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K RYUNG

BRAND STORY
Safety + Effect + Trust의 과학적인 프로그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피부를 위한 에스테틱

세포과학으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 탄탄한 피부 케어

테라피로 이상적이고 매끄러운 피부결 케어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스킨 세이버(skin saver) 프로그램으로 손상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유지시키고 문제가 되는 피부를 원상태로 회복시

피부의 재생력을 증진시켜 당신의 피부를 건강

당신의 피부를 안전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켜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하게 지켜 줍니다.

케어해 줍니다.

DEOK RYUNG

BRAND CONCEPT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품격을 지닌 그녀”

Eclatant + Classe

눈이 부신 + 품위 있는

DEOK RYUNG

BRAND LINE

CYTOLOGY + THERAPHY = CYTERA
세포 과학과 테라피의 조화
• Cytera intensive renewing 주름 개선 기능성
• Cytera intensive whitening 미백 기능성

THERAPHY = TP
허브와 테라피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수분 가득 머금은 젤 : 촉촉한 피부 보호 탄력 형성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토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40ml / 4.73 fl.oz

1

모이스춰라이징의 젤 타입으로 청량감을 부여

2

지쳐있는 피부에 생기 충전

다공성 파우더 : 번들거림 없는 산뜻한 마무리
세포에너지 (아데노신) : 에네자이징 효과로 탱탱한 효과

MAIN INGREDIENTS & EFFICACY
세라마이드
건강한 피부의 가장 필수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줌

3

4

풍부한 영양감으로 매끄러운 보습막 형성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보습막으로 오래도록 촉촉함 유지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피부 부담 없이 풍부한 수분감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에멀전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40ml / 4.73 fl.oz

1

강력한 모이스춰라이징의 영양분

2

건조하고 피로에 지친 피부를 회복

세포에너지 (아데노신) : 에네자이징 효과로 탱탱한 효과
부드러운 유연감을 선사

MAIN INGREDIENTS & EFFICACY
세라마이드
건강한 피부의 가장 필수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줌

3

4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수분 밸런스 조절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랜시간 맑고 촉촉한 피부 유지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고기능 성의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케어, 탁월한 진정효과, 주름개선효과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40ml / 1.35 fl.oz

1

주름개선 성분이 피부탄력, 피부톤의 화사함을 연출

2

밀착력이 우수한 고기능성의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

실키한 마무리 감으로 밀착력 우수
저렴한 가격으로 앰플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MAIN INGREDIENTS & EFFICACY
세라마이드
건강한 피부의 가장 필수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줌

3

피부 속 깊숙이 침투시켜 겉으로 드러나는 주름케어

4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감으로 생기를 부여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부드럽고 시원한 눈가 구슬을 이용하여 마사지하듯 눈가에 제품을 발라주면 눈가부종,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아이세럼

다크서클, 잔주름, 눈가 주름으로부터 눈가 피부를 보호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15ml / 0.51 fl.oz

1

예민한 눈가를 외부 자극으로 부터 보호

2

눈가구슬로 피부 속 깊숙히 침투

MAIN INGREDIENTS & EFFICACY
세라마이드
건강한 피부의 가장 필수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줌

3

손상되기 쉬운 눈가 피부를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줌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4

눈가의 잔주름과 주름살 개선에 효과적
캐모마일 추출물:피부 속 수분 증
발을 차단하여 촉촉한 피부로 가
꾸어 줌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각종 유해 물질의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며 탁월한 진정 효과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50ml / 1.69 fl.oz

1

주름개선 성분인 아데노신이 주름진 피부를 개선

2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촉촉한 피부 유지

피부의 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며 주름 개선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세라마이드 성분이 수분을 채우듯 촉촉한 사용감 부여

MAIN INGREDIENTS & EFFICACY
세라마이드
건강한 피부의 가장 필수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케어해줌

3

탄력있는 피부로의 개선에 도움

4

외부 유해요소로 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줌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피부 장벽을 집중적으로 강화 시켜주는 영양, 보습 앰플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리뉴잉 스킨 케어 앰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5ml * 8

