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온다습한 여름, 

두피에 건강한 온도 36.5℃97.7℉를 지킨다!

www.allthatskin.com
www.stclife.com

고객상담실 : 080-718-0120

Email : enquiry@stc365.com

1989년 "올바른 정신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인류에 공헌한다" 는 

이념으로 설립된 STC는 생명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하여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STC는 세계 최초 부작용 없는 

만능줄기세포(STC-nEPS)를 개발했습니다.

STC는 세계 최초 부작용 없는 만능줄기세포(STC-nEPS)를 개발

했습니다. 그리고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췌장베타세포, 연골세포, 

골아세포, 지방세포, 간세포, 신경세포 분화에 성공하였으며, 심장세

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과 장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기업 STC는 미래를 만드는 초일류 기업으로써 인류에 대한 

공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줄기세포기술, 항노화 유전자 

규명, 신성장요인 에너지워터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과학문

화를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워터를 기반으로 한 식량 증대를 이루어 기아를 극복

하고, 사막의 초지화를 통하여 지구 환경개선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는

Hair Toner
PERFECT GROW-UP

*nEPS : Newly Elicited Pluripotent Stem cell by Natural compound



l 셀97.7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 토너 l

l 모발강화에 특화된 특허성분 함유 l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 

국내외 특허 받은 모발성장 촉진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모근강화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l 건강한 두피온도 
  36.5℃97.7℉를 사수하자 l

시원한 쿨링효과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두피열을 낮추고 비듬과 두피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온도
DOWN

건강한
두피온도

l 국제화장품 원료사전(ICID)에 
등재된 에너지워터 함유 l

셀 97.7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토너에는 일명 피부와 가장 가까운 물로 

불리는 에너지워터가 함유되어 두피에 제품의 유효성분 영양흡수를 도와 

두피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 깨끗한 두피에 지압형 헤드를 대고 힘을 주어 눌러줍니다.

� 두피 에센스가 분사되면 지압형 돌기를 활용하여 도포한 후 머리를 빗어내리 듯

   헤어라인을 따라 지압하여 줍니다.

� 수시로 도포하여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ㅣ사 용 법ㅣ

계절과 두피

여름의 가장 큰 적은 무더위가 전부가 아니다. 

불볕더위가 닥치기 전 후덥지근하고 습한 장마철에는 머리의 모공이 넓어지면서 

유분과 각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습도 때문에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평소 두피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곧 탈모로 이어지거나 모발을 손상시킬 확률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민감성 두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비가 내린 후에 더욱 강해지는 자외선은 피부만큼 두피에도 치명적이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며, 모발이 손상되어 

머리카락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색상이 탈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착안한 셀-커뮤니케이팅 

성분들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스스로 

찾아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Cell 97.7 셀 커뮤니케이팅 시스템은 

이러한 셀-커뮤니케이팅 성분으로 

알려진 줄기세포 배양액,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 

레티놀 등을 통해 피부를 손상시키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며 피부 속부터 맑고 힘 

있게 깨어나는 놀라운 다운에이징 스킨

케어를 선사합니다.

우리 몸 속 줄기세포는 체내 손상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 

재생 및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를 뜻하는 Cell

스킨케어를 위한 최적의 피부온도 97.7℉(36.5℃)

피부 속 세포부터 활성화시키는 

셀-커뮤니케이팅 성분의 과학국내외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에서 각광받고 있는 

STC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특허 받은 모발성장촉진제 조성물 등의 함유로 

두피와 모발을 탄력 있고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헤어토너 입니다.

ㅣ셀97.7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 토너ㅣ

우선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외선이 두피에 직접 닿아 모낭을 손상

시킬 수 있다. 또한 피지와 땀 등 각종 노폐물로 인해 두피의 모공이 막혀 모발로의 영양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모근이 약해지고 그 결과 탈모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외선으로 인해 모발의 탄력이 떨어지고 색상이 변화될 수 있다. 모발을 구성

하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쉽게 파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헤어 드라

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머리카락이 푸석해져 쉽게 갈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곤 하는데 

여름철 강한 자외선이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특히 여름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젖은 머리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건조한 상태일 때보다 자외선의 영향

을 더 많이 받아 모발 손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ㅣ강한 자외선 → 두피 및 모발 손상ㅣ

덥고 습한 날씨는 피지와 땀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붉은 색의 얼룩점(홍반)과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가 벗겨지는 증상(인설)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두피·얼굴·겨드랑이·앞가슴 부위 등 피지

선이 발달한 곳에서 주로 발병한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

ㅣ고온 다습한 날씨 → 두피 염증성 질환 악화ㅣ

PERFECT GROW-UP
Hair Toner 200ml
셀97.7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토너만의 특별함

STC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에는 각종 성장인자(Growth factor)

즉,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 섬유아세포성장인자인 FGF가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수한 화장품 조성 성분으로서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등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