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Hair Solution

GAIN COSMETICS

PROFESSIONAL
HAI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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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한방성분인 인삼, 창포추출물과 천연 식물성 성분인 헨나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염색 후에도 자연스러운
컨디셔닝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호호바오일의 크리미한 유분이 염색 후 손상되기 쉬운 모발을 보호합니다.
천연식물성 수지인 매스틱의 함유로 염색시 더욱 산뜻한 기분으로 염색 시술을 즐기실 수 있는 프리미엄
헤어칼라 크림입니다.

HAKEN

하켄 렌티스 골드 칼라크림

ㅣ사용방법ㅣ
1. 모발세척 (시술전 가볍게 모발세척)
2. 용법 / 용량 / 배합 (1 Lv~10 Lv까지 1:1이며 / 11, 13, 00 Lv은 1:2 비율로 사용직전에 배합)
3. 도포 (가르마를 나누고 1~1.5cm 간격으로 섹션 타면서 도포)
4. 방치타임 (약 30~40분 방치)
5. 샴푸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샴푸로 깨끗이 씻고 따듯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 마무리)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ㅣ용량ㅣ [1제] 120g [2제] 120ml, 1000ml

HAKEN LENTISK
GOLD COLOR CREAM
Product Feature

Natural Herbal Ingredients Contained

[Premium Hair Color Cream]
• Vivid & Variety Colors : 28colors
• Natural Hair Conditioning Eﬀect
• Minimize Scalp Trouble & Running in Wash
• Supplying Moisture & Gloss After Dyed
• Increasing Natural Elasticity Of Hair

• Ginseng, Iris, Henna extracts
• Jojoba Oil
• Mastic Composition(Natural Vegetable Source)

How to use

Volume
• #1 Color Cream : 120g
• #2 Oxidizer : 1000mL or 120mL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Haken Lentisk Gold Color Cream

1. Hair wash (Light hair wash before procedure)
2. Usage/Volume/Mix (1:1 from 1 LV to 10 LV/ Mix 1:2 just
before use in case of 11, 13, 00 LV)
3. Application (Apply taking section between 1 to1.5cm after dividing hair part)
4. Leaving time (Leave approximately 30 to 40 minutes)
5. Shampoo (Finish after washing with tepid water well, and then cleanse
wash with shampoo and wash with warm water enough)

하켄 렌티스 골드 칼라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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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안토안 헤어 칼라크림
인삼, 창포, 헨나 추출물을 함유하여 두피의 손상 및 자극에 진정작용이 매우 뛰어나며, 모발과 두피에 보습과
윤기를 더해 부드럽고 아름다운 칼라를 연출할 수 있는 초저자극 염모제입니다. NO PPDA - 두피건강을 생각하여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화학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의 유지력과 발색력을 향상시켰습니다. NO암모니아 암모니아를 사용하지 않아 염색약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창포 / 인삼 / 헨나 추출물 사용 두피와 모발의 자극 및 손상을 최소화 시킴과 동시에 보습과 윤기를 더했습니다.
ㅣ사용방법ㅣ
1제와 2제를 1:1비율로 사용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도포 후 약 20~30분간 자연방치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군 후 샴푸로 다시 한 번 깨끗이 씻는다.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ㅣ용량ㅣ [1제] 150g [2제] 150ml

HAKEN ANTOAN
HAIR COLOR CREAM
How to use
Apply it onto hair evenly after mixing well just before use in line with 1:1 ratio for
#1 and #2. Leave approximately 20-30minutes after application and then,
shampoo one more after cleansing perfectly with tepid water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Product Feature

Haken Antoan Hair Color Cream

l No PPDA, NO Ammonia Hair Color Cream l
• Colors : 4 Colors
• Natural Hair Conditioning Eﬀect
• Ultra-Rare Scalp Trouble
• Supplying Moisture & Gloss After Dyed
• Increasing Natural Elasticity Of Hair

Natural Herbal Ingredients Contained
• Ginseng, Iris, Henna Extracts
• Jojoba Oil
• Mastic Composition(Natural Vegetable Source)

Volume
• #1 Color Cream : 150g,
• #2 Oxidizer : 150mL

블랙 [1.0]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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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안토안 헤어 칼라크림

다크브라운 [3.0]
Dark Brown

초코렛브라운 [4.15]
Chocolate Brown

내츄럴브라운 [5.0]
Natural Brown

HAKEN

하켄 프리미엄 5분 스피드 헤어 칼라크림

하켄

염색시간이 매우 빠르고 선명한 색상 표현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5분 스피드 헤어칼라 크림”은 벤토나이트와
헤나성분에 의하여 모발의 보습과 윤기를 표현하고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 하였으며, 모발의 멜라닌과 가장
흡사한 구조를 가진 오징어 먹물을 첨가하여 물빠짐 현상을 최소화 하고, 모발에 힘을 부여 하는 고기능성
스피드 헤어 칼라입니다.

