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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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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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및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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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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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긞
2018

2017

2016

7월

태국 K-BEAUTY 방콕 박람회 한국관 참가
리커버리밤 외 3종 미국 FDA 승인

12월

신제품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출시

12월

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한국관 참가

신제품 C-TIME 72 여드름케어 신제품 출시 / Conella 브랜드
4종 및 포시티아 제품 4종 위생성허가 (CFDA) 신청

6월

신제품 리턴10 리커버리밤 에어리스 콤팩트 타입 출시

10월

홍콩 메가쇼 한국관 참가 / 킨텍스 K-BEAUTY EXPO 참가

11월

5월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강남관 참가
(주)3일愛 미래창조 경영우수기업 선정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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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콘 업무계약 체결 (마스크팩4종外 기타제품)
(주)세왕7 마스크팩 3종 출시

7월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10월

4월

세계 최초 통증 케어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6월

병원용 브랜드 Dr.KP 5종 신제품 출시

킨텍스 K-BEAUTY EXPO 2016 참가
(주)3일愛 RE:BALM 2016년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상해 지사화 사업 선정

5월

중국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9월

1월

특허 제 10-1285831 호 “고체필러(고체스킨임플란트)” 특허등록
신제품 3일愛 EGF-FGF 앰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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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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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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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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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4

2013

12월

신제품 더마레이 펄 솔루션 set 출시

12월

중금속 흡착팩(벌크), 중국 광저우 수출계약 및 납품

10월

(주) 3일愛 법인설립

9월

법인자본금증자 15,000주 (1억 5천만원)

11월

‘3일愛’ 상표 등록

2월

한국 최초 피부 타입별 크림형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8월

리밤(Re:Balm) 특허청 상표 등록
중국 광동성 미용협회 10대 브랜드 선정
신제품 Skin Escort Maskpack 출시
펩테이드 미스트 위생성 허가 (CFDA) 신청

10월

홍콩 B-BASE RETURN 10 브랜드 수출계약 및 납품

9월

3일愛 임플란트 솔루션 1종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Oct.

7월

3일愛 펩타이드 이펙터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3일愛 Step 3 리커버리밤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Feb.

7월

(주)선션 "Forsythia" 브랜드 수출 계약 및 납품

4월

(주)21세기 포유 “이후” 스킨 임플란트 크림 납품

6월

신제품 화이트 스킨임플란트 출시
(주)다온스토리 “브리텔라 3일愛” 납품

3월

신제품 펩타이드 330ppm 미스트 출시

1월

신제품 필 크림(A, B) set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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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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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傽曄⢳⮂匡溷㹦儱杅⯊溷

Science Experience Based Cosmetics

THREE DAYS LOVE
Cosme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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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비밀의 열쇠⋯ 3일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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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세요?
䞯锡耘╯⣌䎘溷舽艮⻜

피부에 임플란트 하세요
騟璀嗘滽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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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 기술 및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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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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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㼜紱ⲙ涸䲿》幡ⲙ㣐嵳⚥吏䜂涸嵳絷⸓暟 4QPOHJMMBMBDVTUSJT 涸#JP.JDSP/FFEMF嶃䬀㖈膿♳#JP.JDSP/FFEMFⵞ慨淼肌䌐
⸔淼肌ⱄ欰ꤑ錭餘䱽ⵖ淼腒䧭⚹ぢ淼肌⠛鴪剣佪䧭ⴔ涸鸑騟䘯鸟繠涯佖㊤淿紻ㄤ곿聝肌涸倝嚋䙁⾲俱կ㖈䗞㕂
⡲⚹繠㺂❡ㅷ䒓㨤㉁⚌⻊湡㖈Ⰼ⚆歲⡲⚹淼肌繠㺂涸暵婋勞俱㢊「澏湡կ

Spongilla lacustris

탈락
脫落

중앙이 10~40㎚ 크기의 다공성 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공성 홀을 이용해 나노 유효 성분, 유효 물질, 산소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Bio Micro Needle seen from electron microscope

⚥㣛_घ㣐㼭涸㢴㶰䚍䕎䙖霪㢴㶰䚍䧭⚹紵
碛剣佪䧭ⴔ剣佪暟餘孻孞涸⠛鴪鸑騟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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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分化
재생
再生

劔依朮鯵⚿ꁑꁨ瓧

유효 물질 전달 과정

문제성 피부

스킨 임플란트 침투 및 작용

개선된 피부

곿䚍聝肌

䗎ꛏ幷鷳♸⡲欽

佖㊤た涸聝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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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㣔搬#JP.JDSP/FFEMF嶃䬀幷鷳ⵌⰌ膿鸑鵂䭽䷑⤛鵳過巊䗄梠⣘絛絈脅ⰻ孻孞կ

⢪䖤膿鿈淼肌剒帿涸㛇䏀絈脅㽻涸絈脅ⴔ鄬崞䚍⻊鸑鵂⚹_ङ涸#JP.JDSP/FFEMF涸⚥㣛㢴㶰䚍㼜剣佪䧭ⴔ⠛鴪
ⵌ聝肌帿㢅雮絈脅ⱄ欰♸ⱄ䱗ꥥ满錭餘膴衅䩧鸣鷳❭剣欰劼涸䎃鲽聝肌涸鵂玐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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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P

AC STOP Solution

Dr.KP

Skin Implant Solution

Three Days Love

Implant Solution

RETURN10

Implant Solution

RETURN10

Implant Solution S

RETURN10

Implant Solutio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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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

㢴胂

펩타이드

㢴胂

히알루론산

鷳僈餘ꃑꛧ

병풀추출물

상피세포성장인자

獤ꨓ虊䲿》暟

피부세포 재생을 돕는 단백질이 주 구성원이며 노화로 인해 생긴
잔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볼륨있고
팽팽하게 만들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모발성장 및 두피노화

