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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기술로 만든 제품과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아이소브는 '여성을 아름답고 건강하게'라는 사훈 아래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과 비약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 3월 6일 설립된 아이소브는 <창조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보람의 일터를 

스스로 만든다> 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 만족의 경영’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화장품 연구개발에 전념해오고 있습니다.

ISOV 브랜드는 <I love healthy skin> 이라는 의미로 전문 연구팀에서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허 성분과 천연 식물 추출 배합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첨단 의학 과학 연구 기술을 사용합니다.

Creating beautiful 
and healthy women

Produce products with sincerity and technology, 
Create beauty and health culture enterprise

ISOV adheres to the principle of "creating beautifuland healthy women", and focuses 

on developing new technologies, actively expanding overseas markets, and achieving 

rapid development based on excellent R&D team.

Founded on March 6, 2000, ISOV takes "creation and reasonable thinking, courteous 

attitude" as our business philosophy and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as our 

goal, focusing on cosmetics research and development.

ISOV means "I love Healthy Skin", it is a brand developed by a professional team, 

based on countless clinical experience, adhere to the use of natural essence plant 

formula, the use of cutting-edge medical scientific research technology to produce 

safety, efficacy cosmetics with exclusive patent ingredients.

ABOUT US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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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20

2021

2000	 3월	쏘렉스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회사	설립

2003	 피부	미용기기	생산

2005	 기혈	스톤테라피	출시

2009~	 ISOV	브랜드	화장품	출시

2014	 해외	화장품	박람회	참가	

2015	 대한	에스테틱	유통협회	공로상	수상

2016	 중국	수출	총판	계약

2017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8	 구의동	아이소브	빌딩	사옥	건립

	 산업통상	자원부	후원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대상"	

	 수상

	 산업통상	자원부	후원	“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수상

	 Sisa	Beauty	Oscar	Awards	시상

	 “ISOV”	상표등록	완료

	 “MESO	AC”	상표등록	완료

2019	 중국	티몰(Tmall)	스토어	오픈

	 안티에이징	라인	등	14가지	홈	케어	제품	출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두바이	8개국	수출

2020	 법인	주식회사	“아이소브”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이동철)

	 구리	토평동	“아이소브	국제	물류센터”	건립	

	 (대지300평)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소	개설

	 벤처	인증	기업

	 기술	평가	우수기업	인증

	 무역협회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천연식물추출물	유래	NO활성	억제재	제조방법	

	 특허	출원(제10-2125895호)

2021				ISOV	화장품	중국	위생허가(CFDA)	완료
	 (80개	품목)

	 유럽인증	CPNP	등록(24개	품목)

	 마사지	미용기	DPS	특허	출원(제10-2260212호)

	 골드	PTT	마이크로	파티클	제품	개발	출시	

	 (특허	출원중)

	 “DEGI”	상표	등록	완료

	 현재	ISOV	브랜드	화장품	150종

	 무역협회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해외	16개국	수출

HISTORY

2000 Sorex L.L.C. established in March (Main items are 
 cosmetics, beauty equipment, and medical equipment.)
2003  Produced skin beauty equipment
2005  Developed stone therapy 
2009~	Officially	launched	ISOV	brand	cosmetics

2014  Attended the Beauty EXPO in Harbin, China
2015  Korean Esthetic Society Achievement Award
2016  Signed the exclusive export general agency contract 
 with China
2017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2018  Guui-dong ISOV Building Headquarters established
  Korea Esthetic Distribution Association Brand Award
  Korea Brand Power Award
  Sisa Beauty Oscar Award
  Completed the ISOV trademark registration
  Completed the MESO AC trademark registration

2019  Opened the Tmall online store in China
  Launched 14 home care products including anti-aging line
  Exported products to 8 countries: China, Russia, Vietnam,  
 New Zealand, Canada, Malaysia, America and Dubai

2020  Changed company name to ISOV. Co., Ltd. 
 (CEO: Lee Dongcheol)
  Established “ISOV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in 
 Topyeong-dong, Guri (300 pyeong of land)
  Established R&D department research institute
		 Completed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Completed Technology Evaluation Excellent Company 
	 Certification
  Awarded the “3 Million Dollar Export Tower”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Patent 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method of NO 
 activity inhibitors derived from natural plant extract 
 (No. 10-2125895)

2021  ISOV Cosmetics completed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	certification	(80	items)
  ISOV Cosmetics completed European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	registration	(24	items)
  Patent application for massage beauty apparatus DPS 
 (No. 10-2260212)
  Developed and launched Gold PTT microparticle products
 (patent pending)
  Completed the DEGI trademark registration
  Currently, there are 150 products of ISOV brand cosmetics
  Awarded the “5 Million Dollar Export Tower”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Exported products to 16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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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아미노 프로 키트  전문가용  S-AMINO PRO KIT 

V-그레이프 프로 키트  전문가용  V-GRAPE PRO KIT 

제품 특징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활성산소와	각질을	제거해주며	필라그린	활성	성분	함유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며	맑은	피부로	만들어	주는	Detoxing(디톡싱)	필링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포도추출물,	트라넥사믹애씨드,	AHA,	허브로버트추출물,	돌콩오일추출물	등		

적용 피부 
칙칙한	피부,	모공이	넓은	피부,	각질이	많은	피부	

*	피부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사용법	참고		

Features
It is a Detoxing peeling kit which contains antioxidant ingredients and 
filaggrin	active	ingredients	that	can	remove	free	radicals	and	dead	skin	
cells on the skin, strengthen the skin barrier and make the skin clear.