1

주름개선 성분인 아데노신이 주름진 피부를 개선

2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촉촉한 피부 유지

3

탄력있는 피부로의 개선에 도움

4

외부 유해요소로 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줌

28

28일간 주름 개선 프로그램
주름개선에 탁월, 집중적 케어, 고 보습 고 영양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르니카 꽃 추출물:피부건조를
방지해 피부를 진정 보호
겐티아나 추출물:노화 및 스트레
스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 부여
서양톱풀 추출물:피부건조를 방지
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

집중적 케어, 탄력있는 피부로 개선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쑥 추출물:피부를 진정시키고 깨
끗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RENEWING LINE
SELLING POINT
발효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일루미네이팅 스페셜 앰플
미백 기능성 화장품 5ml * 8

1

피부리듬을 찾는 데 도움

2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오로라빛 앰플

3

비타민C 성분이 칙칙한 피부를 맑은 피부로 가꾸어 줌

4

화이트닝 앰플에 보습을 강화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SOD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조직의 재생 촉진 및 화상등의 상처 치료에 효과적 특히 비타민의 항산화 작용으로
색소 침착 및 기미에 탁월하며 비타민 E, A의 높은 함량이 콜라겐합성에 도움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르니카 꽃 추출물:피부건조를
방지해 피부를 진정 보호
겐티아나 추출물:노화 및 스트레
스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 부여
서양톱풀 추출물:피부건조를 방지
하여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꾸어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쑥 추출물:피부를 진정시키고 깨
끗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

DEOK RYUNG

CYTERA INTENSIVE WHITENING LINE
SELLING POINT
비타민A: 피부재생촉진 비타민E: 항산화작용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화이트닝 토너
미백 기능성 화장품 120ml / 4.05 fl.oz

1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피부영양 보습에 도움

2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꾸어주는 화이트닝 토너

3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에 보습감과 수분감을 공급

4

비타민B: 면역력증진 비타민C: 색소개선
비타민F: 필수지방산 비타민K: 피부염증 완화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피부를 탄탄하고 균형 잡힌 피부로 가꾸어 줌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지친 피부
를 진정 시켜 활력을 줌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꾸어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CYTERA INTENSIVE WHITENING LINE
SELLING POINT
비타민A: 피부재생촉진 비타민E: 항산화작용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화이트닝 에멀전
미백 기능성 화장품 120ml / 4.05 fl.oz

1

마카다미아넛 오일이 부드럽게 녹아들어 영양을 공급

2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주는 이중 기능성 에멀전

3

풍부한 수분을 피부에 공급하여 피부를 산뜻하게 유지

4

비타민B: 면역력증진 비타민C: 색소개선
비타민F: 필수지방산 비타민K: 피부염증 완화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사탕수수추출물, 카라기난추출물이 윤기 있는 피부로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지친 피부
를 진정 시켜 활력을 줌

가꾸어줌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꾸어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CYTERA INTENSIVE WHITENING LINE
SELLING POINT
비타민A: 피부재생촉진 비타민E: 항산화작용

에끌라쎄 싸이테라 인텐시브 화이트닝 크림
미백 기능성 화장품 50ml / 1.69 fl.oz

1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보습&영양 크림

2

발효비타민나무 추출물이 건성피부를 촉촉하게 해줌

3

아데노신성분이 주름개선에 도움

4

비타민B: 면역력증진 비타민C: 색소개선
비타민F: 필수지방산 비타민K: 피부염증 완화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지친 피부
를 진정 시켜 활력을 줌

균일한 피부톤으로 가꾸어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YDRO THERAPY MOISTURE LINE
SELLING POINT
피부 수분 및 보습 부여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인리치드 모이스춰 스킨 소프너
140ml / 4.73 fl.oz

1

강력한 수분 공급으로 피부 정화 및 유연 작용을 도움

2

투명한 피부톤으로 가꿔주는 촉촉한 타입의 스킨

3

피부의 pH 및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

모든 피부용
6無 (무) 첨가처방 (파라벤, 에탄올, 미네랄오일,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논, 합성색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미셀