♳淼絈脅欰㔔㶩

상피 세포 성장인자

♳淼絈脅欰㔔㶩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바르는 보톡스라고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鷳僈餘ꃑꛧ

嗃暟䎁絈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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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䌐⸔淼肌絈脅ⱄ欰涸跗涯餘⚹⚺銳匬䧭剣⸔✵곫⿺佖㊤㔔罈
⻊❡欰涸絈紻կ〳⢪膿鿈」䖤⚪忘剣䔀⸂㼆✵嬁〄欰ㄤ곫
㣢淼罈⻊⛲剣佪卓鄄獦⚹〳⟄嶃䬀涸聘嫫勍蝒կ

히알루론산

식물줄기세포

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JEFSNBM(SPXUI'BDUPS  ♳淼絈脅欰㔔㶩⡲⚹䌐⸔♶殆
氀汚荈搬䠁ざ涸跗涯餘⚺銳欽✵ⱄ欰꩹氀汚꩹կ絛聝肌邉⯎
&('〳鴽鸟欰䧭倝絈脅㖈姼鵂玐⚥淼肌䔀䚍㟞䔂剣佪佖
㊤淿紻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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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㣔搬⥂弪䧭ⴔ絕ざワ鴝宐ⴔ䕎䧭淼肌⥂弪芘雮淼肌傞ⵠ⥂䭯欰
劼⥂䫡聝肌⯝「稘㢪絁絈蝒瘝곿姺淼肌⯝氋⸂⡛♴
ꅾ欰剣䔀⸂徱嶹涸聝肌կ

식물 줄기세포

嗃暟䎁絈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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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풀추출물

獤ꨓ虊䲿》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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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㼜䎁絈脅涸欰㔔㶩欽謭芘⺫醙饰勻幷鷳ⵌ聝肌⚥䎁絈脅㛆Ⱞ
巊⚥欰㔔㶩ⵞ慨淼肌剒㢪㽻涸邍淼邍淼絈脅ⱄⵞ慨♴涸溫
淼絈脅䛪㢕絈脅⸆腊䩧鸣倝絈脅䔂⻊淼肌絈脅⨴䐀♸䔀
䚍⢪肌蒀」䖤❭涯Ⱘ剣䫒罈⻊佪卓կ

정시켜주며 연고 및 약용, 화장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䫒蝒䫒䎁斕屛毫⠟〡佪腊淼肌ⱄ欰佪卓կ獤ꨓ虊〽ㄤ单䎁
䔲⚥涸繿㛇獤ꨓ虊欦䧭ⴔ㼆✵⠟〡屛䠁佪卓⼾馊䫈ⵖ淼肌拧
氿ꞏ「ⵌ稘㢪絁ⵞ慨涸淼肌欽✵鲱芁ㄤ⼕蚋⻊㥿ㅷ瘝㢴
猫곭㚖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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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Love Peptide Fraxel Set
넞ㅷ餘傈昶㣼鶺7膿㣐䋗㤛鄳

“놀라운 경험!”
“3일 만에 피부에
혁명이 일어난다”

모공수축
피부결 개선
윤곽개선
고품격 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䝪☭溷✄돂
㝘⻑滽艮⚶气
긞⾀

綫㼭嬁㶰

佖㊤聝肌紻椚
佖㊤鲰䐸

넞ㅷ呔淼肌猫嗃毫玐

揦肌꩹˺

Implant Solution I

Peptide Effector II

4ml

23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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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복합성분과 고농축 저분자펩타이드성분이 스킨 임플란트 관리 후 자극받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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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스킨임플란트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

부 턴 오버 주기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각질이 정돈되면서 밝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을 도와 노화된 피부를 복원시켜 줍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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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ⵄ欽㣔搬欰暟䗎ꛏ涸⚁㹻欽⸆腊䚍⻊㥿ㅷ㹊梡✫梡剣慨⯕ծ.54佪卓⻊㥿ㅷ⻊䒓〄
涸❡ㅷկゎ剣涸䗎ꛏⵞ慨淼肌雮淼肌䗄梠ワ劍姻䌢⻊侮곦♶䗳銳涸錭餘➢罜倝
欰⯕❭厫㳄涸聝肌կ
⚺銳䧭ⴔ宐鍒嵳絷艑薗擔卓薗㢴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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稒肌礵⼶ꪪ˻

聝肌猫嗃盗椚た嗃暟㢕ざ䧭ⴔㄤ넞崽綫⡛ⴔ㶩㢴胂䧭ⴔ䘯鸟䛪㢕「ⵌⵞ慨涸聝肌䲿
넞淼肌猫嗃佪卓䌐⸔脸⾲跗涯ㄤ䔀䚍涸ざ䧭⥝㢕罈⻊聝肌կ
⚺銳䧭ⴔ⛩ꃀ㛇Ⱉ胂啕啕嚔ꃀ㔋胂♲胂Ꜥ掆ꃀ腂

Step 1. ⥂弪礵⼶ꪪ

Derma Concentrator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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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欽勻ꞏㄤⲇ⽲「䰀淼肌涸宐ⴔ礵⼶ゎ剣⚪㺢涸宐ⴔㄤ蠒Ⱞ⚹✫淼肌暵ⵆ㢅倰
涸㣔搬虊劥䲿》暟腊㢿䘯鸟䫡椚䎁斕匠䓄涸淼肌կ
⚺銳䧭ⴔ䎽䬘程蓧虷〽䲿》暟綁蘡䲿》暟欫蝲焦艑薗됎舞虊⻌繠ꆄ綗哆䲿
》暟㿋畾䲿》暟