Main ingredients
Vitis Vinifera (Grape) Fruit Extract, Tranexamic Acid, AHA, Geranium 
Robertianum	Extract,	Glycine	Soja	(Soybean)	Oil	Unsaponifiables,	etc

Applicable skin type 
Dull skin, Skin with enlarged pores, Skin with a lot of keratin
* Please refer to the usage as the application time varies depending on the skin.

제품 구성 
V-그레이프	솔루션(100ml),	V-그레이프	발란스(100ml)

V-인텐시브	이펙트	세럼(50ml),	V-인텐시브	이펙트	크림(100ml)

Product Composition 
V-Grape Solution (100ml), V-Grape Balance (100ml)
V-Intensive Effect Serum (50ml), V-Intensive Effect Cream (100ml) 

제품 특징
아미노산	성분이	콜라겐을	활성화시켜	노화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매끄

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는	Anti-aging	(안티-에이징)	필링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8가지	아미노산,	AHA,	BHA,	PHA,	알파-비사보놀	등		

적용 피부 
노화	피부,	탄력이	필요한	피부	

*	피부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사용법	참고		

Features
It is an anti-aging peeling kit that makes the skin smooth and elastic by 
removing dead skin cells from aging skin by activating collagen.

Main ingredients
8 kinds of amino acids, AHA, BHA, PHA, Alpha-Melight (Bisabolol), etc

Applicable skin type 
Aging skin, Inelastic skin
* Please refer to the usage as the application time varies depending on the skin.

제품 구성 
S-아미노	솔루션(100ml),	S-아미노	O2	앰플(50ml),	S-아미노	크림(100ml)

Product Composition 
S-Amino Solution(100ml), S-Amino O2 Ampoule(50ml), S-Amino Cream(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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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L-스킨발란스 액티베이터  전문가용   200ml  G.L-SKIN BALANCE ACTIVATOR 

제품 특징
G-타이트닝	리퀴드,	L-토닝	리퀴드와	함께	사용	시	필링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정화

시켜	유연하게	해줍니다.		

주요 성분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흑효모발효물,	병풀추출물,	호장근뿌리추출물,	

황금추출물	등		

사용 방법 
G-타이트닝	리퀴드,	L-토닝	리퀴드	필링제의	중화제로	사용됩니다.		

Features
It is a neutralizer used together with G-Tightening Liquid or L-Toning 
Liquid,	which	can	purifie	and	softens	the	skin.

Main ingredients
ELL-6 Perfect (Soothing patented ingredient), Aureobasidium Pullulans 
Ferment, Centella Asiatica Extract, Polygonum Cuspidatum Root 
Extract,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 etc

How To Use 
Used with G-Tightening Liquid, L-Toning Liquid as a neutralizer in 
peeling agents.

제품 특징
약초	성분이	민감한	피부의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주며	천연	식물추출물과	식물

오일	성분이	쿨링	효과와	영양을	공급해	피부를	보호해주는	Anti-stress	(안티-스

트레스)	필링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4가지	복합산,	9가지	약초성분,	동백나무씨오일,	세라마이드엔피,	ELL-6	Perfect	

(진정특허성분)		

적용 피부 
모든	피부,	건조한	피부,	예민한	피부,	초기	트러블	피부

*	피부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사용법	참고		

Features
It is an anti-stress peeling kit contains herbal ingredients and natural 
plant extracts and plant oils which can remove keratin from sensitive 
skin without irritation, provide cooling and nutrition to protect the skin.

Main ingredients
4 kinds of compound acids, 9 kinds of herbal ingredients, Camellia 
Japonica Seed Oil, Ceramide NP, ELL-6 Perfect (Soothing patented 
ingredient), etc

Applicable skin type 
For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ry skin, sensitive skin, early trouble skin
* Please refer to the usage as the application time varies depending on the skin.

메조 필 CL4 플러스 키트  전문가용  MESO PEEL CL4 PLUS KIT

제품 구성
메조	필	CL4(100ml),	메조	하이드로	마스크(100ml)

메조	뉴트리션	크림(50ml)

Product  Composition
Meso Peel CL4(100ml), Meso Hydro Mask(100ml)
Meso Nutrition Cream(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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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제품 특징
고함량의	글리코닉산을	안정화	시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턴-오버	주기를	

앞당기며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필링제입니다.	

주요 성분
글라이콜릭애씨드	40%	등		

적용 피부 
건성피부,	노화로	인해	주름	형성이	시작되는	피부,	각질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피부	

Features
It is a peeling agent with a stable high content of glyconic acid which 
helps to remove dead skin cells on the skin to speed up the skin turn-
over cycle and create a smooth texture.

Main ingredients
Glyconic Acid 40%, etc

Applicable skin type 
Dry skin, especially for wrinkled skin due to aging, and some skin 
trouble caused by dead skin cells

G-타이트닝 리퀴드  전문가용   100ml G-TIGHTENING LIQUID

L-토닝 리퀴드  전문가용   100ml L-TONING LIQUID

제품 특징
고함량의	락틱애씨드를	안정화시켜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턴-오버	주기를	

앞당기며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필링제입니다.			