4

천연 허브 성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병풀 추출물:마데카신 성분을 함
유하여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진정

물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일반적인 가용화 겔Type 토너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YDRO THERAPY MOISTURE LINE
SELLING POINT
고보습 성분을 함유한 산뜻한 질감과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에멀전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인리치드 모이스춰 에멀전
140ml / 4.73 fl.oz

1

풍부한 영양으로 피부속부터 표면까지 균일한 수분 공급

2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수분 에멀젼

3

영양이 풍부한 천연 허브 성분

4

보습력을 선사하여 피부장벽을 강화

실키한 사용감이 특징, 모든 피부용
6無 (무) 첨가처방 (파라벤, 에탄올, 미네랄오일,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논, 합성색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Oil

Water

병풀 추출물:마데카신 성분을 함
유하여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진정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O/W Type 에멀전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YDRO THERAPY MOISTURE LINE
SELLING POINT
촉촉하고 실키한 사용감이 특징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워터드롭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50ml / 1.69 fl.oz

1

영양이 풍부한 천연 허브 성분이 피부정화를 도움

2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고 고른 피부톤으로 가꾸어줌

3

히알루론산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피부 보습막을 형성

4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진정

모든 피부용
6無 (무) 첨가처방 (파라벤, 에탄올, 미네랄오일,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논, 합성색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Oil

Water

병풀 추출물:마데카신 성분을 함
유하여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진정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건조함으로 인해 푸석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당김 현상 해결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달팽이 점액 물질의 보습효과를 통해 피부 진정 및 항산화에 우수

에끌라쎄 페이셜 리페어 스네일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50ml / 1.69 fl.oz

1

피부의 리듬을 회복시켜주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

2

풍부한 영양과 수분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

3

늘어지고 지친 피부의 톤을 맑게 정화

생체 세포활성 물질이 항산화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젊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
6無 (무) 첨가처방 (파라벤, 에탄올, 미네랄오일,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논, 합성색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4

피부장벽 강화 및 탄력에 도움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쫀쫀하고 쭉쭉 늘어나는 탄력감 있는 제형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피부를 얇은 실리콘 막으로 감싸 오랫동안 피부 건조 및 수분증발을 억제

에끌라쎄 듀얼 화이트 슬리핑 팩

실키한 사용감, 저자극, 미백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50ml / 1.69 fl.oz

1

피부 미백 효과를 지닌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2

칙칙하고 불규칙한 피부톤을 맑고 환하게 유지

3

피부건강에 좋은 허브성분

6無 (무) 첨가처방 (파라벤, 에탄올, 미네랄오일,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논, 합성색소)

MAIN INGREDIENTS & EFFICACY
Before

After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4

생기 잃은 피부를 더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줌
W/S Type 크림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피부 보호막 형성, 끈적임 최대한 억제, 피부 광 효과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산소방울과 블랙진주 성분 함유로 촉촉한 영양과 마사지 효과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버블 폼
각질제거 모공케어 딥클렌징 100g / 3.52 oz

1

미세하고 풍성한 버블이 지친 피부에 마사지 효과

2

피부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

3

캐모마일, 카렌듈라,다마스크장미꽃수 추출물이 함유

4

세안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으로 마무리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까지 지워지는 클렌징 력
마사지 효과와 함께 영양공급과 피부 보습 까지 생각한 똑똑한 버블 폼

MAIN INGREDIENTS & EFFICACY

산소 loading 능력이 높은 불
소화합물이 피부 도포 후 계면
활성제(세정제)와 만나 피부의
온도에 의한 불소화합물의 기
화를 통해 계면 활성제의 거품
을 발생시키며 용존 산소를 피
부에 공급

도포시 지속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는 클렌저 제형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다양한 식물성 추출물의 함유로 피부결 개선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골드 필링젤
각질제거100ml / 3.38 fl.oz