Step 2. 徱嶹✌

Derma Healer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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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䲿넞淼肌欰ㄐ⸂涸❡ㅷ䔂⻊淼肌ⱄ欰⸂涸㢕ざ胂䧭ⴔ〳佖㊤淼肌䔀⸂ㄤ淼肌崞䚍
⡛♴嶃䬀傞♶⠔랭艓䩧鸣絈徾稒荝聝肌կ
⚺銳䧭ⴔ♲胂Ꜥ⛩ꃀ㛇Ⱉ胂啕嚔ꃀ❀胂掆ꃀ腂艑薗

Step 3. ⥝괃ꥬ猌꩹

Recovery Balm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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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鵘欽✫痦♲➿紵碛䪮助涸〄ꃋ紵碛㼜䧭ⴔ馄䗎磜㶩⻊䔂⻊餤ざ桧䛪㢕「䰀聝
肌䩧鸣剣䔀⸂⨴䐀涸聝肌㾝梡荈搬蒀峂雮聝肌ㄎエ涸ⱄ欰欽##꩹
⚺銳䧭ⴔ棂榨䲿》暟✳孻⻊ꛢ蘡吆屘宐很䚍炻熬擔卓薗艑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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雮淼肌ㄎエ涸⥝괃ꥬ猌꩹
儻♳⢪欽涸Re:Balm
피부가 숨쉬는 리밤
밤에 바르는 Re:Balm

피부 보호·진정

淼肌⥂䫡vꞏ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을 통한 천연 유효 성분들이
지친 피부에 안정, 진정 부여

鸑鵂⡛庛〄ꃋ䪮助㣔搬剣佪䧭ⴔ餻✮氕䟒聝肌㸝㹁ꞏ

영양 침투·피부 장벽 강화
幷鷳蠒Ⱞv䔂⻊淼肌㠗㘠

산호 추출물이 보습과 영양을 전달하고
천연 세라마이드가 손상된 피부 지질을 꼼꼼히 채워줌
棂榨䲿》暟⠛鴪⥂弪ㄤ蠒Ⱞ
㣔搬脸⾲㔔㶩㞅⯎「䰀聝肌ꢂ涸腒餘

피부 재생·톤 보정

淼肌ⱄ欰v瀇姻肌蒀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이 접목된 천연 유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재생을 돕고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연출

輑Ⰶ⡛庛〄ꃋ䪮助涸㣔搬剣佪䧭ⴔ幷鷳ⵌ聝肌帿㢅䌐⸔ⱄ欰
㾝梡荈搬肌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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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B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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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괃ꥬ猌꩹

주름 개선 효과로 외부 환경적 자극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➑㾝梡荈搬肌蒀䎇盗椚곿聝肌鵮Ⱘ剣邉⯎宐ⴔ靈蒜淼腒繠涯佖㊤淿紻涸佪卓
㸝Ⰼ涸⥂䫡聝肌⯝「㢪鿈梠㞯涸ⵞ慨

傈昶⥝괃ꥬ猌꩹

傈昶⥝괃ꥬ猌꩹

傈昶鶴⡹ꥬ猌꩹

눂⥝괃ꥬ猌꩹

눂⥝괃ꥬ猌꩹溫瑟磋껝渱㘗
15ml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Three Days Love Mini Recovery Balm

Return10 Recovery Balm

50ml

50ml

5ml

50ml

Return10 Compact Recovery B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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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뿌려만 주세요. 리프팅 Up! Up!
〫㌂✵膿鿈䲿䬘6Q6Q
고농축 미스트 타입 에센스!!
넞崽綫㌂㘗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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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欽⧩䖤劍䖉淼肌ⱄ欰♸㢕⾲佪卓涸⡛ⴔ㶩㢴胂㖈暵婋倶助⛓た㖈㹻䫡椚⢪欽կ
⤛鵳淼肌脸⾲跗涯ㄤ䔀⸂涸ざ䧭䛪㢕淼肌䔀⸂涸넞崽綫㢴胂㌂կ

재생 복원

보습 장벽

피부 진정

ⱄ欰㢕⾲

⥂弪㠗㘠

淼肌ꞏ

Copper Peptide: 30ppm

Triple M Complex™

피부 진정 효과를 보유한

사용으로 상처 재생 및

Special NMF Complex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의

복원 능력 강화

300ppm 사용으로

식물성 원료 사용

보습 장벽 강화
$PQQFS1FQUJEF⢪欽QQN
䔂⻊⠟〡ⱄ欰ㄤ㢕⾲腊⸂

5SJQMF.$PNQMFY˳
4QFDJBM/.'$PNQMFY
⢪欽QQN䔂⻊⥂弪㠗㘠

⢪欽ꞏ㹁淼肌佪卓涸蓧虷〽实
䲿》暟瘝嗃暟䚍⾲俱

6無 적용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향료, 無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偽⻊㷖臱偽瀤暟屘偽➃䊨蒀稇偽薅ꂼ偽➃䊨껺俱偽炻ꃑ歲崞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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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Love Skin Implant Time Lock Program
傈昶絈脅눥⸂꩹㤛鄳
피부결 개선
윤곽 개선
홈케어용 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佖㊤聝肌紻椚
佖㊤鲰䐸

㹻䏭欽淼肌猫嗃㤛鄳

㢴胂邉宐㌂

紵碛〄ꃋ揦괃"꩹

㢴胂䎁絈脅㢹欽#꩹

Peptide Effector II Mist Type

Nanofermentation Implant A Cream

Peptide Stem Cell Night B Cream

150ml

50ml

50ml

저분자 펩타이드 미스트로 피부재생복원에 탁월한 코퍼펩타이드, 피부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홈케어 크림. 정제수 대신 비피다 발효 여과물을

식물줄기세포성분과 저분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프리미엄

보습 장벽보호 효과가 있는 Triple M Complex 등을 함유한 미스트 타

사용하여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깊숙이 유효물질을 전달해주는

영양크림으로 노화된피부, 심한 건성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템셀 크림

입의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피부투명도 증가, 광택증진, 처진피

스킨임플란트 시스템으로 거칠고 노화된 피부, 목주름 개선에 도움을

입니다. 특허받은 나노 세라마이드 리포좀 기술적용으로 피부 속 사이

부 탄력 회복과 거친피부 순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미스트

주는 제품입니다.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며 아이크림으로 사용하셔도

사이 수분증발 억제, 수분유지, 외부자극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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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미엄 영양크림입니다.