ㅣ사용방법ㅣ
모발 세척 - 모발 건조 - 제1제에 대하여 제2제 500g의 (1:1의 비율) 비율로 사용 직전에 혼합 - 골고루 약재 도포 - 자연방치 5분
(모질에 따라 최대 10분 소요) - 색상 체크 - 모발 세척(샴푸 2회) - 건조 및 마무리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ㅣ용량ㅣ [1제] 500g [2제] 500g

HAKEN PREMIUM 5MINUTES
SPEED COLOR CREAM
How to use
Hair wash-Hair dry-Precisely mix 1:1 for #1 and #2 -Apply it equally-Leave 5 minutes
( taking 8 minutes depends on hair condition)-Check color-Wash hair )shampoo twice)-Dry and finish

Product Feature
l Premium Speedy Color Cream For Gray Hair Coverage l
l Specification l
• Speed & Vivid Color : 5~8minutes
• Minimize Scalp Trouble & Running in Wash
• Supplying Moisture & Gloss After Dyed
• Increasing Natural Elasticity Of Hair

Impact Ingredients
• Squid Ink : Similar Structure of Hair Protein
• Bentonite, Henna

Volume
• #1 Color Cream : 500g
• #2 Oxidizer : 500g

블랙

Black

다크브라운
Dark Brown

내츄럴브라운
Natural Brown

Haken Premium 5minutes Speed Color Cream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하켄 프리미엄 5분 스피드 헤어 칼라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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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프리미엄 펄퓨어 젤 칼라
펄퓨어젤칼라는 손상된 모발일수록 흡착력을 향상시켜 색상의 물빠짐 현상을 억제하고, 헤어케어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헤어 왁싱 칼라입니다. 편백수 함유로 모발의 중금속과 저항 물질들을 모발 밖으로 배출하여
색상의 안착력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AHA와 콜라겐의 조합으로 모발에 수분을 충분히 안착시켜 시술 후에도
최고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여 줍니다.
ㅣ사용방법ㅣ
1. 모발진단 및 모발세척 : 모발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후, 깨끗하게 샴푸
2. 모발건조 : 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수분 10% 유지
3. 도포 및 방치 : 원하는 색상을 선정 한 뒤, 모발에 도포 / 자연방지 : 40분 / 가온 시 : 가온 15분 후 자연방치 10분
(도포 시 두피 및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테스트컬러 및 모발세척 : 테스트 컬러 후 샴푸 2회 정도 깨끗하게 헹굼 (샴푸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시 약간의 물빠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드라이건조 및 마무리 : 드라이로 건조 후 스타일링하여 마무리
ㅣ용량ㅣ 220g

HAKEN PREMIUM
PEARL PURE GEL COLOR
How to use
1. Hair condition test and Hair wash : After confirmation for degree of hair damage, shampoo spotlessly.
2. Hair dry : maintain 10% of moisture in case of extreme damage hair
3. Apply and leave : choose desire color, then apply onto hair/ Nature leave : 40 minutes/
In case of heating temperature : after 15 minutes heating temperature, then 10 minutes
nature leave (Be careful not to touch scalp and skin when apply)
4. Test color and hair wash : after test color, then shampoo twice spotlessly
(In case of imperfect shampoo, slight de-color occurred)
5. Hair Dry and finish : after dry with hair drier, then styling finish

Haken Premium
Premium Pearl
Pearl Pure
Pure Gel
Gel Color
Color
Haken

Product Feature
l Premium Hair Waxing Color(Manicure) l
• Colors : 21 Colors(Most Variation in Korea)
• AHA, Collagen
• Cypress Tree Water
• Supplying Moisture & Gloss After Coloring
• Least Running In Wash
• Protection From Outer Stress & Irritation

Natural Herbal Ingredients Contained

Volume

• AHA, Collagen
• Cypress Tree Water

• #1 Color Cream : 220g

차콜블랙
깊고 선명하며
세련된 블랙색상

카카오 다크브라운
깊고 고요한 오크 빛
브라운색상

마카다미아 내이쳐브라운 파인애플 골드브라운 라떼 라이트브라운
밝고 부드러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부드럽고 따뜻한
라이트브라운색상
내츄럴브라운색상
느낌의 브라운색상

체스넛 브라운레드
고급스러운
레드 빛 브라운색상

Charcoal Black
Cacao Dark Brown
Berry Blue Black
- modern dark black - charming bluish black - deep oak brown

Macadamia Nature Brown Pineapple Gold Brown Latte Light Brown
- natural brown
- warm goldden brown - soft light brown

Chestnut Brown Red Apple Red
- intensive red
- reddish brown

Pomegranate Pink Red Red Orange
- vivid red orange
- sweet pink red

레몬골드 옐로우
황금빛의 밝고
아름다운 색상

글로리 레드바이올렛 블루베리 바이올렛
신비하고 매력적인 풍부하고 세련된
청보라 빛 색상
바이올렛 색상

토파즈 블루
맑고 청명한
느낌의 하늘색

페퍼민트 그린
상쾌하고
청량한 그린색

키위 카키브라운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의 카키색

스파클링 애쉬그레이 크리스탈 클리어
신비롭고 개성있는
크리스탈처럼 맑은
은회색
투명색 (크리닉효과)

Topaz Blue
- clear sky blue

Pepper Mint Green
- fresh green

Kiwi Khaki Brown
- chic Khaki brown

Sparkling Ash Gray
- unique silver gray

베리 블루블랙
깊고 차분한
푸른빛 흑색

로즈 핑크
사랑스럽고
온화한 핑크 색상

Lemon Gold Yellow Rose Pink
- light goldden yellow - lovely warm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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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프리미엄 펄퓨어 젤 칼라

퍼플와인
고급스러운
와인 빛 퍼플색상

Purple Wine
Glory Red Violet
- enriched wine purple - mysterious violet

Buleberry Voilet
- stylish navy violet

애플레드
달콤하고
매혹적인 붉은색상

석류 핑크레드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레드색상

레드오렌지
옐로우오렌지
화사한 레드오렌지의 오렌지의 상큼함이
풍부함이 있는 색상 가득한 색상

Crystal Clear
- glass-plated eﬀect

Yellow Orange
- yellowish orange

HAKEN SPARKLE MULTI MAGIC STRAIGHT
How to use
1. Hair test 2. Hair dry after shampoo 3. Apply preprocessing in
line with degree of hair damage 4. Apply #1 5. Hair softening
6. In-between wash and dry 7. Choose procedure method
8. Apply #2 9. Wash and finish
Product Feature
• Multi-Magic Straight agent is able to do Volume magic, Digital, Ironing
process maintaining glossy & elastic hair by collagen, Keratin ingredients.
• Controlling Eﬀect of Over-Expansion of Cuticle

Impact Ingredients
• Keratin, Collagen, Lanolin
• #1 Multi Magic Straight : 500g
• #2 Oxidizer : 500g (Cream Type)
• #2 Oxidizer : 500ml (Water Type)

* Please choose either one of oxidizer, cream or water.

