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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피부미인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THREE 
DAYS 
LOVE
 Cosme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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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

저희 3일愛는 최고의 연구진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된

스킨 임플란트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첨단 제품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고품격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정진할 것이며

모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美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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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부는 표피 밑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고 피부 표면에 

항상 새로운 각질 조각을 내보내 매일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부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생력과 항상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모습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세포 재생 능력 저하, 스트레스, 강한 자외선, 건조 등으로 인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 잡티, 기미 등이 생겨 소리없이 망가져가며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상적인 각질대사를 통해 

새로운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3일愛 스킨임플란트시스템입니다.

3일愛는 ‘3일간 피부를 사랑하고 가꾸면 새롭게 탄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고객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개발 배경 및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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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7 2016

연혁

7월 태국 K-BEAUTY 방콕 박람회 한국관 참가

리커버리밤 외 3종 미국 FDA 승인

6월 신제품 리턴10 리커버리밤 에어리스 콤팩트 타입 출시

5월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강남관 참가

(주)3일愛 미래창조 경영우수기업 선정

4월 세계 최초 통증 케어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상해 지사화 사업 선정

1월 특허 제 10-1285831 호 “고체필러(고체스킨임플란트)” 특허등록

신제품 3일愛 EGF-FGF 앰플 출시

Jul.

June.

May.

Apr.

Feb.

Jan.

12월 신제품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출시

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한국관 참가

10월 홍콩 메가쇼 한국관 참가 / 킨텍스 K-BEAUTY EXPO 참가

8월 대만 K-Beauty 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 Miss Bling 상표 등록

7월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6월 병원용 브랜드 Dr.KP 5종 신제품 출시

5월 중국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4월 코스모 뷰티 베트남 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 방판브랜드 Miss 

Bling 5종 출시 / 신제품 화이멜라 샤이닝 임플란트 크림 출시

(주)다파라테크  화이멜라 外 기타제품 베트남 계약 수출

2월 (주)3일愛 브랜드파워 대상 수상

Dec.

Nov.

Oct.

Aug.

Jul.

Jun.

May

Apr.

Feb.

12월 신제품 C-TIME 72 여드름케어   신제품 출시 / Conella 브랜드 

4종 및 포시티아 제품 4종 위생성허가 (CFDA) 신청

11월 (주)글로벌콘 업무계약 체결 (마스크팩4종外 기타제품)

(주)세왕7 마스크팩 3종 출시

10월 킨텍스 K-BEAUTY EXPO 2016 참가

(주)3일愛 RE:BALM 2016년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9월 한국 품질만족도 스킨임플란트 부분 1위 수상 / 특허청 TIME72, 

Scalf Implant 상표등록 / 광저우 추계 뷰티박람회 참가

6월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수상 

4월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취득 / 3일愛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월 (주)3일愛 성남 제조공장 설립

Dec.

Nov.

Oct.

Sep.

Jun.

Apr.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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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4
12월 신제품 더마레이 펄 솔루션 set 출시

9월 법인자본금증자 15,000주 (1억 5천만원)

8월 리밤(Re:Balm) 특허청 상표 등록

중국 광동성 미용협회 10대 브랜드 선정

신제품 Skin Escort Maskpack 출시

펩테이드 미스트 위생성 허가 (CFDA) 신청

7월 (주)선션 "Forsythia" 브랜드 수출 계약 및 납품

6월 신제품 화이트 스킨임플란트 출시

(주)다온스토리 “브리텔라 3일愛” 납품

5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3일愛 신제품 론칭쇼

4월 신제품 스칼프 임플란트 출시

1월 전문가용 스킨임플란트 덕용 4종 출시

‘Three Days Love’ 상표 등록

Dec.

Sep.

Aug.

Jul.

Jun.

May.

Apr.

Jan.

12월 중금속 흡착팩(벌크), 중국 광저우 수출계약 및 납품

11월 ‘3일愛’ 상표 등록

10월 홍콩 B-BASE RETURN 10 브랜드 수출계약 및 납품

9월 3일愛 임플란트 솔루션 1종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7월 3일愛 펩타이드 이펙터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3일愛 Step 3 리커버리밤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4월 (주)21세기 포유 “이후” 스킨 임플란트 크림 납품

3월 신제품 펩타이드 330ppm 미스트 출시

1월 신제품 필 크림(A, B) set 출시

Dec.

Nov.

Oct. 

Sep.