無셀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비피다 발효 여과수, 카퍼트리펩타이

주요성분: 식물줄기세포배양액, 세라마이드-3,아세틸헥사펩타이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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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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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올리고펩타이드-1, 마카다미아씨오일,베타인,히알루론산

출물,금송뿌리추출물, 병풀추출물,세라마이드엔피,나이아신아마이드

欰暟䗎ꛏ㹻欽䫡椚꩹կ⢪欽✌ꃑ蝒〄ꃋ鵂応宐➿剏紱ⲙ宐㟞⸈✫エ佐

ゎ剣嗃暟䎁絈脅䧭ⴔㄤ⡛ⴔ㶩胂ծ鷳僈餘ꃑ涸넞紩蠒Ⱞ꩹䌐⸔佖㊤匧䏞

⿺곯紻涸❡ㅷկ嫦ワ⢪欽_妃鷓䔲涸ⵞ慨淼肌㼜剣佪䧭ⴔ幷鷳鵳淼

襒〄絶䭯宐嶹⥂䫡聝肌⯝「㢪歲稘㢪絁ⵞ慨կ

⡛ⴔ㶩㢴胂㌂⚥ゎ剣⼾馊涸⥝㢕淼肌ⱄ欰⸆腊涸Ꜥ胿胂⥂䫡淼肌⥂弪

㠗涸5SJQMF.$PNQMFY僽넞崽綫㌂㘗㢴胂㸝櫕կ㟞⸈聝肌鷳僈䏞㟞
⸈⯕峂䛪㢕♴㘌涸聝肌䔀⸂ㄤ佖㊤磦祳聝肌瘝佪卓涸㢴ざ♧㌂կ偽⻊
㷖臱偽瀤暟屘偽➃䊨蒀稇偽薅ꂼ偽➃䊨껺俱偽炻ꃑ歲崞
䚍

⚺銳䧭ⴔ艑薗♲胂Ꜥ5SJQMF.$PNQMFY끩뤼蔸䲿》

䚍㼜剣佪䧭ⴔ⠛鴪ⵌ聝肌帿㢅涸淼肌猫嗃毫玐䌐⸔佖㊤磦祳罈⻊淼肌
肌帿㢅Ⱘ剣⼾馊涸佖㊤淼肌佪卓կ⛲〳⡲⚹滚꩹⢪欽կ

⚺銳䧭ⴔ宐鍒嵳絷✌ꃑ蝒〄ꃋ鵂応宐♲胂Ꜥ⛩ꃀ㛇Ⱉ
胂掆ꃀ腂艑薗鷳僈餘ꃑ

䎁斕涸蠒Ⱞ邉宐꩹կ⢪欽》䖤⚁ⵄ涸紵碛牟絑ꃀ腂腒餘⡤䪮助䫈ⵖ宐ⴔ
⚺銳䧭ⴔ嗃暟絈脅㛆Ⱞ巊牟絑ꃀ腂⛩ꃀ㛇Ⱉ胂3)
㻑胂慌崍㗏卓碰屘欫蝲焦鷳僈餘ꃑ

暟ꆄ匠呏䲿》暟獤ꨓ虊䲿》暟牟絑ꃀ腂/1掆ꃀ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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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肌揦괃꩹

Whimela Shining Implant Cream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50ml

100ml

자외선 및 다양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트러블로 착색되어 어둡고 칙칙해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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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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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가 노화된 각질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주는 효소 스

켜 환하게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스킨 임플란트의 자극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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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정제수 대신

락된 각질을 흡착하여 정리해 줍니다.

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사용한 특수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주요성분: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액, 셀룰로오스, 파파야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주요성분: 해수,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애씨드,

노니추출물

글루타치온, 캐모마일, 블루베리추출물

ꨓ絔蔄絆絉㛆Ⱞ巊涸䫒拧䫒孻⻊佪卓ㄤ剣劼ⱚ蓧虷涸ꞏծ⥂弪佪卓雮㔔罈⻊

ⴔ鍒聝肌ⰻ鿈곿雮淼肌䛪㢕❭涯鵮腊鸑鵂䗎ꛏ涸ⵞ慨䘯鸟䱗ⴀ⡤㢪雮淼

侮곦劢膴衅涸錭餘կ

㔔稘㢪絁ㄤ㢴猫ⰻ鿈㔔稇㼋荝冝小涸淼肌」䖤鷳❭涸繠涯⚁欽蠒Ⱞ꩹կ♶➑腊
肌」䖤鷳❭涸ⴢ傞➿涸❡ㅷկ⢪欽孻孞ㄤ瀤暟餘⚪㺢涸嵳宐➿剏紱ⲙ宐涸暵婋⸆
腊䚍⻊㥿ㅷկ

&(''('㸝櫕

ꨓ絔蔄倛霿䭽䷑꩹

錭餘罜冝小涸聝肌」䖤鷳❭涸ꃋ稇錭餘䭽䷑꩹կ揦肌盗椚㣔た䒓㨤⢪欽エ꣡
⚺銳䧭ⴔꨓ絔蔄絆絉㛆Ⱞ巊 紦絶稇 殣加檗卓䲿》暟 蝼蠄䲿》暟 霿⚽䲿》暟

⚺銳䧭ⴔ嵳宐宐鍒嵳絷掆ꃀ腂ⳕ過ꃑ靽脪欥胂欥蝍覰蛚䲿》暟

EGF-FGF Ampoule
60ml (6ml x 10 v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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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䌐⸔䲿⼮淼肌ⱄ欰鸟䏞䘯鸟欰䧭倝絈脅㟞⸈㔔罈⻊罜Ⲹ㼱涸淼肌崞䚍
䎇䫡椚聝肌紻椚䩧鸣剣欰劼剣崞⸂涸䎃鲽聝肌կ

