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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헤라 매직스타터 2호 이너글로우 + 

헤라 HD 퍼펙트 파운데이션 21호 내추럴 베이지 +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  

EYE 헤라 섀도 듀오 9호 쉬폰 오렌지/누드 브라운 +  

헤라 리치 컬링 마스카라

LIP 헤라 루즈 홀릭 글로우 텍스처 129호 에어리 핑크 



(왼쪽부터)헤라 시그니아 세럼, 헤라 시그니아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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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ಽ�݉ 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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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NOON TEA TIME 

ĉᬙ�᪅⬥᮹�⡍ɝ⦽�❑�┡ᯥ1

ᇡẮ�ີ ษෙ�⦝ᇡ᪡�ྕ թḥ�⦝ᇡ�Ɂ⩶ᯕ�٩ᨱ�ன݅໕�Ⅹၹᇡ░�⪶ᝅ⦹í�

⍡ᨕ⧕�⦝ᇡי�⪵ෝ�᪥⪵⧁�ᙹ�ᯩ ᨕ��ๅᯝ�ᦥ⋉�ᱡ �֢ᖙᦩ�⬥��

ᖅ⪵ᙹ�ᮅ᳑ᨱᖝᜅಽ�ᜅ┉�⍡ᨕෝ�᯲⧕ᅕᖙי��⪵ᨱᕽ�እ��

⦝ᇡ�Łၝᮥ�ⅾℕᱢᮝಽ�⋱ᨕ⧕�Õv⦹Ł�าᮡ�⦝ᇡ�ᮅʑෝ�ᖁᔍ⦽ܩݖ �݅�

Ⲳa ᮥ�ĉᬙᨱ �ࠥาᮡ�ᮅʑa�⮱۵�Õv⦽�⦝ᇡෝ�ᮁ ḡ⦹Ł�ᨕⲳ

첫 

단
계 

에
센
스 

설화수 윤조에센스 
자음단TM이 메마른 피부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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ๅᕽᬕ�ĉᬙ�⋝�ၵ௭ᨱ�aᰆ�ຝᱡ�๚ŖĊᮥ�ၼ۵�ᇡ᭥۵�ၵಽ�ᗱᯕ �U�

⥥ญີ�Łქ░�⍕⡍❦�⧙ऽⓍฝᮝಽ�Ñ⋁Ł�ʭҭ⧕ḥ�ᗱᮥ�ᇡऽí��

⍡ᨕ⧕�ᅕᖙ��ษ⊹�ᰆrᮥ�ӡॐ�⦹�᳦ ᯝ�ⅪⅪ⦽�สᮥ�⩶ᖒ⧕��

ᇡऽŁ�ๅҩ⦽�ᗱ�⦝ᇡෝ�Ğ⨹⧁�ᙹ�ᯩ ᮥ�Ñᩩ ���

Ⲳ⡍ɝ⦽�ᰆr �ᮥӡ�ä�ᇡऽ్ᬕ�ᗱᮝಽ�aЙŁ�ᨕⲳ�

부
드
러
운 

손 

케
어

프리메라 망고버터 컴포팅 핸드크림 3종
풍부한 보습력을 지닌 망고버터와 
호호바오일이 피부의 보습막을 

강화해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핸드 크림 

50ml x 3종 / 3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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۹ᨕḥ�༉Ŗŝ�ḡ۵�ᅝ�ᔕᯕ�٩ᨱ�Ñฑ݅໕י�⪵ᨱ�ዉe�ᇩᯕ�ॅ ᨕ᪵݅۵�

