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allthatskin.com

CELL REGENERATION
Dermatologic skin care that reflects the self-regeneration 

mechanism of skin to help skin to be heathy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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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REGENERATION
피부 스스로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피부 자생 메커니즘을 반영한 피부 과학 스킨 케어

www.allthats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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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ty

Focus

셀젠은 인위적인 성분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피부 개선 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아닙니다. 

피부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되어 

피부 리듬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잠재적인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피부 관리사 셀젠이 피부 자생의 메커니즘을 실현시켜 맑고 투명한 안색, 

탄탄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Hypo-allergenic : 피부 친화력이 우수하고 풍부한 보습감을 기본으로 하는 저자극성 화장품

Advanced Skin Care :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세분화된 섬세한 라인구성을 통한 맞춤형 스킨테라피

More Effective Formula : 유효 성분의 흡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포뮬러 채택

Based On Energy Water™ : 풍부한 보습 효과로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도와 
피부에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피부와 가장 가까운 물' , 에너지워터TM 

피부과학 노하우를 담은 셀젠의 차별성은 바로 

이 에너지워터™에서 시작됩니다.

□ 국내 최초 인체(제대)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화

□ 에너지워터TM를 비롯하여 국내외 총 16건의 화장품 원료 특허 보유

□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등재된 8가지 주요 원료들의 독점 사용권 보유

□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업체(CGMP) 승인 받은 화장품 제조 공장 보유

□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Q-ISO9001 : 2008)

그룹은 

1989년 설립 이래첨단 바이오 공학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및 피부 자생 메커니즘에 

관한 노하우를 화장품에 접목시키는 등,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효과를 뛰어넘어 

안전하고 근본적인 스킨 테라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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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다운에이징 앰플로, 민감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란?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성장인자(Growth Factor)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를 비롯한 각종 성장인자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STC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ICID에 등재시킨 STC-HSCM(인체제대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섬유아세포 성장인자인 FGF 외에도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 등의 다양한 성장인자가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방법
세안 후 다음 단계 또는 토너로 얼굴을 닦아낸 후 얼굴 전체에 도포하여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셀 발란싱 솔루션 +, - 와 함께 사용하시면 영양성분이 더욱 잘 흡수됩니다.

리-엑셀 
마블러스 스킨 리-바이탈 시스템
(15ml, 15v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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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티브 바이탈 라인 4종
(주름개선기능성)

■이펙티브 바이탈 4종

이펙티브 바이탈 
솔루션(130ml)

이펙티브 바이탈 
에멀전(120ml)  

이펙티브 바이탈 
세럼(40ml)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이펙티브 바이탈 
크림(50g)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제품 소개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인 아데노신과 골든 펩타이드가 함유된 기초 화장품 4종으로, 
미세주름은 물론 깊은 주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STEP1. 세안 후 이펙티브 바이탈 솔루션을 얼굴 전체에 분사해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STEP2. 이펙티브 바이탈 세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릅니다.
STEP3. 이펙티브 바이탈 에멀전을 적당량 펴발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STEP4. 피부가 많이 건조할 경우, 이펙티브 바이탈 크림을 얇게 덧발라 주어 피부를 더욱 유연하고 탄력 있게 관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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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 이온 토너를 교차 사용하여 피부의 pH 밸런싱을 조절함으로써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등전점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 단계 제품의 영양성분 흡수를 돕는 스프레이 타입의 천연 보습 솔루션 입니다.

■등전점(Isoelectric Point)의 원리란?
미세 전류가 흐르는 피부의 전위차를 일시적으로 '0' 으로 만들어 전기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피부의 영양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사용방법
STEP1. 세안 후 (+)를 얼굴 전체에 분사하여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STEP2. (+)를 흡수시킨 직후 (-)를 분사해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STEP3. 기초화장 첫 단계에서 사용하면 제품의 영양성분 흡수에 더욱 효과적이며, 화장 전후 수분 미스트 대용으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셀 발란싱 솔루션 +, - 
(130ml, 모든피부용) 

■제품소개
프로폴리스추출물이 함유된 스프레이 타입의 솔루션으로, 
피부 속까지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여 번들거림을 조절하고 

피부를 산뜻하게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세안 후 얼굴 전체에 분사하여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화장 전후 수분 미스트 대용으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퓨어 프레시 솔루션 
(125ml, 트러블/민감한피부용) 

셀 발란싱 솔루션 + 셀 발란싱 솔루션 -

■제품소개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된 스프레이 타입의 솔루션으로, 
지친 피부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수분을 공급해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세안 후 얼굴 전체에 분사하여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화장 전후 수분 미스트 대용으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펄 모이스춰 솔루션 
(125ml, 건성피부용) 

■제품소개
유해환경과 짙은 메이크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컬러베이스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하고 보호하는데 탁월한 보호 크림 입니다.