주요 성분
락틱애씨드	40%	등			

적용 피부 
건성	피부,	색소	침착	피부,	기미·잡티가	있는	피부	

Features
It is a peeling agent with a high content of stable lactic acid which 
helps to exfoliate and speed up the skin turn-over cycle and brighten 
the skin tone.

Main ingredients
Lactic Acid 40%, etc

Applicable skin type 
Dry skin, Pigmented skin,especially for the skin with freckles and 
blem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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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제품 특징 다량의	펩타이드	함유로	노화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	탄력과	영양을	주는	MTS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팔미토일트리펩타이드-5,	돌콩오일추출물,	올리브오일추출물,	밀배아오일추출물,	아데
노신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노화	피부,	탄력이	없는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Features It is an aesthetic ampoule contains a lot of peptides that regenerates 
damaged skin due to aging and provides elasticity and nutrition to the skin.
Main ingredients Palmitoyl Tripeptide-5, Soybean Oil Unsaponifiables, Olive Oil 
Unsaponifiables,	Wheat	Germ	Oil	Unsaponifiables,	Adenosine,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Inelastic skin, Wrinkle 
improvement function

제품 특징 여러	가지의	미백	성분	함유로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환하게	가꾸어	주며	피부에	활
력을	주는	MTS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알파-비사보놀,	글루타티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마데카소사이드,	ELL-7	WHITE		
(특허제10-1666783	호)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기미&주근깨	피부,	칙칙한	피부,	미백	기능성

Features It is an aesthetic ampoule that brightens dark and dull skin with various 
whitening ingredients.
Main ingredients Alpha-Melight (Bisabolol), Glutathione, Sodium Hyaluronate, 
Madecassoside, ELL-7 WHITE (Patent No. 10-1666783 ),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uneven skin tone and 
freckles skin, Whitening Functionality

제품 특징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이	지성	피부와	모공을	케어해주며	트러블로	인한	흔적을	개선해	주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티트리잎수,	다이메칠설폰,	사이아노코발아민,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적용 피부 지성피부,	피지가	많은	피부,	트러블	피부

Features It is an aesthetic ampoule containing a variety of active ingredients to care 
for oily skin and pores and to improve the marks left by skin problems.
Main ingredients 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Wate, Dimethyl Sulfone, 
Cyanocobalamin, Niacinamide, etc
Applicable skin type Oily skin (sebum-rich skin), Acne skin (dark marks caused by 
trouble skin)

브라이트닝 필스 앰플  전문가용   5ml × 10ea BRIGHTENING FILLS AMPOULE 

안티-링클 필스 앰플  전문가용   5ml × 10ea ANTI-WRINKLE FILLS AMPOULE

안티-AC 필스 앰플  전문가용   5ml × 10ea  ANTI-AC FILLS AMP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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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거미줄의	단백질	성분에서	추출한	8가지	아미노산과	AHA,	BHA,	PHA	성분	배합

으로	정상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노화된	단백질의	선택적	분해를	통해	피부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필링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8가지	아미노산,	AHA,	BHA,	PHA,	글루타티온	등		

적용 피부 
노화	피부,	탄력이	필요한	피부	

(단,	피부에	따라	적용	시간이	달라지므로	사용법	참고)	

Features
A peeling kit that helps regenerate the skin! 8 amino acids extracted 
from spider web proteins and AHA, BHA, PHA and NFA components 
do not damage cells, and improves complex skin problems through 
selective degradation of aged proteins.

Main ingredients
8 Amino Acids, AHA, BHA, PHA, Glutathione, etc

Applicable skin type 
Aging	Skin,	Deficient	Elasticity	Skin	
(Note : Adjust the using time according to skin type)

스파이더 ALP 솔루션 3.0 키트 SPIDER ALP SOLUTION 3.0 KIT

VX-7 시스템 VX-7 SYSTEM

제품 구성
스파이더	ALP	3.0	(3.5ml	×	10ea),	스파이더	O2	앰플	(3ml	×	10ea)

스파이더	톡스	크림	(5ml	×	10ea)

Product  Composition
Spider ALP 3.0 (3.5ml × 10ea), Spider O2 Ampoule (3ml × 10ea)
Spider Tox Cream (5ml × 10ea)

제품 특징
포도의	활성	성분,	미백에	특화된	산성	성분과	AHA,	BHA,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CO2의	활성화	작용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인		

필링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포도추출물,	AHA,	BHA,	트라넥사믹애씨드,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등		

적용 피부 
문제성	트러블	피부,	칙칙한	피부		

Features
A peeling kit that contains active ingredients of grapes, acid components 
specialized for whitening, AHA, BHA, and patent ingredients, has a powerful 
antioxidant due to CO2 activation and improves skin tone.

