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with EGF(Epidermal Growth Factor 5000ng)

어리고 밝게 빛나는 피부, 세포 속에서 그 답을 찾다.

셀 97.7 세포과학의 결정체

Cell 97.7 Online Official Shopping Mall
www.allthatskin.com

Consumer Center : 080-718-0120

EGF(Epidermal Growth Factor/상피세포 성장인자)

EGF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며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꿈의 성분'입니다.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에는 고가의 EGF성분을 식약처에서 정한 
최대 배합 한도에 따른 최대 배합 함량인 5000ng을 함유하여 눈부신 피부변화
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EGF is the ultimate compound that helps to reinforce skin barrier and shows 
efficacy in skin elasticity, whitening and reducing wrinkles. Re-Activated 
Lifting Cream contains 5000ng or the maximum dosage of EGF ingredient 
permitted by the KFDA(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to give you a 
glowing skin.

EGF有助于强化皮肤壁垒，是强化皮肤弹力、美白、改善皱纹的“梦想成
分”。完美激活提拉面霜含有药监局规定的最大配比含量--5000ng的高
价位EGF成分，让您感受惊奇的皮肤变化。

Nicotinoyl Tripeptide-1(니코티노일 트리펩타이드-1)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활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Helps to soothe and energize the tired skin and gives you a healthy-looking 
complexion. 

舒适地镇静疲惫皮肤，有助于皮肤健康。

Lecithin(레시틴)

수분을 피부에 고정시키는 성질이 있어 피부에 보습력을 부여하고 유효성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Properties of lecithin locks up moisture to your skin and thus it moisturizes 
your skin and helps to promote absorption of the active ingredients. 

具有可将水分固定于皮肤的性质，赋予皮肤保湿能力，促进有效成分吸收。

Innovation Ingredients from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 50g/1.76fl.oz

Beauty Solution from Skin Science

식약처 고시 미백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EGF성분과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기능성 등 각종 유효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은 늘어지고 칙칙한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어리고 밝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KFDA listed whitening and anti-wrinkle cosmetics

Containing EGF and other active ingredients for whitening and to improve wrinkles,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adds moisture and nutrients to the loose and dull skin to 
make it look younger and glow brighter.

药监局告示的美白+改善皱纹功能性化妆品

含有EGF成分和改善皱纹功能性、美白功能性等各种有效成分的完美激活提拉面霜，能够
向下垂及暗沉的皮肤提供充足的水分和营养，还予您年轻、透亮的肌肤。

STC - HSCM
셀 97.7 제품의 핵심 원료인 STC-HSCM(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은 FGF,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 등의 성장인자와 단백질 등 풍부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 손상 개선에 도움을 주며, 인체 적합성이 매우 탁월해 피부에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STC-HSCM(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 base material to the Cell 
97.7 products, contains abundant growth factors that include FGF, VEGF, HGF, 
KGF, TGF–1, FIBRONECTIN, TYPE1 COLLAGEN and rich nutrients such 
as protein. It helps improve skin damage and superior conformity of these 
substances to human body will ensure safety for skin use. 

Cell97.7产品的核心原料—STC-HSCM(人体由来干细胞培养液)含有FGF,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等成长因子以及蛋白质等丰
富的营养成分。有助于改善皮肤损伤，人体兼容性较强，能安全的作用于皮肤。

Energy Water
셀 97.7의 모든 제품에는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등재된 에너지워터가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함과 동시에 영양의 흡수를 도와주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Every products in the Cell 97.7 line contains energy water listed in 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While helping to moisturize your skin, Energy water 
also helps your skin to absorb nutrients better thus enabling more efficient delivery of 
the active ingredients. 

Cell97.7系列的全部产品皆含有登载在国际化妆品原料字典ICID中的化妆品原料--
能量水。将丰富的水分传达给皮肤的同时也有助于营养的吸收，有效地传达有效
成分。

25년 줄기세포 연구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Human Stem Cell Conditioned Media Cosmetic Brand integrated 
with technology and know-how of a 25-year stem cell research.  

25年干细胞研究技术以及秘诀汇集而成的干细胞培养液化妆品品牌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How to use

주름개선
Anti-Wrinkle

改善皱纹

미백
Whitening

美白

수분 보호막
Moisture 

Protection Layer

水分保护膜

영양 공급
Skin Nutrition

供给营养

피부 진정
Skin Soothing

镇静皮肤

피부 밸런스
Skin Balance

皮肤平衡

Directions of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1  Using the enclosed spatula, apply a pearl drop size of the product and
     spread evenly.

2  Gently pat for absorption lightly press onto the face using your palms to finish.

Applying the Cell 97.7 Cell Balancing Solution Plus and Minus Spray Toner before 
using the product. Using differences in electric charge of the skin, it will help your 
skin to absorb the product better and give you a more powerful effect.

完美激活提拉面霜的使用方法

1  利用附在产品里的刮勺分出珍珠粒大小的量均匀涂抹于皮肤。

2  轻拍促其吸收后，摊开手掌轻轻按压面部。

在本品使用前，请试用Cell97.7正极、负极细胞平衡液。您将体会到利用皮肤电
荷差的科学性吸收原理来更好地吸收完美激活提拉面霜的强力效果。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 사용법

1  제품에 동봉된 스파츌러를 이용하여 진주알 크기만큼 덜어내어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
줍니다.

2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킨 후 손바닥을 펴고 얼굴을 지그시 눌러 마무리해줍니다.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셀 97.7 셀 발란싱 솔루션 플러스 와 셀 발란싱 솔루션 마이너스 스프
레이토너를 사용해보세요. 피부의 전하 차를 이용한 과학적 흡수 원리로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의 피부흡수를 용이하게 도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