하켄 석류 웨이브 펌 /시스테인 펌
항균/항윌스 작용이 있는 석류추출물 함유로 모발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시술시 모발손상을 최소화 시켜주며, 시술
후에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크처럼 부드러운 모발로 가꾸어 드립니다.
ㅣ사용방법ㅣ
[웨이브 펌] 건강모 : 자연방치 20분 / 중화, 보통모 : 자연방치10분 / 중화(2회도포 총 15분 방치)
[시스테인 펌] 건강모 : 자연방치 20~30분 / 중화, 손상모 : 자연방치10~20분 / 중화

ㅣ용량ㅣ [1제] 100ml [2제] 100ml

HAKEN POMEGRANATE WAVE/POMEGRANATE CYSTEIN
Product Feature
l Remaining Silky Hair After Perm l
l Maintaining Balance of Hair l

Impact Ingredients
• Pomegranate Extracts
• #1 Perm : 100mL
• #2 Neutralizer : 100mL

How to Use

Haken Sparkle Multi Magic Straight / Haken Pomegranate Wave/pomegranate Cystein

ㅣ사용방법ㅣ
1. 모발진단 2. 샴푸 후 모발건조 3. 모발 손상정도에 따라 전처리제 도포 4. 1제 도포 5. 모발 연화 6. 중간세척 및 건조 7. 시술방법선택
8. 2제 도포 9. 세척 및 마무리
ㅣ용량ㅣ [1제:크림] 500g [2제:크림] 500g [2제:액상] 500ml

하켄

큐티클의 과다 팽창을 억제하여 모발의 안정화를 실현한 스파클 멀티매직스트레이트는 콜라겐과 라놀린 그리고
케라틴의 조합으로 모발의 탄력과 윤기를 극대화시켜 볼륨 매직부터 디지털, 아이롱 시술이 가능한 기능성 멀티
스트레이트제입니다. 또한 특수 단백질과 실리콘을 배합한 중화제를 사용함으로써 시술 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뛰어난 윤기와 탄력을 부여합니다.

HAKEN

하켄 스파클 멀티 매직 스트레이트

l Wave perm l
• Healthy Hair : Leave 20min/Neutralization 15min (2 times)
• General Hair : Leave 10min/Neutralization 15min (2 times)
l Cystein perm l
• Healthy Hair : Leave 20-30min/Neutralization 15min (2 times)
• Damaged Hair : Leave 10-20min/Neutralization 15min (2 times)

하켄 스파클 멀티 매직 스트레이트 / 하켄 석류 웨이브 펌 /시스테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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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아르간 펌
Argan Oil(아르간 오일) 함유로 모발의 뛰어난 윤기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Collagen(식물성 보습제)과 모발의
가장 유사한 구조의 Keratin(케라틴) 함유로 모발 Cortex(콜텍스)층의 Matrix(매트릭스)를 강화하여 탄력있는 Wave와
(&) Texture를 선사하는 고기능성 멀티 펌제이며, Argan Oil(아르간 오일)과 단백질을 조합한 특수 중화제를 사용하여
장시간 동안 최상의 컬을 부여하는 제품입니다.
ㅣ사용방법ㅣ
[일반웨이브] 건강모 : 가온10~12분 / 자연방치10~15분 / 중화7분 | 손상모 : 가온5~7분 / 자연방치10분 / 중화7분
[직펌웨이브] 건강모 : 디지털기계사용시 - 가온7분 / 자연방치20분 | 저온펌기사용 – 자연방치20분 / 중화7분
[손상모] 디지털기계사용시 - 가온5분 / 자연방치10분 | 저온펌기사용 - 자연방치10~15분 / 중화7분
ㅣ용량ㅣ [1제] 150ml [2제] 150ml

HAKEN ARGAN PERM
Product Feature

Impact Ingredients

l High Qualified Functional Perm Agent l
l Long Lasting Natural Curl And Wave l
l Intensive Hair Protection l

• Keratin, Collagen(Vegetable Originated)
• Argan Oil
• #1 Argan Perm : 150mL
• #2 Neutralizer : 150mL

How to use
l General Wave l
• For Healthy Hair : Leave 10~12min.(With Heat) Or Leave 10~15min.
(Without Heat) / Neutralization 7min.
• For Damaged Hair : Leave 5~7min(With Heat) Or Leave 10min.
(Without Heat) / Neutralization 7min.

Haken Argan Perm / Haken Relaxing L.P.P Treatment

l Straight Perm Wave l
• For Healthy Hair : Leave 7min.(With Digital machine) Or Leave 20min.
(Without Heat) / Neutralization 7min.
• For Damaged Hair : Leave 5min(With Digaital Machine) Or Leave 10min.
(Without Heat) / Neutralization 7min.