Main ingredients
Vitis Vinifera (Grape) Fruit Extract, AHA, BHA, Tranexamic Acid,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Troubled Skin, Dull Skin 

제품 구성 
VX-7	솔루션(필링제	3ml	×	10ea),	VX-7	CO2	밸런스(중화제	3ml	×	10ea) 
Product Composition 
VX-7 Solution(Peeling Liquid 3ml × 10ea), VX-7 CO2 Balance(Neutralizer 3ml × 10ea)

PEEL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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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 필 CL4 프로 MESO PEEL CL4 PRO

제품 특징
ISOV	화장품만의	기술력과	Cosmesotheraphy를	접목한	차세대	신개념	필링		

시스템으로	약초	필링	앰플,	진정	마스크,	재생	크림으로	구성된	10회	프로그램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4가지	복합산,	9가지	약초성분,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등		

적용 피부 
건성	피부,	예민	피부		

Features
A next-generation peeling system consisting of herbal peeling 
liquids, soothing mask and regeneration cream to improve skin 
problems by combining ISOV Cosmetics unique technical skills and 
Cosmesotheraphy. (Program kit for 10 times)

Main ingredients
4 Kinds Of Complex Acids, 9 Kinds Of Herbs,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Niacinamide, Adenosine, etc

Applicable skin type 
Dry Skin, Sensitive Skin

제품 구성 
메조	필	CL4(7ml	×	10ea),	마데카	카밍	겔	크림(50ml)

메조	스템	C	크림(미백,	주름,	2중	기능성	인증	10ml	×	3ea) 
Product Composition 
Meso Peel CL4(7ml × 10ea), Madeca Calming Gel Cream(50ml)
Meso	Stem	C	Cream(Whitening,	Anti-wrinkle	Double-Functional	Certification	10ml	×	3ea)

PEELING LINE

제품 특징
ISOV	화장품만의	기술력과	Cosmesotheraphy를	접목한	차세대	신개념	필링		

시스템으로	약초	필링	앰플,	진정	마스크,	재생	크림으로	구성된	5회	프로그램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4가지	복합산,	9가지	약초성분,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아데노신	등		

적용 피부	
건성	피부,	예민	피부	

Features
A next-generation peeling system consisting of herbal peeling 
liquids, soothing hydro mask and repair cream to improve skin 
problems by combining ISOV Cosmetics unique technical skills and 
Cosmesotheraphy. (Program kit for 5 times)

Main ingredients
4 Kinds Of Complex Acids, 9 Kinds Of Herbs,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Adenosine, etc

Applicable skin type 
Dry Skin, Sensitive Skin

메조 필 CL4 키트 MESO PEEL CL4 KIT

제품 구성
메조	필	CL4(5ml	×	5ea),	메조	하이드로	마스크(30ml),	메조	리페어	크림(20ml)

Product  Composition
Meso Peel CL4(5ml × 5ea), Meso Hydro Mask(30ml), Meso Repair Cream(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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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PHA성분	15%를	함유한	각질제거제로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건조하

고	민감한	피부	전용	필링제로	피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며,	보습과	수

분	공급을	해줍니다.

주요 성분
글루코노락톤(15%),	판테놀,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gentle, non-irritating peeling liquid for sensitive and dry skin 
that smoothly removes skin waste and supplies moisturizes to 
skin.

Main ingredients
Gluconolactone (15%), Panthenol,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PEELING LINE

브라이튼 리퀴드  150ml BRIGHTEN LIQUID

제품 특징
ISOV	화장품만의	기술력과	Cosmesotheraphy를	접목하여	AHA+BHA+PHA+	

NFA	4가지의	필링액과	피부의	문제점	개선에	엄선된	9가지	약초	성분으로	구성

된	차세대	신개념	필링으로	에스테틱,	피부과	전용제품입니다.

주요 성분
락틱애씨드,	살리실릭애씨드,	글루코노락톤,	9가지	약초성분,	호두나무열매껍질

가루	등		

적용 피부	
건성	피부,	예민	피부		

Features
A next-generation peeling system consisting of AHA+, BHA+, 
PHA+, NFA and nine herbal ingredients selected to improve skin 
problems by combining ISOV Cosmetics unique technical skills 
and Cosmesotheraphy. (Special for dermatology)

Main ingredients
Lactic Acid, Salicylic Acid, Gluconolactone, 9 Kinds Of Herbs, 
Juglans Regia (Walnut) Shell Powder, etc

Applicable skin type 
Dry Skin, Sensitive Skin

메조 필 CL4  300 ml MESO PEEL 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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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탄력을	높여주는	폴리락틱애씨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과	천연보습제인	히알

루론산의	함유로	피부의	주름을	완화시켜	탄력을	높여	젊은	피부로	만들어	주며,	

미백,	보습력에	도움을	주는	고기능성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폴리락틱애씨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나이아신아마이드,	소듐하이알루로네

이트,	녹차캘러스배양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노화	피부	

Features
It is a high-functional ampoule containing polylactic acid, hydrolyzed 
collagen and natural moisturizer called hyaluronic acid, improve skin 
elasticity, whitening, moisturizing and make skin more younger.

Main ingredients
Polylactic Acid (PLLA), Hydrolyzed Collagen, Niacinamide, Sodium 
Hyaluronate, Camellia Sinensis Callus Culture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제품 특징
식물줄기세포배양액,	보톡스	펩타이드,	EGF,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함유

한	제품으로,	피부	속	깊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노화	피부,	건조한	피부,	

손상된	피부가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며,	주름,	미백,	탄력,	재생에	탁

월한	효과가	있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에스에

이치–올리고펩타이드-1,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노화	피부	

Features
It is a special ampoule kit with plant stem cell culture extract, anti-
aging and whitening ingredients which can improve fundamental 
problems in skin, make dry skin and damaged skin recover as quickly 
as possible.

