍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적당량을 취하여 얼굴 전체에 도포한 뒤 2-3

분간 마사지한 후, 티슈로 닦아냅니다.

라이트닝 부스터-VC 파우더 
Lightening Booster - VC Powder         3.5g x 4ea

피부미용에 우수한 멀티 비타민군(비타민 A,C,E유도체)을 피부 

흡수에 탁월한 파우더 타입으로 안정화 시킨 신개념 제형의 제품

으로 안색을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 주며 피부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콤플렉스 파우더입니다.

•   사용법 : 저녁시간에 사용하며 화장수 단계 후에 소량 용기 뚜

껑 위에 덜어 얼굴 전체나 눈가, 입가 등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인플루언스 캐비어 콤플렉스 
Influence Caviar Complex                  1.5g x 32ea

석류 추출물 및 세라마이드 등의 미용성분을 마린 바이오 테크놀

로지로 접목시킨 캡슐 제품입니다. 노화에 의한 주름 피부 늘어

짐 현상을 회복하여 주는 고 영양의 캐비어를 캡슐화 시킨 제품

입니다.  

•  사용법 : 내장된 시트에 캐비어 콤플렉스 1회용(1개)을 모두 덜

어 짜서 피부에 캐비어를 터트린 액으로 사용합니다. 얼굴전체

에 골고루 문지르듯이 두드리면서 발라주며 저녁시간에 집중적

인 스킨케어를 합니다.

인플루언스 DNA 세럼 
Influence DNA Serum                              5ml x 6ea 

DNA, 엘라스틴 및 식물성 추출물의 다량 함유로 조기 노화현상

을 완화시키는 피부재생 앰플로 효과적이며 두껍고 울퉁불퉁한 

피부를 매끄럽게 개선시키며 여드름 흉터자국및 상처를 회복시

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아침, 저녁으로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더블 액션 세럼   
Double Action Serum                          10.5g x 4ea 

에너지 팩터 및 석류 추출물 파우더가 함유되어 피부의 건조함을 

해결해주어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시켜 주는 세럼입니다.

•  사용법 : 파우더의 펌프 용기 부분을 누르면 캡슐링 열리면서 

파우더가 떨어져 에센스용액과 섞이게 되며, 파우더가 녹을 때

까지 충분히 흔들어 혼합한 뒤 사용합니다.

리엑셀 Re-Acxel                               1ml x 15ea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피로, 자외선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

해 피부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엑셀은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손상받은 피부 속 줄기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화장품입니다.

•  사용법 : 세안 후 셀뉴트리션 솔루션(+)(-) 사용후 주사기 뒷부분을 눌러 얼굴 전

체에 도포 후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인플루언스 리프팅 크림 
Influence Lifting Cream       30g

모든 피부에 사용하는 영양공급용 크림으로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에 촉촉함을 주고, 비타민E 유도체와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

분이 피부를 가볍게 올려주는 영양크림입니다.

•  사용법 : 세럼이나 에센스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하여 

두드리듯이 흡수시킵니다.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환경오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에  

의한 피부 노화와 피부손상을 예방 및 개선시켜 주는 제품과 혈액을 촉진시켜 주는 

수성타입의 마사지 크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 주는 특허출원물질인 에너지 팩터가 첨가되어 피부에 촉촉

함과 탄력을 주어 건강하고 윤기있는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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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90% 고농축 활성성분을 10가지로 나누어 피부타입, 증상에 따라 세럼, 크림, 팩 베이스, 원액을 혼합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Clinical Formula

아쿠아 컴프라이즈 - Na-히아루로네이트 
Aqua Comprise - Na-Hyaluronate               15ml

탯줄, 닭벼슬, 소의 결합조직에서 유래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성분 함유되어 보습력이 뛰어납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아쿠아 컴프라이즈 - 푸코젤 
Aqua Comprise - Fucogel 1000                      5ml

과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다당류제품으로 피부를 항상 촉촉하

게 유지시켜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울트라 라이트너 - 피토라이트  
Ultra Lightener - Phytolight                  15ml

티로시나아제 활성 억제 효과, 침착 된 색소를 옅게 만드는 효능

이 뛰어나고 사과, 녹차, 오이, 황금 추출물 제품으로 맑고 깨끗

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울트라 라이트너 - 푸니카 
Ultra Lightener - Punica                   15ml

