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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제품

각종 발명 대회 수상 내역

한독화장품은 화장품이 단순히 피부에 ‘painting’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독화장품의 피부과학은 바로 이러한 피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건강한 아름다움은 신체내면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의 원료로 만든 제품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연식물 추출물 함유 화장품
약학박사인 창업주는 30년의 개국약사로서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피부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황금, 감초, 마치현, 상백피, 은행잎 등
자연의 순수한 천연유래 추출물을 사용하여 저자극의 마일드한
내추럴 타입의 화장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발효 천연한방성분 함유 모발 제품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모발의 영양공급이나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천연 생약성분을 발효, 정제, 추출하여 만든 자연친화 모발용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객의 아름다움, 청결 및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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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인 박효석 회장의 연구 개발에 대한 의지
2000. 1.

한독화장품 기술연구소 설립

2000. 3.

기업부설연구소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제 20031173 호)

2000. 3.

‘발모촉진용 외용액제' 특허획득
- 특허청(제 0259037 호)

2000.12.

특허기술대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사무총장상

2001. 4.

제네바 국제발명전 금상

피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먹는 화장품 - 인코스메틱

2001. 5.

발명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아름다운 피부는 신체내면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건강미학을
추구하여 한독화장품 생명공학 연구소는 화장을 침해하는 독성을 억제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한 건강식품인 먹는 화장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001. 7

런던 국제발명전 금상

2001. 9

파리 국제발명전 은상

2001.11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발명전 은상

2011.11.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는 고보습 화장료 조성물’
특허획득 - 특허청(제10-1089777호）

2014. 1

기업부설연구소 - 생명공학연구소인증

2014. 6.

‘대두펩타이드를 함유하는 다이어트용 조성물’
특허획득 - 특허청(제10-140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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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화장품 기업부설 연구소

각종 인증서 획득

한독화장품 공장에 소재한 기업부설 생명공학연구소는 정부에서 법률로 지정한 연구소로 약학박
사 3명(계열사 포함)을 비롯한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이 첨단장비를 활용, 획기적인 제품의 탄생을
위하여 연구 및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발모촉진용 외용액제’ 및 '불포화 레시틴
을 함유한 고보습 화장료 조성물’, ‘대두펩타이드를 함유하는 다이어트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2006년에는 벤쳐기업 확인서를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 3.28

ISO 9001, 14001(환경관리 표준화) 인증 획득

2006. 5.25

신기술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서 획득

2011. 9.15

‘클라라’ 미국 FDA OTC DRUG 등록

- 국제표준화기구(JK-11646, JEK-2304)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제061622032-1-00920호)
- FDA(NDC No.76369-1001-1)
‘모생모’ 토닉,샴푸 FDA OTC DRUG 등록
- FDA(NDC No.76369-2001-1/76369-3001-1)
2012. 1.30

‘Hi Seoul 브랜드 기업’ 지정

2015. 6.2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 서울특별시 제2012-45호
- 중소기업청 제150105-009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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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클라라는 한독화장품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오랜 연구끝에 개발하여 탄생한 배변원활 건강기능식품
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유래가 없는 고객체험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남녀노소에게
애용되고 있습니다.
장기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 / 배변후에도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

CLARA

체지방수치가 높으신 분 /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클라라

"세상 모든 아침을 건강하게 깨운다!"
클라라는 주원료인 차전자피분말과 부원료인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등 10여종의 자연 원료와 대두
미강발효분말, 식물혼합분말 등 한독화장품의 기술력이 이상적으로 배합되어진 배변활동원활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장(腸)건강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클라라
•용량 : 900g(5.0gX180포)/300g(5.0gX60포)
•주요성분 : 밀크씨슬(엉컹퀴)추출물분말,
차전자피분물
•가격 : 330,000원/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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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A EPA-DHA LAPHA 클라라 EPA-DHA 라파
EPA-DHA를 함유한 클라라 라파는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부터 섭취