Main ingredients
Niacinamide, Leontopodium Alpinum Callus Culture Extract, Acetyl 
Hexapeptide-8, sh-Oligopeptide-1, Hydrolyzed Collagen,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and aging skin

SPECIAL KIT LINE

메조 필스  10ml x 5ea MESO - FILLS

EGF 스템 C  10ml x 5ea EGF STEM C

주름,	미백	2중	기능성	인증
Anti-wrinkle & Whitening Double-Functional Solution

주름,	미백	2중	기능성	인증
Anti-wrinkle & Whitening Double-Function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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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비타민	C,	식물줄기세포	배양액,	EGF,	알부틴,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스킨

장비(이온토프레시스),	MTS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

고,	미백,	재생,	노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
아스코빅애씨드	100%,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나이아신아마이드,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Features
It contains Vitamin C, plant stem cell culture extract and anti-wrinkle 
composition which can improve skin problems and has excellent 
effects on whitening, regeneration and elasticity with using skin 
iontophoresis or MTS.

Main ingredients
Ascorbic Acid, Leontopodium Alpinum Callus Culture Extract, 
Acetyl Hexapeptide-8, Niacinamide, Palmitoyl Tripeptide-5, Sodium 
Hyaluronate,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제품 특징
피부	속	깊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	및	정화시키는	7가지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

세포에	건강과	힐링을	주는	식물줄기세포	키트입니다.

주요 성분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나이아신아마이드,	팔미토

일트라이펩타이드-5,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노화	피부	

Features
It is a plant stem cells ampoule kit which has 7 functions can improve 
and purify the fundamental problems of deep skin, make skin healthy.

Main ingredients
Leontopodium Alpinum Callus Culture Extract, Acetyl Hexapeptide-8, 
Niacinamide, Palmitoyl Tripeptide-5, Sodium Hyaluronate,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and aging skin

SPECIAL KIT LINE

C 스템 셀 C STEM CELL

메조 스템 7  10ml x 5ea MESO STEM-7

제품 구성 
비타	C	파우더(2ml	x	3ea)

메조	스템	7(30ml	x	3ea) 
Product Composition 
Vitamin C powder(2ml x 3ea) 
Meso-stem 7(30ml x 3ea)

주름,	미백	2중	기능성	인증
Anti-wrinkle & Whitening Double-Functional Solution

주름,	미백	2중	기능성	인증
Anti-wrinkle & Whitening Double-Function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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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IT LINE

제품 특징
고농도의	비타	C	활성	성분	25%	함유로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	톤을	맑게	해주며,	

보습과	영양을	주는	프리미엄	비타민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아스코빅애씨드,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피부	톤	개선이	필요한	피부		

Features
Premium vitamin ampoule with high concentration of 25% vitamin 
C active ingredients which can remove freckles and blemishes, 
improve dull skin tone, moisturize and nourish skin.

Main ingredients
Ascorbic Acid, Palmitoyl Tripeptide-5, Hydrolyzed Collagen, etc

Applicable skin type 
Any skin type that needs improvement of skin tone

비타 C 25 앰플  10ml x 5ea VITA C 25 AMPOULE

제품 특징
고농도의	비타민	성분과	보습	에센스가	만나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	아스코빅애씨드,	오이열매추출물,	캐비아추출물,	카퍼트

라이펩타이드-1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Features
A brightening ampoule with high-enriched vitamin powder and 
moisturizing essence which can improve skin tone and replenish 
water for skin.

Main ingredients
Hippophae Rhamnoides Fruit Extract, Ascorbic Acid, Cucumis 
Sativus Fruit Extract, Caviar Extract, Copper Tripeptide-1,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비타 C-100 바이탈 앰플  10ml x 5ea VITA C-100 VITAL AMP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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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IT LINE

제품 특징
식물	유황	성분과	티트리잎오일,	BHA	성분,	지성트러블에	특화된	식물추출물	함유

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지	조절	및	트러블	케어에	효과적인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다이메틸설폰,	나이아신아마이드,	락토바실러스/콩발효추출물,	살리실릭애씨드,	

티트리잎오일	등						

적용 피부 
지성	피부,	과다	피지	피부,	여드름	트러블	피부		

Features
It is an ampoule with dimethyl sulfone, tea tree oil and plant patent 
components which is effective in sebum control and trouble care.

Main ingredients
Dimethyl Sulfone, Niacinamide, Lactobacillus/Soybean Ferment 
Extract, Salicylic Acid, Tea Tree Leaf Oil, etc

Applicable skin type 
Oily skin, Excessive sebum secretion skin, Acne troubled skin

콤플렉스 AC 앰플  10ml x 5ea COMPLEX AC AMP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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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 pH 발란스 클렌징 크림  300ml 

8” pH BALANCE CLEANSING CREAM

제품 특징 
8초	만에	끈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산뜻하게	메이크

업을	지워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클렌징	크림

입니다.