석류 추출물 함유되어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시켜 콜라겐의 

흡수를 돕고,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며 피

부에 영양 및 활력을 부여해줌으로써 각질제거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울트라 라이트너 - 디오스피로스 카키리프 
Ultra Lightener - Diospyros Kaki Leaf           15ml  

감잎 추출물(탄닌, 비타민C, P1, B1, B2, K, Carotin, 정유, 유

기산, 섬유질 등) 함유로 미백효과와 수렴효과가 있으며, 플라보

노이드 성분 함유로 피부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리커버리 콤플렉스 - 에너지 팩터 
Recovery Complex - Energy Factor             15ml 

동물성 플랑크톤인 아르테미나 살리나에서 추출(특허출원: 

2001-13480)물 함유로 피부 탄력 인자인 콜라겐, 엘라스틴, 

ECM(Extracellulamatri)의 생성을 촉진하고, 자외선에 의한 피

부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여 광노화를 방지, 개선합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리커버리 콤플렉스 - 마린 엘라스틴 
Recovery Complex - Marine Elastin              15ml 

다랑어, 혀가자미, 뱀장어 등의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해양성 엘

라스틴 추출물 함유되어 엘라스타아제 활성 억제(엘라스틴 분해 

효소)와 함께,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 및 신축

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리커버리 콤플렉스 - 루이보스 팩터 
Recovery Complex - Rooibos Factor            15ml 

콩과 침엽수 관목인 루이보스의 추출물(각종 미네랄, 플라보노이

드 함유) 함유되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정상화시켜 

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AC 젠틀 솔루션 - 이팩티브 팩터 
AC Gentle Solution - Effective Factor           15ml

계피. 오이풀 및 꼬리조팝나무 추출혼합 조성물로 피지생성에 관

여하는 효소의 활성 억제(5알파-리덕타아제)와 함께 여드름균 

증식을 억제하여 피지분비억제, 모공수축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AC 젠틀 솔루션 - 프로폴리스 
AC Gentle Solution -  Propolis                       15ml

벌집 추출물,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및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외부 오염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여드름관

리는 물론 세포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 아침, 저녁 솔루션 사용 후 얼굴 전체에 고루 도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바이오수딩 라인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민감하고 손상된 피부

를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피부의 보습력을 증가시키고, 자연 방어 능력을 유지 시

키며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무스 클렌저  
Mousse Cleanser                         200ml

마일드한 거품이 풍부한 클렌저로 청결하게 합니다. 고삼, 

맥문동 및 백급등 순수한방성분의 함유로 피부자극 없이 

더러움을 제거해주며, 히아루론산 등의 수용성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어 세안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사용법 : 무스타입으로 세안시, 펌핑하여 나온 거품을 얼굴에 

도포하고 가볍게 마사지 한 후 미온수로 제거합니다. 

바이오 수딩 플루이드

Bio-Soothing Fluid  125ml 

세라마이드와 천연보습인자(MNF) 및 스쿠알란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지속적인 촉촉함을 부여합니다. 또한 

무알콜, 무색소, 처방으로 피부 자극요소를 최소화하여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 

• 사용법 : 깨끗이 샤워한 후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부위에 

깨끗한 손으로 수시로 펴 발라줍니다.

바이오 내츄널 크림
Bio-Natural Cream                        100g

피부지질층의 주요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연약한 피부의 탄력을 

도와주는 마데코소사이드 성분의 함유로 자극으로 인해 예민한 

문제성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사용법 :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부위, 손상 받은 부위에 

바이오 수딩 플루이드를 바른 후 수시로 펴 발라줍니다.

Bio-S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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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e    Natural Beige   Honey     Cashmere     Ginger       Bronze

PF2            PF3            PF4

Facial  Make Up

컴플렉션 플라이머 
Complexion Primer                       30ml

실리콘 파우더가 늘어진 모공과 미세한 주름을 부드럽게 매꾸어 

주어 자연스러운 피부결 연출 및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더해 

줍니다. 또한 파운데이션을 번들거림 없이 처음 상태 그대로 12

시간 이상 보송보송하게 지속해 줍니다.

•  사용법 : 기초화장품 마지막 단계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펴 

바릅니다.

글램 어트렉션  
Glam Attraction                         30ml

빛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반짝이는 샤이닝 효과로 

화사한 피부를 연출합니다.