하켄 릴렉싱 L.P.P 트리트먼트
보습과 침투력이 뛰어나 화학시술로 인한 푸석거리는 모발에 촉촉함을 부여하며, 부드럽고 매끄러운 모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ㅣ사용방법ㅣ
[화학시술시] 펌, 매직, 염색 등 전처리 용도로 사용시 하켄 릴렉싱 엘피피 트리트먼트를 손상된 부위에 적당량 도포하고 약3분정도 방치 후 시술에
들어갑니다.
[데일리케어] 지속적인 모발관리시 하켄 릴렉싱 엘피피 트리트먼트 적당량을 골고루 도포한 후 약15~20분 자연방치 또는 5분정도 열처리 후
헹구어내시면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ㅣ용량ㅣ 1000g

HAKEN RELAXING L.P.P TREATMENT
[Hair Treatment & Pre-Processing Agent]
How to use
In case of use for preprocessing such as perm, magic and dyeing conducting procedure after applying
proper amount of Haken relaxing LPP treatment on damaged part about 3 minutes. Show more
excellent eﬀectiveness if applying Haken relaxing LPP treatment equally, then leave approximately
15 to 20 minutes or wash after heating temperature about 5 minutes when hair care.

Product Feature
• Mastic Composition™, Ceramide and Keratin ingredients impact instantly hair softening,
moisturizing and silky. Ideal for whom has crispy & damaged hair.

Mastic Composition Story™
• Mastic is a sap of Phistachia Lenticus tree which grows in only Greek region
and named as most valuable healthy herb.
• It has recently been retested the eﬃciency of killing germs and highlighted
as eﬀective ingredient for scalp care and restraint of dandruﬀ fungus.

Special Feature
• Ideal for used as a pre-processing agent like dyeing, perm or hair dye for the
minimization of damage.

8

하켄 아르간 펌 / 하켄 릴렉싱 L.P.P 트리트먼트

Volume
• 1000g

하켄

녹차의 자연성분과 수분폴리머 성분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끈적임 없이 에센스 효과와 스타일링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모발을 부드럽게 가꾸어주는 수분타입의 컬 로션에센스 입니다.
웨이브(곱슬)형태에 따라 셋팅력이 약한 1X Type 과 자연스러운 셋팅력이 있는 2X Type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HAKEN

하켄 그린티 컬라이즈 에센스

ㅣ사용방법ㅣ
샴푸 후 드라이어로 스타일 연출 후 녹차 컬라이즈 에센스를 손에 적당량을 덜어낸 후 웨이브를 중심으로 발라주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ㅣ용량ㅣ [1X] 200g [2X] 200g / 50g

HAKEN GREEN TEA CURL RAISE ESSENCE
[All in one Essence & Styling]
Product Feature

Impact Ingredients
l Natural Ingredients Contained l • Aloe, Mallow, Eucalyptus, Lavender
l Sebum Control l
l Release Itching Scalp l
l Promoting Hair Gross l

How to Use
1. After shampoo, dry and creating wave by
electric drier
2. Take appropriate amount of Curl Rise Essence
onto hands then style up by grabbing wave.

Volume
• 1X : 200g
• 2X : 200g or 50g

Haken Natural Baobab Oil / Haken Green Tea Curl Raise Essence

• Innovative moisturizing hair essence having volume up & curl up eﬀect by the mixture of
Green Tea extracts & Water Polymer creates natural wave for curled hair without sticky feeling.
• There are two types. One is low setting solidity 1X Type and the other is natural setting
solidity of 2X Type in line with wave (curl) shapes.

하켄 그린티 컬라이즈 에센스

9

하켄 스타일 왁스
[솔리드하드왁스]
자연스러운 윤기와 강한 세팅력으로 스타일을 고정시키며, 입체감 있는 스타일 연출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매트왁스]
윤기 없는 스타일 표현과 강력한 모발 세팅력을 부여하며,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에 적합합니다.
ㅣ사용방법ㅣ
손바닥 또는 손가락에 소량의 왁스를 덜어 충분히 비빈후 모발에 도포하면서 원하는 스타일로 스타일링합니다. 손바닥에 덜어 문지른 후 머리카락을
손으로 구기듯이 발라준 뒤 끝부분을 잡아 포인트를 줍니다.
ㅣ용량ㅣ [솔리드하드왁스] 165g [마이크로매트왁스] 165g / 50g

HAKEN HAIR WAX SERIES
How to use
Styling applying onto hair desire style after rubbing enough by putting small amount of wax in palm or fingers.
After rubbing it on palm get styling point by holding dead end like crumpling hair.

Product Feature
• Easy Washable Wax With Natural & Water-soluble Ingredients

Haken Hair Wax Series / Haken Hair Spa Shampoo / conditioner

l Solid hard wax l
• Strong Power Holding Wax Fixed Hair Firmly Without Stress And
Sticky For The Least Hair Damaged
• Setting : ★ ★ ★ ★ ★ l Shinning : ★ ★ ★ ★ ☆
l Micro-Matt wax l
• Strongest Holding Matt Wax Without Shinning For Short Hair
• Setting : ★ ★ ★ ★ ★ l Shinning : ☆ ☆ ☆ ☆ ☆

Volume
• Solid hard wax : 165g
• Micro-Matt wax : 165g or 50g

하켄 헤어스파 샴푸 / 컨디셔너
고기능성 보습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과 모발의 단백질 성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된
샴푸이며 또한 모발의 색상을 더욱 오랜 시간동안 유지하게 고안된 제품입니다. 모발이 부드러우며 모발관리도
손쉽고 머리카락의 활기를 유지합니다.
ㅣ사용방법ㅣ
[샴푸] 적당량을 덜어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지문을 이용하여 마사지하듯 샴푸한 후 물로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두피마사지를 충분히 해줄
경우 두피의 혈행촉진과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디셔너]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모발 전체를
마사지하듯 가볍게 비빈 후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ㅣ용량ㅣ [샴푸] 1500ml [컨디셔너] 1500g

HAKEN HAIR SPA SHAMPOO /CONDITIONER
Product Feature
• PH5.5 Neutral Shampoo & Conditioner
• High Qualified Moisturizer and Protein Care Ingredients.
• Helping Blood Circulation On Scalp, Cleansing Dandruﬀ Eﬀectively

How to use
l Shampoo l
• Bubble up appropriate amount on hair, massage then wash
out cleanly.
l Conditioner l
• Paste appropriate amount on hair, massage it then cleansing
it evenly.