주요 성분 
콩오일,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노화	피부

Features 
It is a cleansing cream that remove makeup 
gently and with not sticky, leaves your skin 
supple and refreshed.
Main ingredients 
Soybean Oil, ELL-6 perfect (patent composi-
tion),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and 
aging skin

pH 발란스 클렌징 로션  1000ml

pH BALANCE CLEANSING LOTION

제품 특징
다른	종류의	클렌징	제품보다	부드럽고	묽어서	잘	퍼

지며	상쾌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하절기	민

감,	여드름,	지성	피부	등	모든	피부에	사용합니다.

주요 성분
콩오일,	살구씨오일,	잇꽃씨오일,	ELL-6Perfect	

(진정특허성분)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softer and easier to spread and feel 
very fresh than other cleansing products. 
Even in hot summer, it also can be applied 
to sensitive skin and oily skin.
Main ingredients
Soybean Oil, Apricot Kernel Oil, Safflower 
Seed Oil,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블랙헤드 앤 포어 클린 로션  1000ml

BLACKHEAD & PORE CLEAN LOTION

제품 특징
액상	타입으로	자극	없이	T존	부위의	피지	조절,	제거

를	해주며	블랙헤드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요 성분
포타슘코코일글리시네이트,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	

우엉뿌리추출물,	레몬추출물,	호프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liquid type lotion, helps to control 
the sebum and remove sebum from the T 
zone with non- irritation, also can remove 
blackhead more effectively.
Main ingredients
Potassium Cocoyl Glycinate, Witch Hazel 
Extract, Arctium Lappa Root Extract, Lemon 
Fruit Extract, Humulus Lupulus (Hops)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O2 스노우 버블 액티베이터  150ml /1000ml

O2 SNOW BUBBLE ACTIVATOR

제품 특징
젤	타입의	제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거품으로	변해	

각질,	피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주요 성분
포타슘코코일글리시네이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카바카바잎/뿌리/줄기추출물,	봉선화꽃추출물,	찔레

꽃열매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As soon as gel-type liquid touches the skin, it 
turns into a foam and removes dead skin cell, 
sebum and waste.
Main ingredients
Potassium Cocoyl Glycinate, Sodium 
Hyaluronate, Piper Methysticum Extract,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Rosa 
Multiflora Fruit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CLEANS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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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발란스 토닝 로션  1000ml

pH BALANCE TONING LOTION

제품 특징
고농도의	천연성분,	미네랄	함유로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며	진정과	보습에	효과적인	토너입니다.

주요 성분
라벤더추출물,	베르가못잎추출물,	페퍼민트잎추출물,	

프리지어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toner contains high concentrations of 
natural ingredients and mineral to balance 
the pH of the skin, calm and moisturize 
sensitive skin.
Main ingredients
Lavender Extract, Monarda Didyma Leaf 
Extract, Peppermint Leaf Extract, Freesia 
Refracta Extract, Rosemary Leaf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콜라겐 엘라스틱 토닝 로션  1000ml

COLLAGEN ELASTIC TONING LOTION

제품 특징
해양심층수와	콜라겐	함유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며,	탄력과	영양	공급,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
하이드롤라이즈콜라겐(5000ppm),	마카뿌리추출

물,	봉선화꽃추출물,	아데노신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toner makes skin moisturized and 
radiant with deep ocean water and collagen, 
and makes skin elasticity, nutrition, and 
soothing.
Main ingredients
Hydrolyzed Collagen (5000ppm), Lepidium 
Meyenii Root Extract,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Adenosine,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3D 앤 콜라겐 스노우 솔루션  200ml

3D & COLLAGEN SNOW SOLUTION

제품 특징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성분	함유로	피부에	수분

을	공급해주고	거품	타입의	제형이	풍부한	영양공급

을	해주며	마사지가	가능한	토너입니다.

주요 성분
해수,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봉선화꽃추출물,	찔

레꽃열매추출물,	마카뿌리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foam toner that can be used together 
with massage. It contains hydrolyzed collagen, 
which can fully replenish water and provide 
nutrition for the skin.
Main ingredients
Sea Water, Hydrolyzed Collagen,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Rosa Multiflora Fruit 
Extract, Lepidium Meyenii Root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스킨 하이드레이션 TC 토너  200ml

SKIN HYDRATION TC TONER

제품 특징
지성	피부의	트러블을	개선시키고	피지	조절과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며,	매끈하고	산뜻한	피부를	유지시

켜	줍니다.

주요 성분
다이메틸설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금불초꽃추출

물,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살리실릭애씨드	등						

적용 피부	피지가	많은	피부,	트러블	피부		

Features
It can help to control the sebum and pore 
management, keeping skin smooth with 
refreshing feeling.
Main ingredients
Dimethyl Sulfone, Sodium Hyaluronate, Inula 
Britannica Flower Extract,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Salicylic Acid, etc
Applicable skin type 
Excessive sebum secretion skin, Troubled Skin

TONER / EMUL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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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HYDRATION MOISTURE EMULSION

제품 특징
고농도의	식물추출물	함유로	즉각적인	진정과	보습,	영

양을	공급하며,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함유로	미백에	

효과적이며	빠른	흡수로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주요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시어버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메도우폼씨오일,	병풀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contains high concentration of plant extract 
and niacinamide to soothe and moisturize 
the skin. It is absorbed quickly and effectively 
transfers moisture and nutrition to make the 
skin healthy.
Main ingredients
Niacinamide, Shea Butter, Sodium Hyaluronate, 
Meadowfoam Seed Oil, Centella Asiatica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스킨 하이드레이션 모이스처 에멀전  200ml / 1000ml스킨 하이드레이션 모이스처 겔 토너  200ml