HEALTH FOOD

해야 하는 영양소인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건강식품

OMEGA-3계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행을 원활히 해 주는 것은 물론,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클라라 EPA-DHA 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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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00mg x 360캡슐 (288g)
•사용자 : 모든연령
•주요성분 : 정제어유, 대두발효 추출물분말, 은행잎 추출분말
•주요효과 : 혈행 원활, 콜레스테롤 개선, 두뇌 영양공급
•기능성여부 :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사용방법 :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격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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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GWANHWAN 신관환

HOAHOA 호아호아

신관환은 신경통, 관절통, 골다공증에 탁월한 도움을 주는 원료인 글루코사민, 우슬초,

호아호아는 오자(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토사자, 구기자) 흙마늘, 홍삼, 마카, 대두미강발효분말,

상어연골분말, 대두미강발효분말로 만들어진 기타가공식품입니다.

한독식물혼합추출분말원으로 만들어진 자양강장, 피로회복, 보신, 신허에 도움을 주는
기타가공식품입니다.

신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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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60g (3g x 120포)
•사용자 : 모든 연령/ 신경통 관절통
•주요성분 : 글루코사민, 우슬초, 상어연골분말
•주요효과 : 관절통증 완화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1일 2회 식사 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가격 : 330,000원

호아호아
•용량 : 240g(4.0g x 60포)
•사용자 : 모든 연령/ 신체피로, 무기력감
•주요성분 : 대두미강발효분말, 마카, 홍삼분말
•주요효과 : 자양강장, 피로회복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가격 : 29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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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펠라골드
시간을 멈추게 하는 당신의 비밀 - 피부기능 정상화를 위한 프리미엄 라인 SPELA GOLD
불포화레시틴을 함유한 고보습 화장료 조성물의 특허 제품 (제 10-1089777호) 피부의 이상적인
모이스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며 콩 추출물인 레시친과 헥사 펩타이드, 아데노신 성분이 활력 있으
면서도 생기있는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스펠라 골드 시리즈로 놀라운 변화를 느껴
보세요.

SPELA GOLD
PREMIUM SKIN CARE BRAND
스펠라골드

하이드로 에멀젼 스킨

발란싱 로션

•용량 : 130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름진 피부
•주요성분 : 마치현추출물, 석류추출물,
벌꿀추출물, 레시틴
•주요효과 : 보습효과, 피부윤기, 진정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세안이나 마사지 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듯 발라줍니다.
•가격 : 80,000원

•용량 : 125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름진 피부
•주요성분 : rhEGF, Kollaren 6
•주요효과 : 피부장벽강화, 피부 수분 밸런스 유지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에센스 사용후 적당량을 얼굴,
목 등에 펴 바른후 두드려줍니다.
•가격 : 120,000원

피부 비타민이라는 니코틴산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천연 벌꿀추출물을 첨가해 보습효과를 높이고 피부에 윤기를 줍니다.
초임계로 추출한 석류추출물 및 마치현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며 피부결을 섬세하게 되살려 줍니다.
식물성 녹차수와 EGF의 함유로 피부의 이상적인 모이스춰 밸런스를 유지시켜  유연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동시에 피부장벽을 강화시킵니다.
스트레스나 자극으로 약화된 피부를 보호하는 산뜻한 사용감의 로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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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칭 에센스

허벌 익스트랙트 크림

•용량 : 45ml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름진 피부
•주요성분 : Vitamin E Linoleate,
세라마이드(Ceramide Ⅲ B)
•주요효과 : 보습, 피부활동 촉진,
생기 있는 피부형성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스킨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펴  바른 후 두드려줍니다.
•가격 : 150,000원

•용량 : 50g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름진 피부
•주요성분 : REGU-Age, Hexapeptide,
Adenosphere2.0
•주요효과 : 주름개선, 탄력 있는 피부
•기능성여부 : 주름 기능성 인증
•사용방법 : 로션 사용 후 간편한 원 터치 형태의
에어리스 용기를 눌러 적당량을 얼굴,
목 등에 펴 바른 후 두드려줍니다.
•가격 : 200,000원