Volume
• Shampoo : 1500ml
• Conditioner : 1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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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 스타일 왁스 / 하켄 헤어스파 샴푸 / 컨디셔너

오소모비 아미노 크리미 CLPP
[아미노 크리미 씨엘피피]
식물성 단백질 등이 함유 되어 모발 내부의 유실된 단백질을 채워 주고 식물성 오일과 자연유래 추출물이 모발의
컨디셔닝과 수분 증발을 막아 주어 오랜시간 동안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시켜 주며 모발 탄력까지도 증대시켜
줍니다.
ㅣ사용방법ㅣ
1. 데일리
샴푸 후 본 제품을 도포하여 1분간 모발에 마사지 후 세척 합니다.
2. 집중 관리시 a. 샴푸 후 본 제품을 도포하여 모발에 마사지 합니다.
b. 비닐캡을 머리에 씌우고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방치 합니다.
(드라이기나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10분간 사용한 다음 5분간 자연방치를 하면
효과가 더욱 뛰어남)
c. 모발 세척
ㅣ용량ㅣ 1000g

OSOMOBI AMINO CREAMY CLPP
How to use
1.DAILY CARE:
After shampooing and towel dry then apply appropriate amount of Amino creamy CLPP massage scalp and hair for a min.
then rinse out.
2.INTENSIVE HAIR CARE
a. After shampooing and towel dry then apply Amino creamy CLPP
b.Put on a processing cap and wait 15 ~ 20min.
(The eﬀect is better when the dryer or the heat treatment apparatus is used for 10 minutes and then left for 5 min.)
c.Wash your hair
Product Feature
contains plant protein to replenish lost protein inside the hair. Botanical oils and natural extracts help to
condition hair and prevent moisture evaporation. It keeps healthy hair for a long time and increase the
elasticity of hair.
Volume
• 1000ml

OSOMOBI AMINO CREAMY CLPP

오소모비 아미노 멀티펌
[아미노 멀티펌]
컬의 탄력이 좋으며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펌 시술 시 또는 시술 후 모발의 손상과 냄새가
매우 적은 멀티 펌 입니다.
ㅣ사용방법ㅣ
1) 모발진단 2) 세척(샴푸)후 1액 도포 및 와인딩 3) 건강모 : 열처리 10~15분 뒤 자연방치 10분, 손상모 : 자연방치 10~20분
4) 2제 도포 (5~7분 방치 후 롯드 아웃 및 세척)
ㅣ용량ㅣ 145ml

OSOMOBI AMINO MULTI PERM
How to use
1). Hair test
2). After shampooing, Apply #1 then winding hair.
3). For healthy hair: Leave 10 ~ 15min. with heat and leave 10min. without heat
. For damaged hair: 10 ~ 20 min. without heat.
Volume
• 14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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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MOBI 아미노 크리미 씨엘피피

염색시간이 매우 빠르고 선명한 색상 표현력을 자랑하는 “모비 아미노 스피드 칼라크림”은, 모발 필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과 오징어먹물, 헤나 추출물이 함유되어 모발의 보습과 윤기를 표현하고 동시에 물빠짐 현상과 모발 손상,
두피자극이 적은 고 기능성 스피드 헤어 칼라입니다.
ㅣ사용방법ㅣ
제1제 500g에 대하여 제2제 500g의 (1:1의 비율) 비율로 사용 직전에 잘 섞은 후 모발에 균등히 바른다. 블랙기준 5분, 그외
색상 1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군 후 샴푸로 깨끗이 씻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용량은 모발의 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OSOMOBI 오소모비

오소모비
아미노 스피드 칼라크림
Product Feature

ㅣ용량ㅣ 500g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How to use
Hair wash-Hair dry-Precisely mix 1:1 for #1 and #2, Apply it equally
Leave 5minutes/Check color then wash hair(Shampoo twice with warm water)/Dry and Finish.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Product Feature

OSOMOBI AMINO CREAMY CLPP

The “Osomobi Amino Speed Color Cream” has a very fast and vivid color
expression. It contains the squid ink and henna extract as well as the amino acid
which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hair, and moisturizes, shine the hair.
It is also a high-functional speed hair color with less dyeing out, hair damage
and scalp irritation.