⚺銳䧭ⴔ3)㻑胂 &(' B'(' 鷳僈餘ꃑ 嗃暟䎁絈脅㛆Ⱞ巊 㣔搬ꃋ嫢

㸤繠㣢淼猫嗃꩹

Perfect Scalp Implant

Centella O2 Deep Cleanser

100ml

140ml

Bio Micro Needle과 천연 한방 용액을 결합한 두피 전용 화장품으로서

풍부한 산소 함유로 산소 버블을 발생시켜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Bio Micro Needle이 두피에 유효한 한방 추출물을 흡수하여 영양성분과 수분

주고 항산화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이 피부 염증을 완화하여 트러블 방지와 함

을 전달하여 두피의 상태를 정상화시키며 혈행촉진, 피지배출을 도와줍니다.

께 맑고 환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프리미엄 세안제입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뽕나무잎추출물, 맥주효모, 카퍼트리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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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시톨, 바이오틴, 판테놀

ゎ剣⚪㺢涸孻孞〳❡欰岙屁ꤑ嬁㶰⚥涸淼腒ㄤ罈⻊暟䫒孻⻊獤ꨓ虊䧭ⴔ綕

エ佐㼆㣢淼剣佪涸倰䲿》暟⠛鴪蠒Ⱞ䧭ⴔㄤ宐ⴔ雮㣢淼朐䙖姻䌢⻊佖㊤

⚺銳䧭ⴔ獤ꨓ虊䲿》暟 蘡吆〽宐 欥蝍 覰蛚䲿》暟 呹涯淼䲿》暟 靽脪欥胂

⡲⚹#JP.JDSP/FFEMFㄤ㣔搬倰很巊絕ざ涸㣢淼⚁欽⻊㥿ㅷ#JP.JDSP/FFEMF
過巊䗄梠䌐⸔䱗ꤑ淼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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帿㽻孻孞岙屁峇✌

⚺銳䧭ⴔ宐鍒嵳絷 呹吆〽䲿》暟 ㉷ꂊꃋ嫢 ♲胂 Ꜥ 聝ꃫ 欰暟稇 岌ꃫ

ㄤ淼肌拧氿䩧鸣❭涯⯕䕙聝肌涸넞紩峇✌կ

駑滽艮缹侑⩱
피부에 빛을 밝혀라

Brightening

Tone-up

Moisturizing

欰暟䗎ꛏ㼜剣佪䧭ⴔ⠛鴪ⵌ聝肌帿㢅
䩧鸣⯕䕙撑➃涸聝肌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들을 전달하여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欽瀤暟餘⚪㺢涸嵳宐➿剏紱ⲙ宐
정제수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 사용

欰暟䗎ꛏ

掆ꃀ腂

欥蝍

蘡吆

獤ꨓ虊

覰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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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3일愛
특별한 마스크 팩을 체험해 보세요.

㐂䈼⯊╚⢳⮂䈼䐺溷傽曄
✄돂┞┫杅⯊溷긖葬⻳

エ꣡芘

Skin Escort Mask Pack
25 ml / 1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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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佖㊤江江綫㼭嬁㶰繠涯佪卓⼾馊涸エ꣡ꅾꆄ㾩抪㼽涸芘կ暵婋芘紺ㄤ暵ⵆ㢅倰
㸝櫕涸絕ざ雮聝肌」䖤⯕❭涸䱗嫫芘կ

⚺銳䧭ⴔ宐鍒㡲㢴祪欥訴䲿》暟薜卓袕蟎䲿》暟厾墰䲿》暟宐鍒脸⾲跗涯

傈昶傍㸝랕ꆄ芘

傈昶梚槔芘

傈昶踡脸芘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액 성분이 수분과 보습

아쿠아필 성분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블링블

금 성분의 에너지 골드와 마데카 성분이 피부를 보

을 채워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로 활력을 줍

링 생기있는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호하고 브라이트닝, 광채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니다.

- 큐프라 시트

- 참숯 시트

- 동백오일 시트

- AHA, BHA, 프로폴리스

- 골드(순금), 마데카 성분

- 장미수, 에델바이스 캘러스배양액

"RVBQFFM䧭ⴔꤑ罈⻊錭餘絛聝肌❭

肌絛聝肌䲿❭⯕䕙撑➃涸崞⸂

嶹䔀䚍涸崞⸂

Ꜥ孽紦絶芘紺

Three Days Love Morning Mask
Pack Gold

랕ꆄ䧭ⴔ涸腊ꆀ랕ꆄㄤ띌鶓꩓稇䧭ⴔ⥂䫡淼
加挦芘紺

랕ꆄ 紱ꆄ 띌鶓꩓稇䧭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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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Love Mask Pack Rose

ꨓ絔蔄絆絉㛆Ⱞ巊䧭ⴔ㞅⯎宐ⴔ絛聝肌徱
嵳秋礵屘芘紺

梚槔宐ꨓ絔蔄絆絉㛆Ⱞ巊

Three Days Love Mask Pack Propolis

剣欰劼涸崞⸂

")" #)" 踡脸

병원용 아이스 매직 필 시술과 스킨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목하여 안정성과 기미,
잔주름, 여드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메디칼 클리닉 전문 필 프로그램

닥터케이피

⼕ꤎ欽*DF.BHJD1FFM倶助ㄤ淼肌猫嗃毫玐湱絕ざ佖㊤蒀俤ծ絈紻ծ江江涸⚁꡶⼕欽揦肌毫玐

%S,1揦肌꩹

%S,1"$4501揦肌꩹

5ml

5ml

메디칼용 소프트 스킨임플란트 솔루션. 피부 레이저 후 3일간 사

바이오 미세침을 함유한 피부 트러블 개선용 아크네 스킨임플란트

용해 주시면 더욱 탄력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크

스팟 크림으로 피지 배출과 염증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Dr.KP Skin Implant Solution