Jul.

Apr.

Mar.

Jan.

2013
10월 (주) 3일愛 법인설립

2월 한국 최초 피부 타입별 크림형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Oct.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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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THREE DAYS LOVE
 Cosmeceutical

Science Experience Based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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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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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비밀의 열쇠… 3일愛!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세요?

피부에 임플란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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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illa lacustris

Bio Micro Needle seen from electron microscope

청정 바다에 서식하는 해면동물(Spongilla lacustris)의 Bio Micro Needle을 순수하게 정제하여 도포하면

Bio Micro Needle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재생, 각질 제거 피지 컨트롤에 도움을 주고 유효 성분 등의 

전달 통로가 되어 미백, 주름 개선 및 트러블의 원인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신개념 원료입니다.

독일에서 미용 제품으로 상용화를 시작해 현재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을 위한 특수 소재로써 주목 받고 있습니다.

중앙이 10~40㎚ 크기의 다공성 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공성 홀을 이용해 나노 유효 성분, 유효 물질, 산소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탈락 

脫落

분화 

分化

재생 

再生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주요 핵심 기술 및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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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Bio Micro Needle을 얼굴 전체 피부에 침투시켜 마사지함으로써 혈액 순환 및 세포 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써 얼굴 피부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저 세포층의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고, 길이가 100~250㎛인 Bio Micro Needle의 

중앙 다공성 홀을 통해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세포 재생 및 재배열, 각질 탈락과 함께 

피부를 맑고 투명하며 생기있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제성 피부 스킨 임플란트 침투 및 작용 개선된 피부

유효 물질 전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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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0 

Implant Solution H

RETURN10 

Implant Solution S

RETURN10

Implant Solution

Dr.KP

AC STOP Solution

Dr.KP

Skin Implant Solution

Three Days Love

Implan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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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세포 재생을 돕는 단백질이 주 구성원이며 노화로 인해 생긴 

잔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볼륨있고 

팽팽하게 만들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모발성장 및 두피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바르는 보톡스라고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성장인자를 얇은 막으로 감싸 피부에 침투시키면 줄

기세포 배양액 속 성장인자가 피부 가장 바깥쪽인 표피 세포를 자

극하고 표피 세포는 또 그 아래의 진피세포를 자극해서 세포 기능

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피부 세포는 건강해지고 피

부 탄력은 강화되어 얼굴색이 맑아지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박테리아, 항건성, 상처치료 효능, 피부재생 효과. 병풀의 잎과 줄

기에 있는 마데카식산 성분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뛰어나 여드

름 피부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자극 받은 피부를 진

정시켜주며 연고 및 약용, 화장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GF(Epidermal Growth Factor), 상피 세포 성장인자는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로 주로 재생크림, 

흉터크림에 사용됩니다. 피부에 EGF를 보충해주면 새로운 세포가 

신속하게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 강화되며 주름이 옅

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연 보습 성분으로 주변의 수분을 결합시켜 피부에 보습막을 형

성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자외선, 박테

리아 등 피부 트러블의 원인들로부터 보호하여 피부 면역력 저하

를 방지하고 탄력과 촉촉함을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펩타이드

식물줄기세포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펩타이드 상피세포성장인자

식물 줄기세포

병풀추출물

상피 세포 성장인자

히알루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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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수축

피부결 개선

윤곽개선

고품격 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Three Days Love Peptide Fraxel Set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기존 레이저, MTS기구 효

과를 화장품화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바이오 미세침 함유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

부 턴 오버 주기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각질이 정돈되면서 밝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식물 복합성분과 고농축 저분자펩타이드성분이 스킨 임플란트 관리 후 자극받은 피

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스킨임플란트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

을 도와 노화된 피부를 복원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카퍼트리펩타이드-1,

나이아신아마이드

Implant Solution I Peptide E�ector II
4ml 23ml

“놀라운 경험!”

“3일 만에 피부에 

 혁명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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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피부의 진정 및 냉각 케어용 수분 세럼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피부를 위

해 특별히 처방된 천연 허브추출물이 피부 건조 및 푸석함을 빠르게 케어합니다. 

주요성분: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녹차추출물, 베타인, 아데노신, 어성초, 위치하젤추출

물, 망고스틴추출물

피부의 생명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피부 재생력을 강

화시켜 주는 복합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탄력 저하와 피부 활성 저하를 개선해주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고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요성분: 카퍼트리펩타이드-1,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나

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제 3세대 나노기술인 발효나노를 적용하여 성분을 초 미립자화시켜 밀착력을 강화시

켜주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숨쉬는 재생용 비비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해줍니다.. 