Volume
• #1 Color Cream : 500g
• #2 Oxidizer : 500g

블랙

Black

다크브라운
Dark Brown

Osomobi Amino Speed Color Cream / Amino Multi Perm

OSOMOBI AMINO SPEED COLOR CREAM

내츄럴브라운
Natural Brown

OSOMOBI 아미노 멀티펌 / 아미노 스피드 칼라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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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복 오리지날 엘비 트리트먼트 칼라크림
두피의 자극이 적고 모발의 데미지를 최소화 하였으며, 물빠짐 현상이 적은 “중성 염모제(DEMI COLOR)”로 헤나
추출물을 함유하여 가늘고 힘없는 모발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부여하고 윤기와 부드러움이 뛰어 납니다. 각 색상별
전용 2제로 구성되어 있어 1제와 2제를 혼합하여 시술하는 방식의 “TON DOWN”전용 염모제 입니다.
ㅣ사용방법ㅣ
1. 산성샴푸로 모발 세척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섹션별 골고루 도포 4. 자연방치 30분 (라이트 브라운은 제외) 5. 색상 체크 6. 에멀젼
및 모발 샴푸 7. 마무리
ㅣ용량ㅣ [1제] 500g [2제] 500g
ㅣ라이트 브라운 시술 방법ㅣ
1. 산성샴푸로 모발 세척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버티컬 섹션 도포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5분 간격으로 1레벨씩 어두워짐)
5. 색상 체크 6. 에멀젼 및 모발 샴푸 7. 마무리

컬러링 제품과 오리지널 롬복헤나트리트먼트칼라 비교
헤나파우더
시술시간이 오래걸림
모발의 뻣뻣함
웨이브 형성 좋지 않음

알카리염모제

헤어매니큐어

모발의 손상이 많음
두피자극
뻣뻣하고 윤기 적음

심한 물빠짐 현상
두피에 묻을시 잘 안지워짐
컬러체인지 어려움
화학시술시 물빠짐 심함
색상 유지기간 짧음

Original Lombok Henna Treatment Color
시술시간이 짧음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
웨이브 형성 지장 없음
컬러체인지 쉬움

모발 손상이 적음
두피자극이 적음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

심한 물빠짐 현상 적음
두피에 묻을시 잘 지워짐
쉬운 컬러체인지
화학시술시 물빠짐 적음
뛰어난 색상 유지기간

How to use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evenly
4. Wait 30min(Ext. Light Brown) 5. Color Check 6. Shampoo twice cleanly 7. Dry and Styling

How to use for Light Brown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vertically 4. Check color
every 5min till dyed as dark as you want.(Darkening hair one more level every 5min.) 5. Shampoo twice cleanly 6. Dry and Styling

Volume
• Capacity of the 1st and 2nd : 500g each
Henna Powder

Dyes

long processing time
stiﬀness of hair
poor shaped wave

Hair Manicure
serious color fading
diﬃcult to wash oﬀ stain in scalp
diﬃcult to change color
serious discoloring when using chemical dyes
short period of color retaining

serious hair damage
stimulation of scalp
stiﬀ and non-glossy hair

효과

BLACK
DARK
BROWN
MAHOGANI
BROWN

100%

NATURAL
BROWN

새치
커버율
30%

short processing time
smooth and shining hair
good shaped wave
easy to change color

Black

no severe hair damage
no serious stimulation on scalp
smoothness and shine of hair

Dark Brown

Mahogani Brown

짙은 브라운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색상이 선명하게
생동감있게

내츄럴 브라운 다크 브라운 사용 후
+
모발의 색이 너무
다크브라운
어두울시 사용
혼합 시술시

no severe discoloration
easy to wash oﬀ stain on scalp
easy to change color

Natural Brown
자연스러운
내츄럴 색상

Light Brown

LIGHT
BROWN

20%
미
만

Clear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나는 윤기의
밝은 갈색
부드러운 머릿결

새치량 50% 미만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8” + 다크브라운 1제 “2”로 혼합 (2제를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 50% 이상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7” + 다크브라운 1제 “3”로 혼합 (2제는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이 많을 수록 “다크브라운”의 색상 혼합 함량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롬복 오리지날 엘비 트리트먼트 칼라크림

새치커버율

Original Lombok Henna Treatment Color

모발손상없이
선명한블랙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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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새치커버율

Lombok Original L.B Treatment Color Cream

LOMBOK ORIGINAL L.B
TREATMENT COLOR CREAM

CLEAR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부여
전용칼라

사용방법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3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주의사항 : 본색상은 모발을 밝게 할 수 있는 멋내기
색상이 아니며, 색상을 단계별로 어둡게 하는 멋내기용
중성 염모제입니다.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톤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모발에 빠르게 발라
줍니다.(버티컬 섹션)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합니다.(5분에
1레벨이 어두워집니다.)
- 예 : 현재 모발 9레벨일 경우, “라이트 브라운”도포후
5분 후 8레벨, 10분 후 7레벨로 어두워집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희망하는 색으로 다운 됐을 시
더이상의 방치 없이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3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LOMBOK

롬복 엘비 랜티스 트리트먼트 칼라크림(5분 스피드)
[빠르고 간편한 5분 염색] 5분만에 칼라 연출로 염색시간 단축
[선명하고 아름다운 칼라 연출] 물빠짐이 적고 안전한 색소안착으로 아름다운 칼라연출
[모발손상 최소화] 매스틱, 포도씨오일, 알로에 추출물 함유
매스틱 추출물 함유 /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 / 두피 / 모발자극 NO

롬복

ㅣ사용방법ㅣ
1. 산성샴푸로 세발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섹션별 골고루 섹션 도포 4. 자연방치 5분후 색상체크 5. 모발 에멀젼 및 산성샴푸로 세척
ㅣ용량ㅣ [1제] 500g [2제] 500g
ㅣ라이트 브라운 시술 방법ㅣ
1. 산성샴푸로 모발 세척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버티컬 섹션 도포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5분 간격으로 1레벨씩 어두워짐)
5. 색상 체크 6. 에멀젼 및 모발 샴푸 7. 마무리

Product Feature
• Speedy and simple 5-minutes coloring : reduce the coloring time within 5 minute
• Creates clear and excellent color : No severe discoloration and safe fixation of color.
• Minimizes hair damage : Contains extracts of grape seed oil and aloe vera
• Containing mastic extracts/glossy and healthy hair textures/scalp/no hair stimulation.