Dr.KP AC STOP Implant Solution

림으로 사용하시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欽揦肌꩹կ淼肌慨⯕た鵶絯⢪欽㣔⠔雮䝠䭆剣刿剣䔀⸂涸聝
肌կ嫦㣔⡲⚹滚꩹⢪欽〳䌐⸔佖㊤絈紻

ゎ剣欰暟䗎ꛏ佖㊤곿淼肌涸淼肌猫嗃꩹䌐⸔䱗ꤑ淼腒ㄤ綕ㄤ
拧氿

%S,1宐ⴔꞏ㢴胂㌂

%S,1❭涯揦肌꩹

Dr.KP Hydrocalming Peptide Mist

100ml

Dr.KP White Skin Implant Cream

고농축 펩타이드와 천연 허브 성분이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활력을

50ml

주어 탄력 넘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스트 타입 에센스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미백 전용 스킨임플란트 크림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항료, 無

䲿❭冝小聝肌涸繠涯⚁欽猫嗃꩹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ゎ剣넞崽綫㢴胂ㄤ㣔搬虊劥嗃暟絛氕䟒涸聝肌崞⸂䩧鸣⯎忘䔀
⸂⨴䐀聝肌涸㌂㘗礵⼶

偽⻊㷖臱偽瀤暟屘偽➃䊨蒀稇偽薅ꂼ偽➃䊨껺俱偽
炻ꃑ歲崞䚍

%S,1⥂弪礵⼶ꪪ

%S,1徱嶹✌

%S,1ꨓ絔蔄倛霿䭽䷑꩹

Dr.KP Ice Concentrator

Dr.KP Derma Healer

Dr.KP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500ml

100ml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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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0
눂

“당신을
10년 전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잠들기 전 바르기만 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변화시켜 드립니다.”
⺢괚瀟⯼嶿䫾㹦茣侉⺈䜧溷㵼髳

눂揦肌꩹4

駑䜧溷㵼髳㎇⯑䌑⯼

Return10 Implant Solution S
4ml

눂欰暟絈脅屛毫傞⯕ꝉ㹁 㹻欽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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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눂㢴胂宐ⴔ礵⼶

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4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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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눂徱嶹✌

Return10 Derma Healer
10ml

欰暟䗎ꛏ㹻欽꩹⢪欽✌ꃑ蝒〄ꃋ鵂応宐➿剏紱ⲙ宐㟞⸈エ佐䚍㼜剣佪暟餘⠛鴪ⵌ聝
肌帿㢅涸淼肌猫嗃㤛鄳կ佖㊤磦祳罈⻊淼肌♸곯紻涸❡ㅷ嫦ワ⢪欽_妃絛淼肌♧

㹁ⵞ慨涸ず傞㼜剣佪䧭ⴔ幷鷳ⵌ聝肌帿㢅㼆✵佖㊤聝肌剣⼾馊涸佪卓կ❠〳⡲⚹滚꩹
嫦儻嶃䬀✵㽷鿈

⚺銳䧭ⴔ宐鍒嵳絷✌ꃑ蝒〄ꃋ鵂応宐♲胂Ꜥ⛩ꃀ㛇Ⱉ胂掆ꃀ
腂艑薗鷳僈餘ꃑ

눂鶴⡹ꥬ猌꩹

Return10 Recovery Balm Mini
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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눂欰暟絈脅屛毫㤛鄳 ⚁㹻欽

Return10 Implant Solution I Kit
Cell Touch Bio Meso Therapie Sysyem (Professional)
4 ml x 8 syri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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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ⵄ欽㣔搬欰暟䗎ꛏ涸⚁㹻欽⸆腊䚍⻊㥿ㅷ㹊梡✫梡剣慨⯕ծ.54佪卓⻊㥿ㅷ⻊䒓〄涸❡ㅷկゎ剣涸䗎ꛏⵞ慨淼
肌雮淼肌䗄梠ワ劍姻䌢⻊侮곦♶䗳銳涸錭餘➢罜倝欰⯕❭厫㳄涸聝肌կ
⚺銳䧭ⴔ宐鍒嵳絷艑薗擔卓薗㢴胂

눂㢴胂宐ⴔ礵⼶ ⚁㹻欽

눂⥂弪礵⼶ꪪ ⚁㹻欽

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Return10 Derma Concentrator

500ml

500ml

눂徱嶹✌ ⚁㹻欽

눂㢴胂㸝櫕 ⚁㹻欽

Return10 Derma Healer

Return10 Real Peptide Ampoule

100ml

100ml

눂ꨓ絔蔄倛霿꩹ ⚁㹻欽

Return10 Edelweiss Snow Cream
500ml

눂⥝괃ꥬ猌꩹

Return10 Recovery Balm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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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鵘欽✫痦♲➿紵碛䪮助涸〄ꃋ紵碛㼜䧭ⴔ馄䗎磜㶩⻊䔂⻊餤ざ桧䛪㢕「䰀聝肌䩧鸣剣䔀
⸂⨴䐀涸聝肌㾝梡荈搬肌蒀雮聝肌ㄎエ涸ⱄ欰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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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 BLING
미스블링
.JTT#MJOH揦肌꩹)

Miss Bling Implant Solution H
4ml

.JTT#MJOH揦肌꩹4

Miss Bling Implant Solution S

“3일 만에
성형한 것처럼
예뻐지자.”
傰俠䓺
┩傽駑䜧摣뀬偆气

4ml

.JTT#MJOH㢴胂邉宐㌂
Miss Bling Peptide Mist
40ml

.JTT#MJOHⰙ胿胂徱嶹✌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JTT#MJOH눥助䲿䬘㤛鄳

Miss Bling Magic Lifting Skin Implant Kit

.JTT#MJOH㢴胂㸝櫕

.JTT#MJOH⥝괃ꥬ猌꩹

Miss Bling Recovery Balm
5ml

.JTT#MJOHⰙ胿胂徱嶹✌

Miss Bling Real Peptide Ample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30ml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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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탄력에 좋은 아지렐린 펩타이드와 수분을 끌어 당기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고 밝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저분자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산 함유로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탄탄하게 해주는

주요성분: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카퍼트리펩타이

보습크림입니다.