주요성분: 산호추출물, 티타늄디옥사이드, 티트리오일, 수용성유황, 알부틴, 아데노신

Step 1. 

Step 2. 

Step 3. 

Derma Concentrator

Derma Healer

Recovery Balm

50ml

50ml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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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숨쉬는 리밤

밤에 바르는 Re:Balm

Re:Balm

피부 보호·진정

영양 침투·피부 장벽 강화

피부 재생·톤 보정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을 통한 천연 유효 성분들이 

지친 피부에 안정, 진정 부여

산호 추출물이 보습과 영양을 전달하고

천연 세라마이드가 손상된 피부 지질을 꼼꼼히 채워줌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이 접목된 천연 유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재생을 돕고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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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가 숨쉬는 리밤

밤에 바르는 Re:Balm

Re:Balm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50ml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50ml

Three Days Love Mini Recovery Balm
5ml

Return10 Recovery Balm
50ml

Return10 Compact Recovery Balm
15ml

자연스러운 피부톤의 연출과 피부 트러블 관리는 물론 피부 수분 보충과 피지 조절, 미백 효과, 

주름 개선 효과로 외부 환경적 자극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Recovery Balm



20

피부 재생 및 복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분자 펩타이드를 사용하여 특수시술 이후에 홈케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부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 탄력, 복원에 효과있는 고농축 

펩타이드 미스트입니다.

6無 적용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향료, 無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고농축 미스트 타입 에센스!!

얼굴에 뿌려만 주세요. 리프팅 Up! Up!

재생 복원 보습 장벽 피부 진정

Copper Peptide: 30ppm

사용으로 상처 재생 및

복원 능력 강화

Triple M Complex™

Special NMF Complex

300ppm 사용으로

보습 장벽 강화

피부 진정 효과를 보유한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의

식물성 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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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 펩타이드 미스트로 피부재생복원에 탁월한 코퍼펩타이드, 피부

보습 장벽보호 효과가 있는 Triple M Complex 등을 함유한 미스트 타

입의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피부투명도 증가, 광택증진, 처진피

부 탄력 회복과 거친피부 순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미스트

입니다.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無인공항료,

無셀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주요성분: 아데노신,카퍼트리펩타이드-1, Triple M Complex,마치현추

출물,금송뿌리추출물, 병풀추출물,세라마이드엔피,나이아신아마이드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홈케어 크림. 정제수 대신 비피다 발효 여과물을 

사용하여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깊숙이 유효물질을 전달해주는 

스킨임플란트 시스템으로 거칠고 노화된 피부, 목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며 아이크림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비피다 발효 여과수, 카퍼트리펩타이

드-1, 아세틸헥사펩나이드-8,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식물줄기세포성분과 저분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프리미엄 

영양크림으로 노화된피부, 심한 건성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템셀 크림

입니다. 특허받은 나노 세라마이드 리포좀 기술적용으로 피부 속 사이

사이 수분증발 억제, 수분유지, 외부자극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프리

미엄 영양크림입니다. 

주요성분: 식물줄기세포배양액, 세라마이드-3,아세틸헥사펩타이드-8,

RH-올리고펩타이드-1, 마카다미아씨오일,베타인,히알루론산

Peptide E�ector II Mist Type Nanofermentation Implant A Cream Peptide Stem Cell Night B Cream
150ml 50ml 50ml

피부결 개선

윤곽 개선

홈케어용 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Three Days Love Skin Implant Time Lock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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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속도를 높여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도록 도와주며 노화

로 인해 감소한 피부 활성 증대와 주름진 피부결을 케어하는데 도움

을 주어 생기있고 젊은 에너지를 가진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주요성분: RH-올리고펩타이드-1(EGF), aFGF, 히알루론산, 식물줄기세포

배양액, 천연효모

자외선 및 다양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트러블로 착색되어 어둡고 칙칙해진 피

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전용 영양크림. 피부 속 문제 요소들을 분해 복원시

켜 환하게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스킨 임플란트의 자극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정제수 대신 

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사용한 특수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주요성분: 해수,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애씨드, 

글루타치온, 캐모마일, 블루베리추출물

풍부한 산소 함유로 산소 버블을 발생시켜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항산화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이 피부 염증을 완화하여 트러블 방지와 함

께 맑고 환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프리미엄 세안제입니다.