비타민 E와 F의 효과를 상승시킨 합성유도체 함유로 탁월한 보습효과를 줍니다.
유사나노 리포좀 형태로 만들어진 세라마이드는 피부친화적이며 피부 투과성이 좋고 피부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시켜 한층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줍니다. 폴리머 성분이 피부장벽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보습효과로 보다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드는 에센스입니다.
식물성 천연레시틴 유화 나노기술 및 지질 이중층과 유사한 폴리머 제형을 도입하여 활성성분들이 피부친화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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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펠라
밝고 생기있는 피부의 비결, 천연 유래 보습케어
천연 유래 보습인자로 피부는 더 맑고 촉촉하게! 밤처럼 칙칙했던 피부톤은 더 밝고 환하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 근본문제 개선을 위한 기/초/라/인 중, 건성 피부에 천연 유래 보습인자가 피부를 촉촉
하고 매끄럽게 가다듬어 주며 황금, 은행잎 추출물 등 식물 추출물들이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기초 제품!

SPELA
SKIN CARE BRAND
스펠라

스킨 후레쉬너

모이스쳐 로션

•용량 : 125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요성분 : 조롱나무추출물(Witch Hazel),
알부틴(Albutin), 징코놀라이드배당체
•주요효과 : PH 발란스 유지, 피부 진정효과
•기능성여부 : 미백 기능성
•사용방법 : 세안이나 마사지 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듯 발라줍니다.
•가격 : 40,000원

•용량 : 125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요성분 : 마라스틴(Marastin),
감마오리자놀(Г-Oryzanol)
•주요효과 : 유·수분균형, 주름예방,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스킨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가벼운
터치로 원을 그리며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가격 : 50,000원

피부수렴작용과 진정작용을 해주며 세안후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의 영양 성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상태를 준비시킵니다.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환하고 유연하게 정돈해주는 미백기능성 스킨입니다. 감마오리자놀을 함유하고 있어 유수분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피부의 모이스춰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하여 더욱 산뜻한 느낌으로 생기 있고 편안한 피부를 제공합니다.  
항산화 작용과 피부노화 억제작용 및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주름 형성을 예방하고 개선해 줍니다.

에센스

내추럴 크림

•용량 : 40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요성분 : 은행잎추출물(Ginko Ms) /
멜라슬로우(Melaslow)
•주요효과 : 보습유지,  멜라닌생성 억제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로션 사용 후 적당량을 두드리듯
펴 바른 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양
볼을 감싸 안아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가격 : 65,000원

•용량 : 50g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주요성분 : 은행잎추출물(Ginko Ms)/
마린콜라겐(Marine Collagen)
•주요효과 : 피부저항력 강화, 영양공급,
멜라닌 생성억제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로션,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하여 얼굴, 목 등에 펴바른 후
충분히 흡수되도록 두드려줍니다.
•가격 : 55,000원

에센스의 천연유래 보습인자가 피부 속의 천연보습력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분 보유능력을 향상시켜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해 촉촉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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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준다. 천연 식물추출물 성분이 생기 없는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여 더욱더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 트러블로 약해진 혈관을 회복하여 눈가에 생길 수 있는 이상 현상을 방지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식물추출물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유지시켜주며 피부의 저항력을 강화해 윤기 있는 피부결로 만들어 줍니다.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동시
에 피부에 풍부한 영양성분을 공급하여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크림입니다. 콜라겐 섬유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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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임
바다처럼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의 비밀
마치현 추출물과 천연 생약성분이 지친 피부를 더욱 탄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로 바꿔드립니다.
푸석푸석한 건성피부이신가요? 주름 가득한 노화된 피부로 고민이신가요? 민감한 피부때문에 화장품 고르기가
힘드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EBRAIM이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EBRAIM
SKIN CARE BRAND
에브라임

스킨 후레쉬너

모이스쳐 로션

•용량 : 130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민감한 피부
•주요성분 : 마치현 추출물/ 우엉 추출물
•주요효과 :유·수분 밸런스 조절, 수분공급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세안이나 마사지 후 화장 솜에
충분히 적셔서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듯 발라줍니다.
•가격 : 20,000원

•용량 : 130ml
•피부타입 : 중·건성, 주름, 민감한 피부
•주요성분 : 스쿠알렌/ 수용성 비타민/
우엉 추출물 / 알란토인
•주요효과 :수분손실 방어, 유·수분 밸런스 유지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스킨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목, 등에
펴 바른 후 두드려 줍니다.
•가격 : 20,000원