드-1, 히알루론산, 식물복합 추출성분

주요성분: 아지렐린펩타이드, 알로에베라, 병풀추출물, 베타인, 나이아신아마이

䘯鸟ꞏ䛪㢕「ⵌⵞ慨涸淼肌⿺곿淼肌䩧鸣⯕❭聝肌涸⡛ⴔ㶩넞崽綫㢴胂㸝
櫕կ

⚺銳䧭ⴔ⛩ꃀ㛇Ⱉ胂啕啕嚔ꃀ㔋胂♲胂Ꜥ鷳僈餘ꃑ嗃
暟㢕ざ䲿》䧭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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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드, 아데노신

ゎ剣㼆淼肌䔀⸂剣葻㥩佪卓涸胿胂ㄤ饰ⵌ嵳絷⡲欽䲿䬘宐ⴔ涸鷳僈餘ꃑ⥂䫡淼肌
⯝「㢪歲⠟㹲涸⥂弪꩹

⚺銳䧭ⴔ胿胂䎽䬘程蓧虷䲿》暟獤ꨓ虊䲿》暟欫蝲焦掆ꃀ腂艑薗

전문가용 관리 프로그램
┺㵵䫞槏泈瓧
스킨 임플란트
관리 프로그램

淼肌猫嗃䫡椚毫玐
峤膿
Cleansing

䒓㼓岣㼗
Please push down the cap

猫嗂淼肌
Implant Solution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5분간 유지시킵니다. 차가운 거즈나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분간 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

진정 기능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

더욱 좋습니다.

欽帿㽻峤㥗幡峇聝肌た
⢪欽㌂侮椚婎殆暟

스킨 스켈링
재생 관리 프로그램
Skin-Scaling
ⱄ欰盗椚毫玐

欽䬕䭷欽⸂䭽⾓㼓〡た⢪欽
㥵卓♶䭽⾓ⰻ㺂暟♶⠔ⴀ勻

욱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㖈侮⚡鿈㖲⺣䮥ⴀ鷓䔲ꆀた
➢괄㣢䒓㨤絈荝䭽⾓䭽䷑ⴔ
ꛦ㖈䟝銳佖㊤涸鿈⡙玕⸈欽⸂
䭽䷑岤䠑姺鵳Ⰶ滚漋

絶䭯ꛦ
Staying for 5 minutes

絶䭯ⴔꛦկ⢪欽幡ⲫ絹䌄䧴
ꞏ⸆腊涸芘佪卓刿⢕

ꤐ婍殅暟
Removal of residues

㣓蠒Ⱝ⥂弪䫡椚
7 Days of Nourishing

차가운 해면으로 정리하거나 차가운

임플란트 솔루션 사용 후 7일간 영

물로 가볍게 세안합니다.

양 보습 케어에 각별한 주의를 기합

欽幡ⲫ涸嵳絷侮椚䧴罏欽ⲫ宐
皍⽀幡峤

니다. (리커버리밤 사용)

⢪欽揦肌꩹た㣔ⰻ銳暵ⵆ岤䠑
蠒Ⱞ⥂弪䫡椚 ⢪欽⥝괃ꥬ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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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猫嗃淼肌たꤑ㔔倝꣥➿靧⡛♴劢膴衅涸娥絈脅ծ꣥傊錭餘ծ랱㣢ծ涯㣢䛪㢕鷳❭㖲邂涸姻䌢淼肌朐䙖涸TLJOTDBMJOH毫玐
䨾傞ꢂⴔꛦ

1

孺孞峤㥖峇
Cleanser

2

絔倚霿꩹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3

⥂弪⼶ꪪ嶹
嫰⢽幉さ
Concentrator 3 : Derma Healer 1

4

꣡芘쭒
Escort Pack (20~30ⴔꛦ)

5

㢳胂邉宏㌂̔⥂弪⼶ꪪ
̔嶹̔ꥫ猋꩹住㽵
Peptide Mist → Concentrator →
Healer → Re:Balm for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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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 만드는 홈 케어 사용법
䩤ꅏ耘╯舽艮溷㵵䎁䫞槏偙岺
홈케어용
스킨 임플란트
관리 방법

㹻䏭淼肌猫嗃䫡
椚毫玐

주의사항
관리 첫날은 세안하지 않고 그대로 취침합니다.
또한, 24시간동안 가벼운 물 세안만 권장하며 클렌징 폼 등의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峤膿
Cleansing

䒓㼓岣㼗
Please push down the cap

猫嗂淼肌
Implant Solution

㣓蠒Ⱝ⥂弪䫡椚
3 Days of Nourishing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충분히 흡수되도록 가볍게 두드리며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분간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지

5분간 유지시킨 후 3일간 영양 보습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욱

제품을 발라줍니다.