주요성분: 병풀추출물, 티트리잎수, 캐모마일, 블루베리, 상백피추출물, 글루타치온

에델바이스 캘러스 배양액의 항염,항산화 효과와 유기농 알로에의 진정,보습효

과가 노화된 각질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주는 효소 스

킨 스케일링 마사지 크림. 스킨 임플란트 관리 3일 후부터 사용해 주시면  미 탈

락된 각질을 흡착하여 정리해 줍니다.

주요성분: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액, 셀룰로오스, 파파야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노니추출물

Bio Micro Needle과 천연 한방 용액을 결합한 두피 전용 화장품으로서

Bio Micro Needle이 두피에 유효한 한방 추출물을 흡수하여 영양성분과 수분

을 전달하여 두피의 상태를 정상화시키며 혈행촉진, 피지배출을 도와줍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뽕나무잎추출물, 맥주효모, 카퍼트리펩타이드, 

이노시톨, 바이오틴, 판테놀

EGF-FGF Ampoule

Whimela Shining Implant Cream

Centella O2 Deep Cleanser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Perfect Scalp Implant

60ml (6ml x 10 vials) 

50ml

140ml

100m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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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 사용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들을 전달하여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피부에 빛을 밝혀라

Brightening     Tone-up     Moistu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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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액 성분이 수분과 보습

을 채워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로 활력을 줍

니다.

- 동백오일 시트

- 장미수, 에델바이스 캘러스배양액

아쿠아필 성분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블링블

링 생기있는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 큐프라 시트

- AHA, BHA, 프로폴리스

금 성분의 에너지 골드와 마데카 성분이 피부를 보

호하고 브라이트닝, 광채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 참숯 시트

- 골드(순금), 마데카 성분

Three Days Love Morning Mask 
Pack Gold

Three Days Love Mask Pack Rose Three Days Love Mask Pack Propolis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차이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3일愛

특별한 마스크 팩을 체험해 보세요.

트러블개선, 모공축소, 미백효과가 탁월한 중금속, 미세먼지 흡착 마스크팩. 특수시트와 

특별히 처방된 앰플의 조합으로 피부를 환하게 개선시켜 주는 디톡스 마스크팩입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키틴,사탕수수추출물,사과,포도추출물,레몬추출물,하이드롤

라이즈콜라겐

Skin Escort Mask Pack
25 ml / 1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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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케이피

병원용 아이스 매직 필 시술과 스킨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목하여 안정성과 기미, 

잔주름, 여드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메디칼 클리닉 전문 필 프로그램

메디칼용 소프트 스킨임플란트 솔루션. 피부 레이저 후 3일간 사

용해 주시면 더욱 탄력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크

림으로 사용하시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미백 전용 스킨임플란트 크림

바이오 미세침을 함유한 피부 트러블 개선용 아크네 스킨임플란트 

스팟 크림으로 피지 배출과 염증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농축 펩타이드와 천연 허브 성분이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활력을 

주어 탄력 넘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스트 타입 에센스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항료, 無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Dr.KP Skin Implant Solution

Dr.KP White Skin Implant Cream

Dr.KP Ice Concentrator Dr.KP Derma Healer Dr.KP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Dr.KP AC STOP Implant Solution

Dr.KP Hydrocalming Peptide Mist

5ml

50ml

500ml 100ml 500ml

5m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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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0 “잠들기 전 바르기만 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변화시켜 드립니다.”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홈케어 크림으로 정제수 대신 비피다 발효여과물을 사용하여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깊숙이 유효물질을 전달해주는 스킨 임플란트 시스템입

니다.

거칠고 노화된 피부, 목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며 

아이크림으로 매일 밤 국소 부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비피다 발효여과수,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틸헥

사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Return10 Cell Touch Bio Meso Therapie Time Lock Program 
(Home Care)

Return10 Implant Solution S

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Return10 Derma Healer

Return10 Recovery Balm Mini

4ml

40ml

10ml

5ml

“당신을

10년 전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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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Return10 Derma Healer

Return10 Edelweiss Snow Cream

Return10 Derma Concentrator

Return10 Real Peptide Ampoule

500ml

100ml

500ml

500ml

100ml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전문가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존 레이저, MTS기구 효과를 화장품화 

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바이오 미세침 함유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 하고 불필요

한 각질이 정돈 되면서 밝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제 3세대 나노기술인 발효나노를 적용하여 성분을 초 미립자화시켜 밀착력을 강화시켜주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숨쉬는 재생용 비비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해줍니다.

