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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llthatskin.com

셀 커뮤니케이팅 시스템으로 
피부 속부터 어려지는 다운에이징 솔루션

한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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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는

"올바른 정신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인류에 공헌한다" 는 이념으로

1989년 설립된 STC(Soul, Treatment, Cell)는 1993년 STC생명과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며

줄기세포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세계 최초 부작용 없는 만능줄기세포(nEPS)를 개발하여

146개국 32개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였습니다.

인체유래제대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조성 성분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STC-HSCM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STC-HSCM에는 EGF,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은 물론 섬유아세포성장인자 FGF가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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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C-nEPS : newly Elicited Pluripotent Stem Cells Without Side Effects By Natural Compound 

Focus

* 피부 속부터 활성화시키는 셀-커뮤니케이팅 성분의 과학

우리 몸 속 줄기세포는 체내 손상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 재생 및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착안한 셀-커뮤니케이팅 성분들은 거칠어진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ell 97.7 셀 커뮤니케이팅 시스템은 이러한 셀-커뮤니케이팅 성분으로 알려진 줄기세포 배양액,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트리포스페이트, 레티놀 등을 통해 피부를 손상시키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며 피부 속부터 맑고 힘 있게 깨어나는 놀라운 다운에이징 스킨케어를 선사합니다.

The Identity

세포를 뜻하는 
Cell

스킨케어를 위한 최적의 피부온도 
97.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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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나라는 

생활과학연구소 및 

STRI와 협력하여 

지난 1989년 설립 이래 

우수한 화장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수 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업체(CGMP) 승인

국내 최초 인체(제대)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화

에너지워터TM 등 국내외 총 16건의 화장품 원료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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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Q-ISO9001 : 2008)

검증 받은 STC나라의
화장품 제조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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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연구원 (STRI)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연구 개발, 유전자 연구개발 (p62), 신약연구개발,

에너지워터를 기반으로한 농업생명과학연구개발, 화장품 & 건강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젊은 100세와 건강 120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TC는 세계 최초로 부작용없는 만능 줄기세포 (STC- nEP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췌장베타세포, 연골세포, 골아세포, 지방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분화에 성공하였으며 

심장세포를 비롯하여 모든 장기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TC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과학 문화를 선도하여 세계 10대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STC-nEPS를 이용한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워터를 기반으로 

식량증대를 통한 기아 극복, 사막의 초지화를 통한 지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는

[COMPANY  INTRODUCTION]

Cell-Communicating System with 
STC-HSCM

*STC-nEPS : newly Elicited Pluripotent Stem Cells Without Side Effects By Natural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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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STC의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은 프리미엄 화장품 원료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 뿐만 아니라 VEGF, HGF, KGF, TGF-β1, fibronectin, 
Type1 Collagen와 같은 성장인자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국제 화장품 원료 사전인 ICID(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유효한 성분들로 배합된 고기능성 영양 앰플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선사할 것 입니다.

• 인체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 15% 함유

• 주름 개선 

• 무알코올, 무색소, 무향료, 파라벤무첨가, 페녹시에탄올무첨가

■보관조건
1. 본 제품은 상온보관에도 문제없으나 4℃ 냉장 보관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본 제품은 개봉 후 3일 이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8

마블러스 
스킨 리-바이탈 시스템

Marvelous Skin Re-vital System
(15vials, 50v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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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노화된 피부에 EGF를 비롯한 영양성분과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속부터 맑게 빛나는 어린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식약처에서 정한 EGF의 최대 배합한도에 따른 EGF 최대 배합 함량 5000ng 함유

•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 

Re-Activated Perfect Lifting Cream
with EGF (Epidermal Growth Factor 5000ng)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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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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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발강화에 특화된 특허성분 함유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STC-HSCM), 국내외 특허 받은 모발성장 촉진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모근강화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 건강한 두피온도   36.5℃97.7℉를 사수하자
시원한 쿨링효과로 탈모의 원인이 되는 두피열을 낮추고

비듬과 두피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국제화장품 원료사전(ICID)에 등재된 에너지워터 함유
셀 97.7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토너에는 피부와 가장 가까운 물로 불리는 에너지워터가 함유되어

두피에 제품의 유효성분 영양흡수를 도와 두피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토너 

Perfect Grow-up Hair Toner  
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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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손상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보호하는 BB크림 입니다.

• 인체제대 줄기세포 배양액 STC-HSCM 함유

• Light beige / Medium beige (2 Color)

■제품소개
(+)이온토너 Cell Balancing Solution Plus와 (-)이온토너 Cell Balancing 

Solution Minus를 교차 사용하여 피부의 pH밸런스를 조절함으로써

피부장벽을 유연하게 하고 등전점(Isoelectric Point)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제품의 영양과 수분 흡수를 돕는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입니다.