欽帿㽻峤㥗幡峇聝肌た
⢪欽㌂侮椚婎殆暟

欽䬕䭷欽⸂䭽⾓㼓〡た⢪欽
㥵卓♶䭽⾓ⰻ㺂暟♶⠔ⴀ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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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㣔♧妃䭽䷑嶃䬀✵Ⰼ膿ㄤ腹㶩կ⛲〳⟄㣔⚹ꢂꥬ鵶絯⢪欽㣔կ

일반 피부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菚淼肌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㖈侮⚡鿈㖲⺣䮥ⴀ鷓䔲ꆀた
➢괄㣢䒓㨤絈荝䭽⾓䭽䷑ⴔ
ꛦ㖈䟝銳佖㊤涸鿈⡙玕⸈欽⸂
䭽䷑岤䠑姺鵳Ⰶ滚漋

鲽鲽䬝䩧荛Ⰼ鿈エ佐絶䭯ⴔ
ꛦկ⛓た㣔⢪欽蠒Ⱞ⥂弪❡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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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岤䠑✲고

䫡椚痦♧㣔偽峤괃湬䱹㽠㻆⽰〳կ

〥㢪㼭傞ⰻ♶⢪欽峇❡ㅷ〫欽幡宐皍⽀峇կ
呏䰘淼肌朐䙖㣔た⠔剣鲽䗎錭餘膴衅梡韌
䒊雳襒呹䭭鲽鲽䴱䱈կ

鼙⯝➃⚹丘䬘䧴⢪欽䴱愩䋌կ

아침
傍♳

ꢂꥬ_ワ淼肌猫嗃䫡椚

1

2

3

絔倚霿䭼꩹
Snow Massage Cream

㢳胂邉宏㌂
Mist

⥂弪⼶ꪪPS&('
Concentrator or EGF

1

2

3

4

5

嶹PS❬肌揦괃꩹
Healer or Whimela

ꥫ猋꩹
Recovery Balm

저녁
儻♳

峤㥖
Cleanser
30

㢳胂邉宏㌂
Mist

&('PS稒肌⼶ꪪ˻
EGF or Peptide Ampoule

4

嶹PS㢳胂䎁絈㢸欽#꩹PS❬肌揦괃꩹
Healer or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민감성·트러블 피부
(1주 간격 소프트 스킨 임플란트 관리)

併䠭곿䚍聝肌

아침
傍♳

1

ꢂꥬ♧ワ♧妃揦肌꩹4䫡椚

絔倚霿䭼꩹
Snow Massage Cream

2

㢳胂邉宏㌂
Mist

3

⥂弪⼶ꪪ
Concentrator

4

5

嶹
Healer

ꥫ猋꩹
Recovery Balm

저녁
儻♳

1

峤㥖
Cleanser

기미·칙칙한 피부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蒀俤v冝小聝肌

2

㢳胂邉宏㌂
Mist

3

稒肌⼶ꪪ˻
Peptide Ampoule

4

嶹
Healer

아침
傍♳

1

ꢂꥬ_ワ淼肌猫嗃䫡椚

絔倚霿䭼꩹
Snow Massage Cream

2

㢳胂邉宏㌂
Mist

3

4

EGF
EGF

5

❬肌揦괃꩹
Whimela

ꥫ猋꩹
Recovery Balm

저녁
儻♳

1

峤㥖
Cleanser

간편 미백 관리 Tip
皍⤑繠涯盗椚5JQ

2

㢳胂邉宏㌂
Mist

3

稒肌⼶ꪪ˻
Peptide Ampoule

4

㢳胂䎁絈㢸欽#꩹PS❬肌揦괃꩹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아침
傍♳

1

絔倚霿䭼꩹
Snow Massage Cream

2

㢳胂邉宏㌂
Mist

3

傍㸜랕ꆃ芘
Morning Mask Pack Gold

4

❬肌揦괃꩹
Whimela

저녁
儻♳

1

峤㥖
Cleanser

2

㢳胂邉宏㌂
Mist

3

梚槓芘PS踡脷芘
Mask Pack Rose or Propolis

4

❬肌揦괃꩹
Whimela

놀라움을 경험해 보세요!

✄돂┞┫䝪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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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㵉䨮

수출/파트너/클라이언트

Norway
Russia

United States

China
Korea
Pakistan
Brazil

Thailand

Vietnam

Austrailia

“세계로 도약하는 3일愛”
鱁⻔┾汔溷傽曄

전세계에 K-Beauty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ぢⰌ⚆歲㾝爙,#SBVUZ涸⠏猖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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Ⲏ㎼⫐㜽閙⚶
국내외 박람회 참가

䎛䊜⽇錢⠔

䎛䊜猧㷍⽇錢⠔

馊⽂⽇錢⠔

〵弩⽇錢⠔

껺度.&("4)08

,*/5&9⽇錢⠔

㔋䊛⻊㥿ㅷ❜崨⠔

淼肌繠㺂⼸⠔⽇錢⠔

♳嵳⽇錢⠔

,*/5&9⽇錢⠔

껺度❇㣖繠㺂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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阋駢䫟┰裯㞝
언론 및 수상

넞紩㣐㤙

㺢⡤繠⚽䫣麤

❇崍倝ꢉ鸑⥌&CPPUI䫣麤
餴俱

34

㕂ㅷ餘忘䠑䏞痦♧

*MZPKPVSOBMꅷ霄

)"/,:6/(

#64*/&44鎊雿䫣麤

⽇錢⠔鎊雿䫣麤 %BJMZHSJE

俒⻊倝ꢉ/)/
䫣麤馊⽂⽇錢⠔

傈昶鎊雿䫣麤

,/倝ꢉ鸑⥌

繠㼿鎊雿䫣麤 %BJMZDTNU


'PSTZUIJB鎊雿䫣麤

껺度❇㣖繠㺂㾝
鎊雿䫣麤

#J #FBVUJGVM*OTQJSBUJPO ⚁꡶繠㺂勇䘋䎛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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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傽曄⢳⮂匡溷㹦儱杅⯊溷

(주)3일愛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8 한주빌딩 2층(신사동) ｜ 02-1577-1586 ｜ www.3dayslove.kr ｜ cgen@daum.net
吳 傈昶껷㼷䋑寐⽂⼓雿䀕騟騟)BOKPP#%嚁 倝尪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