ᝁ⪙ᨱ��ᯕౕ ��⩅�༉ॵ❭ᯕᨕಽ�╒╒⦽�⦝ᇡ�ᯱ ᝁqᮥ�ᦥᅕᖙ��

Ųݡ�ᇡᇥᮥ�ᦿᮝಽݚ�ʑॐ�ษᔍḡ⦹໕ᕽ�ᖙᮥ�⠕ၵ໕�β �┥ಆ�༉Ŗᯕ�

⍡ᨕ�٩ᨱ�í�ๅҥ్ᬭḥ࠺�ᦩ�⦝ᇡ᪡�ษᵝ⦹í��Ñᩩ �

Ⲳĉᬙᨱ �ࠥ╒╒⦹Ł�ๅҩ⦽�⦝ᇡಽ�ᯱ ᝁq ۵�ႊჶ�ᨧᮥʭ ⲳᮥ�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허리층을 강화해

 탄탄하고 매끈한 동안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40ml / 10만원

매
끈
한 

동
안 

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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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CARE

ĉᬙ℁�ⅪⅪ⦽�ᅕ�⍡ᨕ�2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사용 후 즉각적인 만족도
조사 대상 : 25-48세 여성 40명 조사 기간 : 2015. 6. 5 조사 방법 : 오일세럼 일주일 사용 후 사용감 평가 및 타사 제품과의 비교 평가

1 헤라 오일 세럼 매직포뮬라 세럼과 오일을 
약 6:4의 비율로 담아 산뜻하게 흡수되면서 깊은 보습을 

선사하는 극강 보습 에센스 40ml / 8만5천원

2 헤라 레티놀 링클 코렉터 얼굴에 드러난 다양한 형태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주는 

레티놀 크림 40ml / 8만5천원 

ⅪⅪ⦹Ł�╒╒⦹í�₉᪅۵�ĉᬙ�ᅕ
⩅
�ĉᬙ�⩅a�ᱽ ᦩ⦹۵�ᜅ┉�⍡ᨕ۵�ⅪⅪ⦹í�₥ᬭᵝŁ�╒╒⦹í�₉᪅۵�

ĉᬙ�ᅕ��ᨱᖝᜅ᪡�Ⓧฝᮥ�ၽࠥ�⧕đḡ�ᦫᦹ��⦝ᇡݚ�ʡᮥ�ษჶ�

⍡ᨕ⧕ᵝ۵�⩅�᪅ᯝ�ᖙ�ๅḢ⡍ဍಽ�⦹�᳦ ᯝ�ⅪⅪ⦹Ł�ᮅʑ�ᯩ ۵�

⦝ᇡෝ�Ğ⨹⧕ᅕ �ᯱ�⩅�౩❑ס�ยⓕ�⎵౪░ෝ�٩a�ᇡ᭥�β �

❵ᯱ�ᇡ᭥�β �ᯕษ�β ᭥�β �॒ �β ᯕ�Łၝ۵�ᇡ᭥ᨱ�ၵ໕�ἡἡ⦹í�

⦝ᇡᨱ�ၡ₊໕ᕽ�┥ಆᯕ�۱͕ḡ۵�╒╒⦽�⦝ᇡෝ�ᝅq⧁�ᙹ�ᯩ �݅

1

2

98% 93% 
피부에 힘이 생기고 
쫀쫀함이 느껴짐95%

수분감과 보습감으로 
촉촉해진 느낌 

피부결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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᪉a᳒ᯕ�ᔍᬊ⧁�ᙹ�ᯩ ۵�ၵॵᯙ�
⥥ญີ��
ᛞí�Ñ⋁ᨕḡŁ�⦹᧡�bḩᯕ�ᯝᨕӹ۵�ĉᬙ�ၵॵ�⦝ᇡᨱࠥ�ⅪⅪ⦽�ᅕᯕ�

⦥⦹ �݅�⥥ญີ᮹�Łქ░�⍕⡍❦�ၵॵ�ᬭ��ၵॵ�ಽᖹᮝಽ�ๅҩ⦹Ł�

ⅪⅪ⦽�ၵॵ�šญෝ�᯲⦹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망고버터 컴포팅 라인은 

망고버터와 호호바오일의 높은 보습력으로 윤기있고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1 프리메라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 로션 매끈한 
롤링과  윤기 있는 마무리감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바디 로션 380ml / 3만2천원