How to use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vertically
4. Check color every 5min till dyed as dark as you want. 5. Shampoo twice cleanly

How to use for Light Brown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vertically
4. Check color every 5min till dyed as dark as you want.(Dyed black one more level every 5min.)
5. Shampoo twice cleanly 6. Dry and Styling

Volume
• Capacity of the 1st and 2nd : 500g each

Black
모발손상없이
선명한블랙컬러

COLOR

효과

BLACK
DARK
BROWN
MAHOGANI
BROWN
NATURAL
BROWN

새치 커버율
100%

새치 커버율
30%

Dark Brown

Mahogani Brown

짙은 브라운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색상이 선명하게
생동감있게

Natural Brown

Light Brown

Clear

자연스러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나는 윤기의
밝은 갈색
부드러운 머릿결
내츄럴 색상

사용방법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5~1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주의사항 : 본색상은 모발을 밝게 할 수 있는 멋내기 색상이 아니며, 색상을 단계별로
어둡게 하는 멋내기용 중성 염모제입니다.

LIGHT
BROWN

새치 커버율
20% 미만

CLEAR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부여
전용칼라

내츄럴 브라운
+
다크브라운
혼합 시술시

다크 브라운 사용 후
모발의 색이 너무
어두울시 사용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톤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모발에 빠르게 발라줍니다.(버티컬 섹션)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합니다.(5분에 1레벨이 어두워집니다.)
- 예 : 현재 모발 9레벨일 경우, “라이트 브라운”도포후 5분 후 8레벨, 10분 후 7레벨로
어두워집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희망하는 색으로 다운 됐을 시 더이상의 방치 없이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3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Lombok LB Lentisk Treatment Color Cream(5-minutes Color)

LOMBOK LB LENTISK
TREATMENT COLOR CREAM
(5-minutes color)

새치량 50% 미만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8” + 다크브라운 1제 “2”로 혼합
(2제를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 50% 이상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7” + 다크브라운 1제 “3”로 혼합
(2제는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이 많을 수록 “다크브라운”의 색상 혼합 함량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롬복 엘비 랜티스 트리트먼트 칼라크림(5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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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복 스퀴드 트리트먼트 칼라크림
Squid ink Color(오징어먹물 함유) - 오징어 먹물이 함유되어 색소 안착을 도와 선명한 칼라연출이 가능
Grape Seed Oil(포도씨 오일 함유) -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며, 보습 및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음
DL-Panthenol(디엘판테놀 함유) - 모발에 보습 및 컨디셔닝 효과를 부여함
Ceramide(세라마이드 함유) - 모발 컨디셔닝 효과와 영양공급
ㅣ사용방법ㅣ
1. 산성샴푸로 모발 세척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섹션별 골고루 도포 4. 자연방치 30분 (라이트 브라운은 제외) 5. 색상 체크 6. 에멀젼
및 모발 샴푸 7. 마무리
ㅣ용량ㅣ [1제] 500g [2제] 500g
ㅣ라이트 브라운 시술 방법ㅣ
1. 산성샴푸로 모발 세척 2. 1제/2제를 각각 1:1로 혼합 3. 버티컬 섹션 도포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5분 간격으로 1레벨씩 어두워짐)
5. 색상 체크 6. 에멀젼 및 모발 샴푸 7. 마무리

LOMBOK SQUID INK
TREATMENT COLOR CREAM
Product Feature
• Squid ink helps to create clear color by excellent color fixation property.
• Grape Seed Oil adds silky softness and shine to hair with excellent moisturizing and anti-oxidation effects.
• DL-Panthenol provides hairs with moisturizing and conditioning effects.
• Ceramide : provides conditioning effects and nutrition to hair.

How to use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evenly
4. Wait 30min(Ext. Light Brown) 5. Color Check 6. Shampoo twice cleanly 7. Dry and Styling

Lombok Squid Ink Treatment Color Cream

How to use for Light Brown
1. Shampoo with Acid Shampoo 2. Mix Dying agent and Oxidizer by the ratio 1:1 3. Paste it onto hair vertically
4. Check color every 5min till dyed as dark as you want.(Dyed black one more level every 5min.)
5. Shampoo twice cleanly 6. Dry and Styling

Volume
• Capacity of the 1st and 2nd : 500g each

Black
모발손상없이
선명한블랙컬러

COLOR

효과

BLACK
DARK
BROWN
MAHOGANI
BROWN
NATURAL
BROWN

새치 커버율
100%

새치 커버율
30%

Dark Brown

Mahogani Brown

짙은 브라운이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색상이 선명하게
생동감있게

자연스러운
내츄럴 색상

Light Brown

Clear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빛나는 윤기의
밝은 갈색
부드러운 머릿결

사용방법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3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주의사항 : 본색상은 모발을 밝게 할 수 있는 멋내기 색상이 아니며, 색상을 단계별로
어둡게 하는 멋내기용 중성 염모제입니다.