1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관리

2

젤타입의 피부 케어 전문 제품

3

필링 젤 사용 후 피부 건조증 방지 성분 함유

4

피부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며 탄력있는 피부로 개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력을 부여함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피부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
며 건조한 피부를 예방

식물성 추출물의 함유로 피부결을 윤기나게 관리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자극없이 각질을 관리하여 주는 겔타입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과 화장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젠틀 페이셜 폼 클렌져
보습 딥 클렌징 150ml / 5.07 fl.oz

1

가볍고 부드러운 거품의 마일드한 클렌징

2

피부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제거

3

촉촉한 피부로 케어

4

천연유래계면활성제와 적절한 보습성분으로 촉촉하고 산뜻한 클렌징이 가능
에탄올, 동물성원료,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파라벤 무첨가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상백피추출물: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

6가지 이상의 허브성분들이 피부 진정 및 영양 공급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세정 원리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4:6 오일층(분홍)과 워터층(투명)의 최적의 비율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로즈 에센셜 립 앤 아이 리무버
120 ml / 4.05 fl.oz

1

진정효과와 보습효과가 뛰어난 다마스크장미꽃수

2

영양이 풍부한 천연유래 허브 성분이 수렴작용

3

자극없이 깨끗하고 간편하게 메이크업 클렌징

4

워터와 오일층의 최적의 비율로 산뜻한 마무리

사용후 산뜻한 마무리, 눈의 자극성 최소화, 세정력 우수
6無처방(파라벤, 벤조페논, 합성 색소, 미네랄 오일, 동물성 원료, 셀페이트 계면 활성제)

MAIN INGREDIENTS & EFFICACY

상백피추출물: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디마스크 장미꽃수가 함유되어 주름 완화, 피부진정 작용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피부에 유해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함과 산뜻한 사용감

에끌라쎄 멀티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크림

롤링감 우수, 백탁현상 및 끈적임이 적어 가볍게 밀착, 실키한 마무리감

자외선차단 (SPF50+/PA+++) 70ml / 2.36 fl.oz.

1

피부에 유해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

2

롤링감이 우수하고 백탁현상과 끈적임 없이 흡수

남녀노소 4계절 사용할수 있는 마을드 선크림으로 피부 저자극 포뮬라

MAIN INGREDIENTS & EFFICACY

Before

3

빠른 흡수감과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

4

자외선 차단 기능성 멀티 선크림

After

백탁현상과 끈적임이 없는 제품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
·무기차단 성분인 티타늄디옥사이드와 징
크옥사이드만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
·미네랄 필터가 피부를 감싸 자외선이 피부
에 닿지 않도록 막아줌
·피부에 자극이 없고 부담을 주지않음
·무기자차 특유의 백탁 존재
유기자차
·다양한 화학차단제 사용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전혀 없으나 피부
속에 흡수되어 화학적 반응으로 자외선을
열로 변화시켜 차단
·민감하고 트러블 피부에는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음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이중 기능이 있는 크림

에끌라쎄 멀티 프리미엄 컴플렉션 코렉터 씨씨 크림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SPF50+/PA+++ 40ml / 1.35 fl.oz

1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자연스러운 피부로 보정

2

주름개선 및 미백 성분이 피부를 밝고 탄력있게 보정

3

UV A,B를 동시에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

4

캐모마일꽃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예민한 피부를 진정 시켜 줌
주름 개선 및 미백 성분이 칙칙한 피부를 맑게 보정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피부에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되어 피부 결점을 자연

병풀 추출물:마데카신 성분을 함
유하여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진정

스럽게 커버
자신의 피부톤(BB기능, 피부결 보정)에 맞추어 칼라감을 연출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

에끌라쎄 하이드로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블레미쉬 밤 비비

저자극 비비크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SPF30,PA++
1호 라이트 베이지 2호 내츄럴 베이지 40ml / 1.35 fl.oz.