■사용방법
기초화장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텍티브베이스를 적당량 덜어내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얇게 펴발라 줍니다.

프로텍티브베이스 
(50g, Midium23호, Light21호) 

마일드 선 SPF50+ PA+++
 (50g, 자외선차단기능성) 

■제품소개
끈적임과 백탁 현상 없이 유해 자외선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하여 

Sunburn을 예방하며 땀과 물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사용방법
기초화장 마무리 단계에서 마일드선을 적당량 덜어내어 

얼굴 전체에 꼼꼼히 발라준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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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피부용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풍부한 수분감으로 
촉촉한 피부를 유지
하는 베이직 라인

Pearl Moisture Solution, 125ml
펄 모이스춰 솔루션

천연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되어 있으며, 
노화피부에 활력을 부여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솔루션

Energy Water Drop Essence, 40g
에너지 워터 드롭 에센스

바르는 순간 물로 변해 건조한 피부에 즉각 
수분을 공급하는 촉촉한 수분 에센스

Re-Hydrating Serum, 120ml
리-하이드레이팅 세럼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집중공급해 피부당김과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수분 에센스

Aqua Moisture Cream, 80ml
아쿠아 모이스춰 크림

피부 수분막으로 민감성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모이스춰 크림

Firming Eye Cream, 15ml
퍼밍 아이크림

플랑크톤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눈가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아이크림

Moisture
모이스춰

Cell Balancing Solution(+), 130ml
셀 발란싱 솔루션(+)

피부 pH 밸런싱을 조절해 피부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스프레이 타입의 +이온 토너

셀젠 대표 라인업
제품 사용 전 흡수율을 
높여주는 부스팅 라인

Cell Balancing Solution(-), 130ml
셀 발란싱 솔루션(-)

+이온 토너와 교차 사용시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돕는 부스팅 효과의 -이온 토너

Signature
시그니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Re-Acxel Marvelous 
Skin Re-vital System, 1ml 1vial
리-엑셀 마블러스 스킨 리-바이탈 시스템

Re-Acxel Marvelous 
Skin Re-vital System, 1ml×15vials
리-엑셀 마블러스 스킨 리-바이탈 시스템

맑은 안색과 피부탄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고영양 앰플

Special Care
스페셜 케어

트러블 /
민감한피부용
예민한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순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민감성 라인

Pure Fresh Solution, 125ml
퓨어 프레시 솔루션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가꿔주는 스프레이 타입 솔루션

Pure Fresh Serum, 40ml
퓨어 프레시 세럼

수분 부족형 지성피부의 피부 속당김과 번들거림을 
해결해 주는 유수분 밸런싱 세럼

Pure Fresh Lotion, 50ml
퓨어 프레시 로션

각질제거와 수분공급을 동시 해결해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남기는 지성 피부용 로션

Pure Fresh Mask, 150g
퓨어 프레시 마스크

피지흡착 및 피부 유수분 밸런싱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클레이 마스크

Pure Fresh
퓨어 프레시

P
R

O
D

U
C

T
S

 M
A

P

주름개선 관리용
피부 탄력을 증진하여 
미세주름은 물론 깊은 
주름까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운에이징 라인

Effective Vital Solution, 130ml
이펙티브 바이탈 솔루션

자극 없이 피부결을 정돈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다운에이징 필수 솔루션

Effective Vital Emulsion, 120ml
이펙티브 바이탈 에멀전

잔주름이 많고 건조한 피부의 유수분을 조절하여 
부드럽고 유연하게 가꿔주는 에멀전

Effective Vital Serum, 40ml
이펙티브 바이탈 세럼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인 아데노신과 
골든펩타이드가 함유된 주름개선 기능성 세럼

Effective Vital Cream 50g
이펙티브 바이탈 크림

거친 피부에 번들거림 없이 효과적으로 유수분을 
공급하는 주름개선 기능성 밸런싱 크림

Effective Vital Gold Mask, 150g
이펙티브 바이탈 골드 마스크

지친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정화하는 워시 오프 타입 마스크

Anti Aging
다운에이징

Corneum Feeling Gel, 
120g
코늄 필링젤

BHA와 보습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촉촉한 피부결로 
가꿔주는 필링 젤

Dubar Citrus Cleansing 
Bar, 100g
듀바 시트러스 클렌징바

피부친화성이 뛰어난 보습성분과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으로 피부자극을 
줄인 클렌징 바

Deep Clear Cleanser, 
150ml
딥 클리어 클렌저

피부보호막 손상없이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딥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보습 클렌저