건조한 피부가 되지 않도록 피부 천연 지질막을 회복시켜 줍니다.피지조절 및 영양공급, 피부보호 및 정상적이지 않은 과다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
며,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줍니다.  피부 산화적 손상 억제 및 영양공급을 수월하게 해주며 거칠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
부 본래의 모습으로 정리해 줍니다. 마치현 추출물은 가려움증 개선, 항 알러지, 자극 완화, 항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질
감으로 피부섬유질의 망상구조를 재구축하여 피부에 탄력감을 부여합니다. 수분 손실 방어기능과 함께 탁월한 수유 보유 기능으로 유·수분 밸런
스를 유지시켜 하루 종일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스쿠알렌 (세포산소공급, 세포활력부여, 항산화 작용과 항균작용, 피부침투작
용) 수용성 비타민F (수분손실 방어 및 보유, 강력한 보습효과, 항염작용)

에센스

내추럴 크림

•용량 : 35ml
•피부타입 : 중·건성 및 노화, 민감한 피부
•주요성분 : 히아루론산 / 알부틴 / 은행잎
추출물/ 알로에 베라
•주요효과 : 피부 수분균형, 피부재생, 수분공급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스킨, 로션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펴 바른 후 두드려 줍니다.
색소가 침착 된 부위는 한번 더 발라
충분히 두드려 줍니다.
•가격 : 30,000원

•용량 : 50g
•피부타입 : 문제성피부 및 지성 중성
•주요성분 : 올리브 오일/ 알로에 베라/
알란토인/ 옥수수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귤 껍질 추출물/ 마린콜라겐
•주요효과 : 피부재생, 보호,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스킨, 로션,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 목 등에 펴 바른 후 두드려
줍니다.
•가격 : 30,000원

수분젤리같은 산뜻하고 부드러운 텍스춰로 피부의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미백성분(알부틴)의 함유로 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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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피부상태를 회복시켜 주며, 각종 천연생약성분이 혈액 순환을 도와 잔주름이나 피부의 이상 현상들을 방지해 줍니다.  알로에베라는 피부 재
생(노화방지), 아토피 억제기능, 수분 공급,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마린 콜라겐과 각종 생약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세포재생에 필요
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며 피부를 생기 있고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영양크림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여 추출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재생, 외부
로 부터의 피부 보호기능 및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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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생모
OTC DRUG 이란?
미국 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FDA에서 일반의약품
허가에 기준한 효과와 효능을 검증 받은 제품입니다.

MOSAENGMO
HAIR CARE BRAND
모생모

모생모 골드 토닉

모생모 골드 샴푸

•용량 : 100ml
•피부타입 : 탈모가 시작된 두피, 가늘어진 모발
•주요성분 : 초산토코페롤, 살리실산,
니코틴산아미드
•주요효과 : 탈모방지, 모근영양공급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특징 :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사용방법 : 세발 후 탈모부위에 도포 및 맛사지
•가격 : 120,000원

•용량 : 250ml
•피부타입 : 건조하고 민감한 두피, 손상된 모발
•주요성분 : 비오틴, 니코틴산아미드
•주요효과 : 보습, 진정, 피지각질제거, 가려움증,
모근영양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특징 :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사용방법 : 충분히 거품을 내어 모발 마사지 후
헹굼
•가격 : 30,000원

자연한방성분을 발효시킨 자연친화제품으로  모기질세포 즉, 털의

크림 타입의 자연한방샴푸로서 모발과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게 해

생산공장의 세포분열을 유도시켜 모근을 되살리는 작용을 반복함으

주어 더욱 윤기 있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멘톨

로써 탈모를 방지하고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함유로 두피에 청량감을 주며, Ph 5.5 의 약산성 샴푸로 모발의 Ph

퇴화되거나 비어있는 모낭에서 점진적으로 모근 형성을 유도하여 새

밸런스에 도움을 줍니다. 당귀, 천궁 추출물이 두피 혈행을 좋게 해주

로운 모발이 성장할 수  있도록 DHT를 억제하여 두피에 좋은 환경을

며, 클림바졸 함유로 비듬균 증식을 억제시킨다.