•  사용법 : 펄감을 연출하고자 하는 얼굴이나 바디 부위에 

적당량을 펴 바릅니다.

라스트 피니쉬 퍼펙션   
Last Finish Perfection                 8m x 5

하루종일 지워지거나 묻어나지 않는 슬러시 타입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  사용법 : 라스트 피니쉬 퍼펙션을 충분히 흔든 후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퍼펙트 리퀴드   
Perfect Liquid                                              40ml 

오일 프리 제품으로 매트한 마무리를 연출함과 동시에 밀착감과 

지속력이 우수하여 들뜨지 않는 파운데이션입니다. 

•  사용법 : 이마, 턱, 볼과 코에 퍼프를 사용하여 골고루 

발라줍니다.

퍼펙트 파우더  
Perfect Powder                                13g

오일프리 타입의 다공성 시범 컨트롤 파우더가 하루종일 

산뜻하고 보송보송하게 피부를 유지 시켜주며, 피부의 잡티 및 

고르지 못한 피부 톤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표현해 드립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부드럽게 두들겨 바릅니다.

원더 매직 파우더 
Wonder Magic Powder                     30g

피부에 가볍게 밀착되는 실키한 파우더로, 피지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보송보송하고 화사한 피부상태를 오랫동안 유지 

시켜줍니다.

•  사용법 : 퍼프에 적당량을 묻혀서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면서 

바릅니다. 

퓨어 그레이스  
Pure Grace (Cheek blusher)                      4g

얼굴에 생기를 부여하고, 완벽한 윤곽을 연출하기 위한 터치 

브러셔입니다. 

•  사용법 : 브러쉬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광대뼈, 이마, 턱 주위에 

가볍게 발라 줍니다.

롱웨어 메이크업 리무버  
Long Wear Make-up Remover                    125ml

투 레이어 타입의 오일프리 리무버로 눈과 입술 화장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  사용법 : 두층을 균일하게 섞은 후 퍼프에 적당량을 취해 눈과 

입술의 화장을 부드럽게 지웁니다.

Nude        Vanilla

Lovely Pink     Sweet Pink   Silky Bronze      Peach Pink    Angel Violet 

Ivory          Vanilla        Shell       

Ivory         Wheat         Fresco         Linen     Sun Kissed     Cocoa

LF2             LF3            LF4    

Eye Make Up 

퓨어 팝  
Pure Pop                       4.8g

독특한 스폰지 제형의 화사한 눈매 연출을 위한 펄타입 롱 

라스팅 아이섀도우이고, 가루날림과 자극이 적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밀착감이 우수하고 뭉침이 없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  사용법 : 팁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눈 주위에 가볍게 발라 

줍니다. 

슈퍼스타 펄 파우더 
Super Star Pearl Powder                                2.5g

가볍게 밀착되어 화려한 스파클과 선명한 컬러를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  사용법 : 브러쉬나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스무스 크림 아이라이너 
Smooth Cream Eyeliner                    3g

선명하고 매혹적인 워터프루프 크림 타입의 아이라이너입니다.

•  사용법 : 브러쉬나 팁을 사용하여 손눈썹 라인을 따라 

그려줍니다. 

래쉬 프라이머   
Lash Primer                   8g 

손상되고 거친 속눈썹을 보호해주는 마스카라 베이스로, 

속눈썹을 길고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래쉬 프라이머를 바른 후 

마스카라를 덧바르면 눈썹의 볼륨이나 컬감을 높혀 줍니다.

•  사용법 : 브러쉬를 속눈썹에 내용물을 채워 주듯이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6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볼륨 마스카라  
Volume Mascara            8g

번지거나 뭉치지 않는 워터프루프, 스머지프루프 기능의 

마스카라로 풍성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연출해 줍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취해 아래, 위로 내용물을 채워주듯이 

발라줍니다.

컬링 마스카라  
Curling Mascara            8g

번지거나 뭉치지 않는 워터프루프, 스머지프루프 기능의 

마스카라로 선명한 컬링을 연출해 줍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취해 아래, 위로 내용물을 채워주듯이 

발라줍니다. 

브로우 인핸스  
Brow Enhance             2ml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뭉침없이 지속력이 있고, 선명한 눈썹을 

표현해 줍니다. 

•  사용법 :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매꾸어 주면서자연스러운 눈썹 

라인을 그려줍니다.