SKIN HYDRATION MOISTURE GEL TONER

제품 특징
겔	타입의	토너로	피부에	풍부한	보습과	즉각적인	수

분을	공급하며,	고농도	식물추출물,	펩타이드	함유로	

빠른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
마카뿌리추출물,	ELL-6	Perfect(진정특허성분),	흑

효모발효물,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판테놀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gel type toner provides rich moisturizing 
and instant moisture for the skin, contains 
peptides and high concentration of plant extracts 
which can quickly soothe and nourish the skin.
Main ingredients
Lepidium Meyenii Root Extract, ELL-6 Perfect 
(patent composition), Aureobasidium Pullulans 
Ferment, Palmitoyl Tripeptide-5, Panthenol,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스킨 하이드레이션 안티-에이징 토너  200ml

SKIN HYDRATION ANTI-AGING TONER

제품 특징
특허성분(제10-1852878)	함유로	진정,	보습에	효

과적이며,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줍니다.	

주요 성분
금불초꽃추출물,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봉선

화꽃추출물,	찔레꽃열매추출물,	마카뿌리추출물,	비

파나무잎추출물,	얌빈추출물,	흑효모발효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노화	피부,	주름	기능성

Features
It is an essential texture toner contains patent 
ingredients that gently calm and moisturize 
the skin, gives it elasticity.
Main ingredients
Inula Britannica Flower Extract, Palmitoyl 
Tripeptide-5,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Rosa Multiflora Fruit Extract, Lepidium 
Meyenii Root Extract, Eriobotrya Japonica 
Leaf Extract, Pachyrhizus Erosus Root Extract, 
Aureobasidium Pullulans Fermen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Anti-
wrinkle Functionality

스킨 하이드레이션 안티-에이징 에멀전  200ml

SKIN HYDRATION ANTI-AGING EMULSION

제품 특징
고농도의	식물추출물과	펩타이드,	특허성분(제10-

1852878)	함유로	진정과	보습,	부드러움을	주며,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주요 성분
메도우폼씨오일,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5,	금불

초꽃추출물,	봉선화꽃추출물,	찔레꽃열매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노화	피부,	주름	기능성

Features
It is a emulsion that can enhance the elasticity 
of the skin, which contains patent ingredients 
(10-1852878), has the effect of soothing, 
moisturizing and softening the skin can 
enhance the elasticity of the skin.
Main ingredients
Meadowfoam Seed Oil, Palmitoyl Tripeptide-5, 
Inula Britannica Flower Extract,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Impatiens 
Balsamina Flower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Anti-
wrinkle Functionality

TONER / EMUL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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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멘티드 메조 +P 앰플  120ml

FERMENTED MESO +P AMPOULE 

제품 특징
	식물	유황	성분과	지성트러블에	효과적인	다량의		

식물추출물	함유로	지성,	과다	피지	피부에	효과적인	

에스테틱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다이메틸설폰,	락토바실러스/석류발효추출물,	레몬

추출물,	호프추출물,	살비아잎추출물	등		

적용 피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Features
It is an effective aesthetic essence which 
is made based on fermentation extracts of 
natural ingredients,especially for acne, oil 
and excessive sebum secretion skin.
Main ingredients
 Dimethyl Sulfone, Lactobacillus/Punica 
Granatum Fruit Ferment Extract, Lemon Fruit 
Extract, Hops Extract, Sage Leaf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cne Skin, Oily Skin

퍼멘티드 메조 +M 앰플  120ml

FERMENTED MESO +M AMPOULE 

제품 특징
	7가지의	고분자,	저분자	보습	성분	함유로	피부에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주며,	건조한	피부에	수분	보호

막을	만들어주는	에스테틱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7가지의	히알루론,	병풀추출물,	호장근뿌리추출물,	

황금추출물,	판테놀	등		

적용 피부	건성	피부,	극건성	피부,	예민	피부	

Features
 It contains 7 kinds of high molecular and low 
molecular moisturizing ingredients, which can 
quickly replenish water and provide moisture 
for	dry	skin	to	form	a	protective	film.
Main ingredients
7 kinds of Hyaluronic Acid, Centella Asiatica 
Extract, Polygonum Cuspidatum Root Extract,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 Panthenol,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ry Skin, extremely 
dry skin and sensitive skin

퍼멘티드 메조 +A 앰플  120ml

FERMENTED MESO +A AMPOULE 

제품 특징
고농도의	식물	추출물과	펩타이드	함유로	주름을		

개선	시키며	탄력을	주는	에스테틱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비타민나무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셀러리

추출물,	양배추추출물,	아데노신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주름	기능성		

Features
It is a fermented aesthetic essence that 
consists of a high concentration of plant 
extracts and peptide which can enhance the 
skin elasticity and improve wrinkles.
Main ingredients
 Hippophae Rhamnoides Extract, Sodium 
Hyaluronate, Apium Graveolens (Celery) 
Extract, Cabbage Leaf Extract, Adenosine,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Anti-
wrinkle Functionality