■등전점(Isoelectric Point)의 원리란?
미세전류가 흐르는 피부의 전위차를 일시적으로 '0'으로 만들어

전기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피부의 영양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원리입니다.

• (+)이온과 (-)이온의 이중 수분결합

• 집중분사 스프레이형 패키지

스템셀 블레미쉬 밤  

Stem Cell Blemish Balm 
Light beige / Medium beige (50g)

셀 발란싱 솔루션
플러스 & 마이너스 (각 130ml)

Cell Balancing Solution Plus & Minus (each 1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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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are

리-엑티베이티드 퍼펙트 리프팅 크림   50g

미백 / 주름개선

고가의 EGF성분 5000ng을 함유한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크림

스템셀 브레미쉬 밤  50g
Light beige / Medium beige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손상피부 보호용 BB크림

더블 엑티베이티드 셀 크리스탈
에센스   50g

미백 / 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에센스 세럼

퍼펙트 그로우-업 헤어토너  200ml

특허 받은 모발성장 촉진제와
줄기세포배양액이 함유된 헤어토너

Skin Care

셀 발란싱 솔루션 (+) 
130ml

pH밸런스를 조절해 피부장벽을
강화시키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이온 토너

Essectial 
Basic

인플루언스 디엔에이 앰플  5ml×6ea

주름개선

아기 피부처럼 팽팽한 탄력과 활력이 필요한 
피부를 위한 주름개선 앰플

엔자임 엑스폴리앙뜨  200g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뛰어난 보습으로 매끈한 피부결을 
완성하는 스크럽 

퍼밍 아이 크림  30g

지친 눈가에 팽팽한 탄력을 
선사하는 고보습 아이 크림

리쥬브 오일  120ml

천연 보습막으로 피부를 보호해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페이스&바디 오일

이펙티브 바이탈 세럼  120ml

주름개선

풍부한 영양감으로 지친 피부에 꽉 찬 
탄력을 선사하는 영양 세럼

이펙티브 바이탈 크림  200g

주름개선

부드럽게 밀착되는 고농축 제형으로
깊은 주름까지 집중 케어하는 주름개선 크림

이펙티브 바이탈 골드마스크  250g

외부 유해환경과 노화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워시오프 팩

Moist 
Anti-aging

마블러스 스킨 리-바이탈 시스템   
1ml×15ea / 1ml×50ea

주름개선

인체줄기세포 배양액과 보습 성분이 함유된
프리미엄 주름개선 기능성 앰플

Cell-
Communicating
System

셀 발란싱 솔루션 (-) 
130ml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음 단계 제품 흡수를 돕는
부스팅 -이온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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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are

모이스춰 수딩 세럼  120ml

민감해진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
보호막을 형성해 건강하게 가꿔주는
수딩 세럼

Concentrated 
Serum

화이트닝 클리어 세럼  120ml

미백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주는 
미백 기능성 화이트닝 세럼

퓨어 프레시 세럼  120ml

특허 받은 이펙티브 팩터가 함유되어 있으며 
과다 피지 조절 및 트러블 진정 세럼

퍼펙트 클렌징 오일  500ml

각종 보습 성분이 짙은 메이크업은
말끔히 지우고 촉촉함만 남겨주는
클렌징 오일

Cleansing

에너자이징 크리스탈   2g×30ea

피부 진정, 입욕제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워터 함유 미용소금

앱솔루트 수딩 마스크  1100g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모델링 팩

에너자이징 크림  500g

피부 속은 채우고 겉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천연 유래 고영양크림

리셰이핑 마스크  1100g

과다 피지를 조절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관리해주는
페이스&바디 마스크

마린 마사지 크림  500g

마린콜라겐이 함유된
페이스&바디 마사지 크림

Special 
Care Mask Cream

딥 클리어  500ml

피부보호막 손상 없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히 제거하는
촉촉한 각질 케어

Professional

셀 발란싱 솔루션 (+)  1000ml

pH밸런스를 조절해 피부장벽을 강화시키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이온 토너

셀 발란싱 솔루션 (-)  1000ml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음 단계 제품
흡수를 돕는 부스팅 -이온 토너

이펙티브 바이탈 솔루션  1000ml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기초 솔루션 토너

퓨어 프레시 솔루션   1000ml

과다 피지 조절 및 트러블 진정에
효과적인 특허 받은 이펙티브 팩터가
함유된 토너

Essential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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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바디 스웨팅 젤  500g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매끄럽고
탄력 있는 바디라인을 가꿔주는 마사지 크림

Body & Hair

어드밴스트 헤어클렌져  500ml

두피 분비물과 모발을 깨끗이 제거해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헤어 클렌저

어드밴스트 헤어토너  500ml

특허 받은 모발성장촉진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두피 및 모발 집중관리용 헤어토너

Down-aging Solution that rejuvenates skin cells 
from within through the Cell Communicat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