1

천연유래 보습 성분으로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연출

2

우수한 밀착력으로 들뜸 없는 표현 연출

보송보송하고 순하면서 들뜸 없이 깔끔한 마무리

MAIN INGREDIENTS & EFFICACY

Before

3

4

After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화사한 피부 연출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아데노신 성분이 함유되어있어 주름개선에 도움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보송보송 하며 깔끔한 마무리 표현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Active와 수분을 포집하는 Packing System으로 피부에 충분한 보습효과

에끌라쎄 멀티 프리미엄 볼륨 쿠션 파운데이션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SPF50+/PA+++
1호 라이트 베이지/2호 내츄럴 베이지 15g / 0.52 oz.

1

피부에 가볍고 부드럽게 밀착

2

화사한 피부로 연출

3

자외선 차단 및 미백, 주름개선의 도움

4

저 점도의 피퀴드 타입으로 특허 받은 모찌형 커버쿠션
공기 노출 방지로 신선도 유지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나이아신 아마이드:피부 톤을 환
하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멀티 파운데이션

병풀 추출물:마데카신 성분을 함
유하여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진정

수분감 증발 방지로 촉촉함 유지, 가운데로 꽉 찬 내용물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수분 공급

에끌라쎄 안티 링클 앰플 홍삼 페이셜 시트 마스크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27g / 0.00 oz. 27g x 8EA

1

지친 피부에 홍삼추출물이 영양분을 공급

2

홍삼 성분이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줌

3

건조하고 윤기 잃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4

영양 공급
매끈한 피부 유지

MAIN INGREDIENTS & EFFICACY

피부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
며 건조한 피부를 예방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주름개선 기능성 페이셜 시트 마스크

말굽잔나비버섯추출물:모공 수렴
에 관여하여 탄력있는 피부에도움

홍삼 추출물이 영양분을 공급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주름 개선에 도움

에끌라쎄 안티 링클 앰플 퓨어 스네일 페이셜 시트 마스크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27g / 0.95 oz 27g x 8EA

1

달팽이점액여과물이 피부의 보습 및 탄력에 도움

2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성분이 피부 속에 수분 충전

3

자연허브성분이 맑고 활력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

4

피부에 컨디셔닝을 부여하고 피부 속 수분의 증발을 차단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아데노신: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에 도움

주름개선 기능성 페이셜 시트 마스크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달팽이 점액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이 피부의 보습을 도움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피부를 탱탱하고 매끄럽게 가꾸어 줌

에끌라쎄 모이스춰라이징 페이셜 시트 마스크
27g / 0.95 oz 27g x 8EA

1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

2

베타-글루칸성분이 피부의 영양공급에 도움

3

자연허브성분이 피부진정에 도움

피부 진정에 도움
피부에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줌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4

건조함을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서양장미꽃수:피부결을 곱게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

베타 글루탄 성분이 피부를 탱탱하고 매끄럽게 가꾸어 줌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HERB THERAPY LINE
SELLING POINT
피부 수분 공급의 효과가 뛰어나 피부톤을 맑게 해줌

에끌라세 하이드로 테라피 로즈 에센셜 엘레강트 미스트
100 ml / 3.38 fl.oz. 100mlx2

1

다마스크장미꽃수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2

피부의 보습력과 밸런스를 유지

3

피부 컨디셔닝과 유연화 역활

식물성 컨디셔닝제로 피부활력 상승효과
5 無 첨가 처방 ( 파라벤, 미네랄오일, 벤조페논, TEA, 합성색소 )

MAIN INGREDIENTS & EFFICACY

천연보습인자(NMF):피부에 수분
을 공급하여 보습력 부여

6HERB:피부 영양 공급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4

피부 진정 및 피부 휴식을 선사

서양장미꽃수:피부결을 곱게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

디마스크 장미꽃수가 함유되어 주름 완화, 피부진정 작용

상기 자료는 내부 교육용으로 과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OK RYUNG

MANUFACTURING ENTERPRISE
Safety + Effect + Trust의 과학적인 프로그램

KOLMAR
KOREA

HANKOOK
COSMETICS

COSMAX

YOONJI

HNG

DEOK RYUNG

눈이 부시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피부 미학, 에끌라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