퍼멘티드 메조 +B 앰플  120ml

FERMENTED MESO +B AMPOULE 

제품 특징
고농도의	식물추출물과	미백	성분	함유로	어둡고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시키며	보습을	주는	에스테틱	

전용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티온,	라벤더추출물,	베르

가못잎추출물,	프리지어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미백	기능성		

Features
 It is a fermented moisturizing aesthetic 
essence that contains high concentration of 
plant extract and whitening ingredients to 
improve dark complexion and moisturize skin.
Main ingredients
Niacinamide, Glutathione, Lavender Extract, 
Monarda Didyma Leaf Extract, Freesia Refracta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Whitening 
Functionality

SERUM / AMPOU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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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 AMPOULE LINE

제품 특징
식물	유황	성분과	지성트러블에	효과적인	다량의	식물추출물	함유로	지성,	과다	피

지	피부에	효과적인	앰플	타입의	세럼입니다.

주요 성분
다이메틸설폰,	락토바실러스/석류발효추출물,	우엉뿌리추출물,	레몬추출물,	호프

추출물	등							

적용 피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				

Features
It is a serum which contains dimethyl sulfone and patent ingredient 
with effective plant extract for oily skin, can effectively improve the 
oily and sebum secreted skin.

Main ingredients
Dimethyl Sulfone, Lactobacillus/Punica Granatum Fruit Ferment 
Extract, Arctium Lappa Root Extract, Lemon Fruit Extract, Hops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cne Skin, Oily Skin

TC 스팟 솔루션  32ml TC SPOT SOLUTION

제품 특징 
인삼	성분	함유로	항산화	작용	및	탄력을	부여해주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녹차캘러스배양추출물,	다마스크장미캘러스배양추출물,	인삼캘러스배양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노화	피부

Features 
It is an ampoule contains ginseng ingredients, which has 
antioxidant action and improve skin elasticity.
Main ingredients 
Camellia Sinensis Callus Culture Extract, Rosa Damascena Callus 
Culture Extract, Panax Ginseng Callus Culture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aging skin

리페어 부스터 앰플  2ml × 20ea REPAIR BOOSTER AMP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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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 AMPOULE LINE

제품 특징 
고농축	화이트닝	성분의	집중	작용으로	피부	톤을	개선시키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알부틴,	녹차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로에베라잎가루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칙칙한	피부	

Features 
This is an ampere containing whitening ingredients with high 
concentration whitening ingredients to improve skin tone
Main ingredients 
Arbutin,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 Niacinamide,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ull skin

브라이트닝 부스터 앰플  2ml × 20ea BRIGHTENING BOOSTER AMPOULE

모이스처 부스터 앰플  2ml × 20ea  MOISTURE BOOSTER AMPOULE

제품 특징 
피부에	충분한	수분공급으로	예민	피부	및	건성	피부를	진정시키며	영양을	공급하

는	앰플입니다.	

주요 성분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아보카도열매추출물,	산수유열매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건성	피부

Features 
It is an ampooule that can fully replenish skin moisture, quickly relieve 
skin sensitive and dry feeling, and provide skin nutrition.
Main ingredients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Avocado Fruit Extract, Cornus 
Officinalis	Fruit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For all skin type, Especially for dry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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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 LINE

센텔라 카밍 겔 크림  500ml / 1000ml  CENTELLA CALMING GEL CREAM 

제품 특징 정제수가	아닌	알로에베라잎수가	베이스이며,	7가지	식물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함유로	피부의	즉각
적인	진정	및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주요 성분 알로에베라잎수,	마데카소사이드,	다량의	식물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Based on aloe barbadensis leaf water, it contains seven plant extracts and madecassoside 
to instantly calm the skin and provide moisture.It can also be used as a gel-type soothing mask, or 
as a modeling mask base.

Main ingredients Aloe Barbadensis Leaf Water, Madecassoside, Plant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수딩 마사지 크림  1000ml SOOTHING MASSAGE CREAM

제품 특징 식물추출물이	함유된	부드러운	사용감의	마사지	크림으로	고주파	마사지	크림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성분 콩오일,	판테놀,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살구씨오일,	병풀추출물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It is a silky massage cream with plant extracts and can also be used as a high frequency 
massage cream.

Main ingredients Soybean Oil, Panthenol, Sodium Hyaluronate, Apricot Kernel Oil, Centella Asiatica 
Extract,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아토 모이스처 크림  300ml ATO MOISTURE CREAM

제품 특징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를	위한	고보습	진정	크림으로	자극	없이	얼굴,	바디의	본연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주며,	거칠어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주요 성분 마카다미아씨오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병풀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판테놀	등

적용 피부 모든	피부

Features A highly moisturizing, calming cream designed for dry or sensitive skin, it is gentle and 
unstimulating, making facial and body skin soft and nourishing for rough skin.

Main ingredients 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Sodium Hyaluronate, Centella Asiatica Extract, 
Matricaria Flower Extract, Panthenol, etc

Applicable skin type All skin type

33



	 	 	 	 	 	

	 	 	 	 	 	

	 	 	 	 	 	 	 	

ISOV CANADA 

T (+1)604-652-3558 (+1)778-379-0705 | E-mail: info@isov.ca 

2078 W.Broadway, Vancouver, B.C., V6J 1Z4, Cana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