모든 피부용
모공 사이사이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정리해 주며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클렌징 라인

Cleansing Lotion, 200ml
클렌징 로션

오이추출물과 비타민E가 함유된 
메이크업까지 부드럽게 제거하는 
밀키한 클렌저

Cleansing Oil, 300ml
클렌징 오일

포인트 메이크업은 물론 피부에 남은 
노폐물까지 부드럽게 제거하는 저자극 
오일 클렌저

Cleansing Gel, 120g
클렌징 젤

소르비톨과 비타민E가 함유되어 
있으며, 민감한 건성피부에 보습과 
윤기를 부여하는 젤 타입 클렌저

Cleansing Foam, 120g
클렌징 폼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 각질
없이 매끈한 피부결로 가꾸어주는 
클렌징 폼

Facial Cleansing
페이셜 클렌징

Mild Sun SPF50+PA++, 50g
마일드 선

끈적임과 백탁 없이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일리 선크림

자외선차단 / 메이크업
짙은 색조 화장으로부터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보호 
하는 셀젠의 MUST-HAVE 
라인

Protective Base (M/L), 50g
프로텍티브베이스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크림 타입 
컬러 베이스 Color: Light(21호), Medium(23호)

SUN & 
Color

Energy Vital Serum, 40ml
에너지 바이탈 세럼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진정 및 
보습효과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고보습 세럼

건성피부용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풍부
한 영양을 공급하여 윤기 
있고 매끈한 피부결을 완성
하는 영양 공급 라인

Energy Vital Cream, 45g
에너지 바이탈 크림

고보습 크림에 비타민 복합체 캡슐이 들어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크림

Nutrition
뉴트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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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me After Shave Skin, 140ml
옴므 애프터 쉐이브 스킨

면도 후 예민해진 남성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번들거림을 방지해주는 애프터 쉐이브 스킨

모든피부용 / 남성용
쉐이빙으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
며 풍부한 보습감으로 촉촉
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남
성 라인

Homme Moisture Lotion, 140ml
옴므 모이스춰 로션

거칠고 푸석해진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며 트러블을 예방하는 모이스춰 로션

Homme
옴므

모든 피부용
탄력 관리에 특화된 
셀젠의 스페셜 라인

Endless Tightening Serum
엔드리스 타이트닝 세럼, 30ml

고보습 성분으로 피부 에너지를 높여 촉촉
하고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세럼

Endless Tightening Eye Serum
엔드리스 타이트닝 아이 세럼, 15g

아미노산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으며,
눈가 피부를 맑고 팽팽하게 되돌려주는 
고보습 아이 세럼

Endless Tightening Cream
엔드리스 타이트닝 크림, 50g

식물성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을 공급하는 
고보습 에너지 크림

Celgen by EI
셀젠 바이 이아이

모든 피부용
바디 라인을 아름답
고 매끈하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의 바디 
케어 라인

Body Shaper Milk, 235g
바디 셰이퍼 밀크

마카다미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으며, 거칠어진 바디 피부
를 부드럽고 탄탄하게 잡아주는 밀크 타입 로션

Body Shaper Cleanser, 250ml
바디셰이퍼 클렌저

블래더랙앨지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촉촉함은 남겨주는 상쾌한 바디 클렌저

Body Shaper Oil, 250ml
바디 셰이퍼 오일

로즈마리잎 오일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매끄럽고 끈적이지 않게 감싸주는 바디 오일

Body
바디

www.allthatskin.com

모든두피용
모발을 강화하여 건강
하고 윤기 있게 가꾸
어 주는 헤어클리닉 
라인

Advanced Hair Conditioner, 250ml
어드벤스트 헤어 컨디셔너

피토케라틴과 세라마이드 등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모발을 건강하게 가꿔주는 헤어 컨디셔너

Advanced Hair Toner, 150ml
어드밴스트 헤어 토너

특허 받은 모발 성장 촉진제 조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모근 및 모발을 강화하는 헤어 토너

Advanced Hair Treatment, 5ml×4병
어드밴스트 헤어 트리트먼트

손상된 두피와 모발을 집중관리하여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헤어 트리트먼트

Hair
헤어

Advanced Hair Cleanser, 250ml
어드벤스트 헤어 클렌저

뛰어난 세정력과 풍부한 수분으로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방지하는 청정 
헤어 클렌저



72,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Korea (140-884) 

T. +82.80.718.0120     F. +82.2.511.6419

TOTAL SKIN CARE SYSTEM

●Hypo-allergenic	 ●Advanced	Skin	Care	

●More	Effective	Formula	 ●Based On Energy 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