01            02              03             04              05

Aqua Crystal

Ideal Pink

01            02              03             04              05             06            07

Blue Marine

01            02              03             04              05             06            07

Silky Brown

01            02              03             04              05             06            07

Olive Green

01            02              03             04              

Secret Violet

01            02              03             04              05           
Shining Gold

01            02              03             04              05           

01            02              03             04              05             06            07

Rich Black     Dark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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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Orange

01            02              03             04              05             06            07

Shining Rose

01            02              03             04            
Aqua Pink

01            02              03             04              05            

01            02              03             04    

Chocolate Mousse

아이 솔루션  
Eye Solution                      15ml

피곤한 눈가 및 부은 눈을 완화시켜 생기있게 관리해 주고, 

눈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주며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약지에 덜어 눈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세심하게 펴 바른 후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킵니다.

아이 리파인  
Eye Refine                                        15ml

3가지 AHA성분이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어 각질을 

정돈하여 투명한 눈가로 관리해 주고, 눈가 잔주름 및 표정선을 

완화시켜 줍니다.  

• 사용법 :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눈가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브로우 라스트  
Brow Last    7ml

브로우 색과 형태를 8시간까지 지속시켜주고, 브로우 색이 물에 

지워지거나, 묻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사용법 : 눈썹 상태나 기호에 따라 원하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 브로우를 그린 후, 적당량을 눈썹라인에 맞춰 소량을 

취해서 발라 줍니다. 

라이너 라스트  
Liner Last     7ml

아이라이너의 색과 형태를 8시간 까지 지속시켜 주고, 

물에 지워지거나 묻어나지 않고 오랫동안유지되며, 저자극 

시스템으로 민감한 눈의 소유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법 : 아이라이너가 건조되면 라이너 라스트를 바릅니다.

Eye Make Up Lip Make Up

퓨어 러브 
Pure Love - 20colors (Lip Stick)                    3.8g

반짝이는 컬러로 매혹적인 입술을 연출해 주는 립클로스 타입의 

립스틱입니다.

• 사용법 : 입술의 결에 따라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플럼핑 립 글로스 
Plumping Lip Gloss      8g

다양한 컬러가 있으며, 주름 없이 도톰하고 섹시한 입술을 

연출해 줍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취해 아래, 위로 내용물을 채워 주듯이 

발라줍니다.

립 밤 Lip Balm                     3.3g

민감하고 건조한 입술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여 항상 촉촉하고 

건강한 입술로 가꾸어 줍니다. 

• 사용법 : 깨끗한 입술에 골고루 발라 줍니다.

Crystal Clear        Angel Pink        Sweet Sherbet  Soft Kisses  

Spicy Cinnamon        Rich Ruby

Tea Tree Oil      Hint of Color       Grapefruit   

립 프라이머  Lip Primer    15ml

입술에 영양과 보습을 공급하고 립스틱 색상 표현을 선명하게 

연출해 줍니다. 

•  사용법 : 필요에 따라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적당량을 취해 

입술 위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기 전 충분히 건조 

시킨 후 바릅니다.

립 리파인  Lip Refine        15ml

입술 주름 및 입가의 표정선을 완화하는 크림으로, 입술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하며 잔주름을 완화시켜 줍니다. 

• 사용법 : 매일 저녁 잠자기 전 입가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립 에버 라스트  Lip Ever Last                        2.5gx2

한번 바른 립 컬러가 하루 종일 아름답게 유지되며 묻어나지 

않는 롱라스팅 립 컬러입니다.

•  사용법 : 적당량을 취해 입술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건조 후 립글로스를 덧발라주면 더욱 선명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립 인헨스 Lip Enhance   2ml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선명하고 볼륨있는 입술선을 표현해 주며, 

모든 종류의 립과 립톤을 블랜딩 해줍니다.

•  사용법 : 입술의 중간에서 시작해서 양방향으로 그려주고, 

균일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주면서 자연스러운 입술 라인을 

그립니다.

립 라스트 Lip Last   7ml

립스틱을 8시간 지속시켜 주고, 물에 지워지거나 옷, 유리잔, 

볼에 더 이상 묻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  사용법 : 립스틱을 바른 후 Lip Last를 얇게 한쪽방향으로 

발라줍니다.

Pink Beige     Light Brown     Ruby 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