조성하여 주는 천연한방재료로 발효된 국소도포제 이다.

미국 FDA OTC Drug 등록제품 No. 76369-2001-1

미국 FDA OTC Drug 등록제품 No. 76369-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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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생모 비타샴푸 (M)

모생모 비타샴푸 (W)

•용량 : 300mL
•피부타입 : 남성용
•주요성분 : 홍화, 당귀 한방추출물
•주요효과 : 가려움 해소, 손상된 모발 보호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특징 : 시원한 멘톨성분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복합 한방추출물의 영양공급으로 손상된
            모발 보호
•사용방법 : 충분히 거품을 내어 모발 마사지 후 헹굼
•가격 : 30,000원

•용량 : 300mL
•피부타입 : 여성용
•주요성분 : 홍화, 당귀 한방추출물
•주요효과 : 가려움 해소, 손상된 모발 보호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특징 : 시원한 멘톨성분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복합 한방추출물의 영양공급으로 손상된
            모발 보호 , 컨디셔닝 효과
•사용방법 : 충분히 거품을 내어 모발 마사지 후 헹굼
•가격 : 30,000원

탈모에 악영향을 주는 두피의 열을 낮추어 탈모를 방지하여 주며 손

기존의 비타샴푸에 컨디셔닝이 추가된 제품. 더욱 부드러운 머릿결을

상된 모발과 각종 균으로 더럽혀진 두피를 깨끗하게 스타일링 해주

원하는 사람이나 곱슬거리고 잘 엉키는 모발을 가진 사람에게 제격

는 제품. 두피에 열이 많거나 가늘고 힘 없는 모발을 가진 사람에게

이다.

제격이다.

19

기능성

SPECIAL SKIN CARE PRODUCTS
스펠라 클린징 크림
•용량 : 320ml
•피부타입 : 중•건성 피부, 노화피부
•주요성분 : 올리브오일, 야자유추출물,
상백피추출물
•주요효과 : 모공청소, 피부노폐물 제거,
보습, 진정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적당량을 취해 골고루 펴 바른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 가볍게 문지른
다음 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가격 : 42,000원

스펠라 마사지 크림
•용량 : 320ml
•피부타입 : 중•건성 피부, 노화피부
•주요성분 : 마치현추출물, Kollaren 6,  
N-Acetyl Glucosamine(N.A.G.)
•주요효과 : 각질제거, 피부탄력 부여,
자극완화, 스킨트러블 지연 및 감소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일주일에 1~2회 적당량을 양볼,
턱, 이마, 코 순서대로 피부결 방향으로 약
5~10분 가량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티슈로
가볍게 유분을 찍어내고 스팀 타월로 닦아냅니다.
•가격 : 49,000원

스펠라 스텝 1 내추럴 프로폴리스 앰플
•용량 : 2ml x 10ea
•피부타입 : 중•건성 피부, 노화피부
•주요성분 : 은행잎추출물(Ginko Ms),
Propolis, 마린콜라겐(Marine Collagen)
•주요효과 : 모공청소, 피부노폐물 제거,
보습, 진정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앰플 1개를 개봉하여 손에 덜고
이후 양손으로 가벼운 터치로 원을 그리듯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얼굴과 목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 줍니다.
•가격 : 38,000원

스펠라 아이젤
•용량 : 35g
•피부타입 : 중•건성 피부, 노화피부
•주요성분 : 마린콜라겐(Marine Collagen),
히아루론산(Hyalurounic Acid), 진주추출물
•주요효과 : 눈가에 수분 유지, 건조 방지
•기능성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용방법 : 아침, 저녁으로 스킨 ▶ 로션 ▶ 에센스
▶ 아이젤 ▶ 영양크림 순서로 사용합니다.
•가격 : 55,000원