LIGHT
BROWN

새치 커버율
20% 미만

CLEAR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을 부여
전용칼라

내츄럴 브라운
+
다크브라운
혼합 시술시

다크 브라운 사용 후
모발의 색이 너무
어두울시 사용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톤을 어둡게 하고자 하는 모발에 빠르게 발라줍니다.(버티컬 섹션)
4. 자연방치 5분 간격으로 색상 체크합니다.(5분에 1레벨이 어두워집니다.)
- 예 : 현재 모발 9레벨일 경우, “라이트 브라운”도포후 5분 후 8레벨, 10분 후 7레벨로
어두워집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희망하는 색으로 다운 됐을 시 더이상의 방치 없이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1. 모발에 이물질 또는 유분이 많을 시 가볍게 세정을 합니다.
2. 모발을 건조 후 1제와 2제를 각각 50g씩(1제 50g, 2제 50g) 혼합합니다.
3. 이마와 귀, 목 부분에 묻지 않게 모발과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4. 자연방치 30분합니다.
5. 색감 테스트 후 샴푸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새치량 50% 미만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8” + 다크브라운 1제 “2”로 혼합
(2제를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 50% 이상 기준 - 내츄럴 브라운 1제 “7” + 다크브라운 1제 “3”로 혼합
(2제는 1제 비율과 동일)
*새치량이 많을 수록 “다크브라운”의 색상 혼합 함량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Warning
- May be happened sap of the lacquer tree or allergy in line with constitution
- May be prohibited customers who suffered from trouble past
- May be used patch test before use cert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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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Brown

롬복 스퀴드 트리트먼트 칼라크림

*주의사항
- 체질에 따라 옻 또는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과거 트러블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급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본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후 사용합니다.

LOMBOK
롬복

샴푸/컨디셔너에 함유된 매스틱이 두피에 존재하는 비듬균을 억제하여 근본적인 두피 질환을 예방 및 완화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량의 폴리머와 케라틴 성분이 매스틱과 함께 작용하여 모발에 힘을 실어 주며,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유지시켜 줍니다. 가벼운 타월 드라이를 통하여 촉촉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모발에도 열에 의한 모발 손상을 줄여줍니다.
ㅣ사용방법ㅣ
[샴푸] 모발에 물을 적신 후 적당량을 취하여 두피와 모발을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 약 1분 정도 마사지 후 세척한다. [컨디셔너] 샴푸 후 적당량을
덜어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모발 전체를 마사지하듯 가볍게 비빈 후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ㅣ용량ㅣ [샴푸] 1500ml [컨디셔너] 1500g

LOMBOK MASTIC A3 REPAIR SHAMPOO/CONDITIONER
[Shampoo] Do massage scalp and hair softly by taking proper amount after wetting onto hair.
Wash after 1minute massage.
[conditioner] Wash after rubbing lightly as doing massage after by taking proper amount then,
apply onto hair enough.

Product Feature
• Mastic formula contained in the shampoo/conditioner can prevent and reduce
scalp disease by restraining the pityrosporum on scalp. Also polymer and
keratin strengthens hair and maintains healthy and glossy hair.
It helps hair moisturized as well as reduces hair damage from heat.
damage by heat of hair dryer.

Lombok Perfect Argan Oil / Lombok Mastic A3 Repair Shampoo/conditioner

롬복 매스틱 A3 리페어 샴푸 / 컨디셔너

Volume
• Shampoo : 1500ml
• Conditioner : 1500g

롬복 퍼펙트 아르간 오일 / 롬복 매스틱 A3 리페어 샴푸 / 컨디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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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인터셀 헤나큐어는 천연식물 헤나추출물의 함유로 모발의 컬러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입혀주는 고품격
헤어컬러시스템입니다. 색소가 큐티클층 안쪽까지 침투하여 선명한 색상연출과 아름다운 컬러의 지속력을 높이고
물빠짐이 현저히 적고 선명한 색상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각종 아미노산 복합체들이 손상된 모발의 C.M.C를
대신하여 컬러링 후에도 빛나는 윤기를 부여해줍니다.

페르소나

ㅣ사용방법ㅣ
1. 모발진단 및 모발세척 : 모발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후, 깨끗하게 샴푸
2. 모발건조 : 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수분 10% 유지
3. 도포 및 방치 : 원하는 색상을 선정 한 뒤, 모발에 도포 / 자연방지 : 40분 / 가온 시 : 가온 10분 후 자연방치 20분
(도포 시 두피 및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테스트컬러 및 모발세척 : 테스트 컬러 후 샴푸 2회 정도 깨끗하게 헹굼 (샴푸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시 약간의 물빠짐
현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5. 드라이건조 및 마무리 : 드라이로 건조 후 스타일링하여 마무리

PERSONA

페르소나 인터셀 헤나큐어

ㅣ용량ㅣ 220ml

PERSONA INTERCELL
HENNA CURE
Product Feature
• Persona Intercell Henna Cure is a semi-permanent color cream. Natural henna
extracts & amino acid complex help hair soft and glossy after dyed as well as present
vivid color with least running in wash.
How to use
1. Hair diagnosis and hair wash : After checking status of hair damage, shampoo hair thoroughly.
2. Hair dry : 10% moisture is maintained in case of lots of damaged hairs
3. Apply and leave : Apply the product to hair after selecting desired color.
Leave the hair in natural condition : 40 minutes
When it is heated : Leave the hair naturally for 20 minutes after heating for 10 minutes
(Be careful not to contact the product with the skin or scalp when applying)
4. Color testing and hair wash : Shampoo hair two times and rinse thoroughly after color testing.
(Color shall be slightly faded out when shampooing is not fully completed).
5. Dry and finish : Dry with hair dryer and finish with styling.

Persona Intercell Henna Cure

Volume
• 220ml

KB

*These colors may be little bit differentiated from actual ones due
to printed colors.

Rose

페르소나 인터셀 헤나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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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
(주)가인화장품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84번길 60(고잔동691-2) 남동공단 121B-3L
Namdong Industrial Area 121B-3L 60, Namdongseo-ro, 84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Zip-code, 21697

Tel. +82-070-8889-1370

gaincosmetics

Fax. +82-32-822-3723

gaincosmetics

www.gaincos.co.kr

ace@gaincos.co.kr

MADE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