Return10 Implant Solution I Kit
Cell Touch Bio Meso Therapie Sysyem (Professional)

Return10 Recovery Balm

4 ml x 8 syringes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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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링

MISS BLING

자극받은 피부, 트러블 피부를 빠르게 진정, 회복 시켜주고, 결이 고운 피부, 환하

고 밝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저분자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주요성분: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카퍼트리펩타이

드-1, 히알루론산, 식물복합 추출성분

피부탄력에 좋은 아지렐린 펩타이드와 수분을 끌어 당기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 함유로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탄탄하게 해주는 

보습크림입니다.

주요성분: 아지렐린펩타이드, 알로에베라, 병풀추출물, 베타인, 나이아신아마이

드, 아데노신

Miss Bling Real Peptide Ample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30ml

4ml

4ml

40ml

10ml

5ml

50ml

“3일 만에 

성형한 것처럼 

예뻐지자.”

Miss Bling Magic Lifting Skin Implant Kit

Miss Bling Implant Solution H

Miss Bling Peptide Mist

Miss Bling Implant Solution S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Miss Bling Recovery B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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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임플란트 

관리 프로그램

Cleansing Please push down the cap Implant Solution Staying for 5 minutes Removal of  residues 7 Days of  Nourishing

전문가용 관리 프로그램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분간 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

지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

욱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분간 유지시킵니다. 차가운 거즈나 

진정 기능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가운 해면으로 정리하거나 차가운 

물로 가볍게 세안합니다.

임플란트 솔루션 사용 후 7일간 영

양 보습 케어에 각별한 주의를 기합

니다. (리커버리밤 사용)

스킨 스켈링 

재생 관리 프로그램

1 32 4 5

Cleanser
Concentrator 3 : Derma Healer 1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Escort Pack (20~30 )
Peptide Mist → Concentrator →  

Healer → Re:Balm for Finish

Skin-Scaling

스킨 임플란트 후 신진대사 저하로 미탈락된 사세포를 무리없이 제거해주고 묵은 각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로 맑고 투명한 피부, 균형 잡히고 정상

적인 피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스킨 스켈링 프로그램  소요시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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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 만드는 홈 케어 사용법

1

1

32 4 5

Snow Massage Cream

Cleanser

Concentrator or EGFMist Healer or Whimela Recovery Balm

2 43

Mist Healer or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EGF or Peptide Ampoule

일반 피부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아침

저녁

홈케어용 

스킨 임플란트 

관리 방법

Once a week, rub and massage whole face and neck.
You can use for three days successively with interval of two weeks.

주의사항

관리 첫날은 세안하지 않고 그대로 취침합니다.

또한, 24시간동안 가벼운 물 세안만 권장하며 클렌징 폼 등의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3일 후 미세한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습식 사우나를 이용하여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합니다.

인위적으로 뜯어내거나 때 타월 등의 사용은 피합니다.
Cleansing Please push down the cap Implant Solution 3 Days of  Nourishing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분간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지

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욱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충분히 흡수되도록 가볍게 두드리며 

5분간 유지시킨 후 3일간 영양 보습 

제품을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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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3

3

3

2

2

2

4

4

4

4

5

5

Snow Massage Cream

Snow Massage Cream

Snow Massage Cream

Cleanser

Cleanser

Cleanser

Concentrator

EGF
EGF

Morning Mask Pack Gold

Mist

Mist

Mist

Healer

Whimela

Whimela

Whimela

Recovery Balm

Recovery Balm

2

2

2

4

4

3

3

3

Mist

Mist

Mist

Healer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Peptide Ampoule

Peptide Ampoule

Mask Pack Rose or Propolis

민감성·트러블 피부 

(1주 간격 소프트 스킨 임플란트 관리)

기미·칙칙한 피부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간편 미백 관리 Tip

아침

아침

아침

저녁

저녁

저녁

놀라움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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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K-Beauty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3일愛”

Russia

China

Norway

United States

Brazil

Austrailia

Vietnam

Korea

Thailand

Pakistan

수출/파트너/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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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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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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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愛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8 한주빌딩 2층(신사동)  ｜  02-1577-1586  ｜  www.3dayslove.kr  ｜  cgen@daum.net

“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