에브라임 내추럴 프로폴리스 앰플 & 크림
•용량 : 앰플 2ml x 5EA, 크림 15g x 1EA
•피부타입 : 20대이상/ 모든피부
•주요성분 : 프로폴리스, 은행잎 추출물, 마치현 추출물
•주요효과 : 피부진정, 보습, 미백, 주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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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여부 :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사용방법 : 1. 수면 전, 깨끗이 세안을 하고 스킨을
바른 후 앰플 을 적당량 덜어 얼굴과 목 부위의
피부결에 따라 안에서 밖으로 바른 후 충분히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2. 앰플 을 사용한 다음날 아침, 세안 후 스킨을 바르고
크림을 적당량 덜어 얼굴과 목 부위의 피부결에 따라
안에서 밖으로 바른 후 충분히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가격 : 25,000원

FUNCTIONAL SKIN CARE PRODUCTS
스펠라 화이트 아쿠아 스킨
•용량 : 135ml
•피부타입 : 남성 모든 피부
•주요성분 : IRICALMIN
•주요효과 : 각질 누적 방지, 피부진정효과,
보습력
•기능성여부 : 미백기능성
•사용방법 : 세안 후 적당량을 손에 덜어
얼굴에서 목까지 펴 바른 후 충분히
두드려줍니다
•가격 : 30,000원

스펠라 화이트 하이드로 에멀젼
•용량 : 135ml
•피부타입 : 남성 모든 피부
•주요성분 : 마치현추출물, Phylderm Vegetal C,  
Sepitonic M3
•주요효과 : 피부 톤 보정 효과, 각질관리, 미백
•기능성여부 : 미백기능성
•사용방법 : 스킨 사용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서
목까지 펴 바른 후 충분히 두드려줍니다.
•가격 : 30,000원

스펠라 화이트닝 에센스
•용량 : 50ml
•피부타입 : 민감한 피부, 칙칙한 피부
•주요성분 : 알부틴(Albutin), Derma White,
봉선화추출물(Jewelweed)
•주요효과 : 피부상해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피부보습
•기능성여부 : 미백기능성
•사용방법 : 아침 저녁으로 에센스 사용 단계에서

액티브 스펠라 내추럴 크림(AS-6011)
•용량 : 100g
•피부타입 : 노화피부 / 기미 , 주근깨 피부
•주요성분 : 감초, 상백피, 은행잎추출물, 콜라겐,
N.A.G., 1.3-β-glucan, 스쿠알란, 올리브오일,
Derma White
•주요효과 : 각질제거, 멜라닌 색소침착 방지,
노화방지
•기능성여부 : 미백/ 주름 이중기능성

3~4회 펌핑하여 피부에 펴 바른 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마지막에 손으로 양볼을 감싸
안아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클렌징 → 스킨 → 화이트닝에센스 → 아이젤
•가격 : 150,000원

•사용방법 : 스킨 다음단계 얼굴에 도포한 후
두드려 흡수
•가격 : 100,000원

스펠라 골드 선크림
•용량 : 70ml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산호추출물
•주요효과 : 이중 자외선 차단, 피부진정, 수분보충
•기능성여부 : 자외선차단 (SPF 47 PA+++)
•사용방법 : 적당량을 취하여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밀착감있게 펴발라줍니다.
•가격 : 40,000원

스펠라 BB 크림
•용량 : 40ml
•피부타입 : 민감성 및 건성피부
•주요성분 : Hyaluronic Filling Spheres, Rosemary
Extract Green Tea Extract, Rose Water,
Pearl Powder
•주요효과 : 화사한 피부 건강한 피부 유지.
•기능성여부 : 미백, 주름개선,자외선차단
(SPF 50 PA+++)
•사용방법 :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하여 가볍게 두드려서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격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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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UP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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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ARE PRODUCTS

스펠라 메이크업 베이스
•용량 : 40ml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티타늄디옥사이드, 메칠파라벤,
클로페네신
•주요효과 : 피부결점 커버, 피부정돈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스킨, 로션을 바른 후 퍼프에 적당량을
취하여 피부결 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펴 바릅니다.
•가격 : 35,000원

스펠라 파운데이션
•용량 : 40ml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효과 : 피부에 밀착, 피부 보습,
워터프루프 타입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하여 가볍게 두드려서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격 : 38,000원

에브라임 2in1 포밍 & 클린징
•용량 : 200ml
•피부타입 : 민감성 피부 , 중성피부
•주요성분 : Vegeles AHA8763, Pentavitin R,
Normaseb, Vitamin F Water Soluble
•주요효과 : 세정기능, 보습효과, 가려움증 냄새 제거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얼굴에 물을 묻히고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얼굴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가격 : 25,000원

스펠라 샤워젤
•용량 : 200ml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애엽,, 알긴산
•주요효과 : 세정기능, 보습효과, 가려움증 냄새 제거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샤워 시 샤워타월에 적당량을 덜어
거품을 내,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닦은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적당량을 덜어 그대로
몸에 바른 후 약 5분 가량 소요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가격 : 35,000원

스펠라 투웨이 케익
•용량 : 14g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Synthetic Clear Powder,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아미노산처리파우더,
다공성 파우더
•주요효과 : 투명한 화장효과, 화사한 피부 연출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간편하고 깨끗한 화장 시 : 내장된
퍼프에 내용물을 묻힌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펴 바릅니다.
산뜻한 화장 시 : 물에 적셔 꼭 짠 퍼프로
두드리듯이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격 : 35,000원

스펠라 파우더 팩트
•용량 : 13g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티타늄디옥사이드, 메칠파라벤,
부틸파라벤
•주요효과 : 사용감 우수, 투명한 화장효과,
화사한 피부연출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간편하고 깨끗한 화장 시 : 내장된
퍼프에 내용물을 묻힌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펴 바릅니다.
산뜻한 화장 시 : 물에 적셔 꼭 짠 퍼프로
두드리듯이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격 : 20,000원

스펠라 정금 플러스 치약
•용량 : 200g x 3ea
•타입 : 모든 치아
•주요성분 : 목단, 프로폴리스, 키토산,
녹차추출물, 비타민 C
•주요효과 : 잇몸질환 예방 및 진정,
소염작용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적당량을 덜어 잇몸을
마사지한 후 치아를 닦는다.
(치주질환의 경우)
•가격 : 27,000원

스펠라 비누
•용량 : 110g x 3ea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천궁, 감초, 난초, 은행잎 추출물
•주요효과 : 세정효과 피부순환개선, 영양공급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오전, 오후 세안 시 충분히 거품을 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른 후 세안합니다.
•가격 : 27,000원

스펠라 스킨 커버
•용량 : 12g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Synthetic Clear Powder,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아미노산처리파우더,
다공성파우더
•주요효과 : 투명한 화장효과, 화사한 피부 연출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간편하고 깨끗한 화장 시 : 내장된
퍼프에 내용물을 묻힌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펴 바릅니다.
산뜻한 화장 시 : 물에 적셔 꼭 짠 퍼프로
두드리듯이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가격 : 30,000원

스펠라 립 파렛트
•용량 : 2.2g x 5색
•피부타입 : 모든 피부
•주요성분 : 티타늄디옥사이드, 메칠파라벤,
부틸파라벤
•주요효과 : 사용감 우수, 투명한 화장효과,
화사한 피부연출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립라인을 그린 후 브러시에 충분히
묻혀 입술 안을 칠해 줍니다. 라인 립스틱이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브러시로 잘 펴줍니다.
•가격 : 35,000원

화삼 허브 클린저
•용량 : 200g
•타입 : 여성용 청결제
•주요성분 : 글루콘산크로르헥시딘, 한천,
고삼, 애엽
•주요효과 : 악취제거, 노폐물제거,
PH밸런스 유지, 살균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필요에 따라 적당량 취하여 1일
3회까지 사용한다. 제품을 젖은 수건에 묻혀
닦은 후 피부를 물로 씻는다. 제품을 직접 피부에
바르고 젖은 수건으로 거품을 낸 후 피부를 물로
씻는다. 제품을 희석해서 사용한다.
•가격 : 15,000원

신통크림
•용량 : 150ml, 70ml
•사용자 : 중 장년층, 운동, 산행을 즐기시는 분,
수험생, 운전사
•주요성분 : 마치현추출물, 알로에추출물,
위치하젤추출물, 글루코사민
•주요효과 : 소염, 진통효과, 각질제거,
관절염에 도움
•기능성여부 : 해당 없음
•사용방법 : 적당량을 취해 원하는 부위에
흡수되도록 마사지하여 발라줍니다.
•가격 : 30,000원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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