2 프리메라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 워시 
풍부한 거품으로 촉촉하고 편안한 세정을 제공하는

 바디 워시 380ml / 2만8천원

글로벌 아리따운 구매

Łქ░�ᯙᮡ�ᦥญᬕ�Ǎๅಽ��

ᙹๅ⦽�ᯙࠥ�ᯱ ྕᯕ�Łქ░ෝ�ᬱഭಽ�

ᔍᬊ⦹ᩡŁ�❱ๅ�ᙹᯖɩ᮹�ᯝᇡ۵��

ᯱྕᯕ�ᗭ֡ෝ�᭥⧕�ʑᇡ⦽ �݅�

촉촉한 보습

░ᮡ�ᅕಆ᮹�Łქ׳�⦝ᇡ�ᅕสᮥ�

v⪵⧕ᵝ۵�⪙⪙ၵ᪅ᯝ�⦝ᇡ�⪽ʑෝ�

ᱽŖ⦹۵�ክᄁญ�⇵⇽ྜྷಽ�ⅪⅪ⦽�

ᅕᮥ�ᖁᔍ⦽ �݅

4-FREE 포뮬라

ၵॵᬭ۵�1&(�ĥ໕⪽ᖒ ᱽྜྷ࠺�ᖒᬱഭ�

⧊ᖒᔪᗭ�ᯙŖ⨆ᮥ�ၵॵಽᖹᮡ�

Ųྜྷᖒ᪅ᯝᖒ�ᬱഭྜྷ࠺��⧊ᖒ�ᔪᗭ�

ᯙŖ⨆ᮥ�ᔍᬊ⦹ḡ�ᦫᦹ �݅�

1 2 3
망고버터 컴포팅 라인의 3가지 핵심 포인트

1 2

그
릇
협
찬
 정
소
영
의
 식
기
장
, 8
co
lo
rs
, 단

단



1 4 1 5 h y a n g j a n g  |   S e p t e m b e r  2 0 1 5

1 설화수 진설크림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만원 

2 설화수 진설에센스 피부의 생기를 일깨우는 
토털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만원  

3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 
탄력을 다스리는 아이크림 25ml / 27만원

1

2

3

그
릇
협
찬
 정
소
영
의
 식
기
장
, 챕

터
원

ๅᕽᬕ�ĉᬙ�ၵ௭ᨱࠥ�⦽đzᯕ�ᱫᮡ�⦝ᇡෝ�ᮁ ḡ⦹Ł�݅໕��

ᱢᘂ᮹�vᯙ⦽�ᔾಆᮥݕ�ᦥԙ�ȡ⦽�ᖒᇥᮝಽ�⦝ᇡෝ�┥┥⦹í�ḡ⍽ᵝ۵�

ᖅ⪵ᙹ�ḥᖅᯙᮥ�β ༊⦹ �ᯱ�ᖅ⪵ᙹ�ḥᖅᯙᮡ�ᱢᘂ�ᖒᇥᮥݕ�ᦥԙ�☁┩�

ᦩ❑ᨱᯕḶ�ᱽ ⣩ᮝಽ�Õ ᳑�⦝ᇡđ�॒ ᮹�⦝ᇡי�⪵�⩥ᔢᮥ�⍡ᨕ⧕ᵝ۵�äᮡ�

ྜྷು�⪚ࠦ⦽�ĉᬙ᮹�ᇡ�⪹Ğᮝಽᇡ░�Õv⦹Ł�┥ಆ�ᯩ ۵�⦝ᇡෝ�ḡ⍽�χ �݅�

ḥᖅᨱᖝᜅಽ�⦝ᇡ᮹�ᔾʑෝ�ᯝˉᬑŁ�ḥᖅᦥᯕⓍฝᮝಽ�ᩑ᧞⦽�٩a�⦝ᇡෝ�

ⅪⅪ⦹Ł�┥┥⦹í�ᅕ⪙⦽�⬥�ḥᖅ�Ⓧฝᮝಽ�Õv⦽�⦝ᇡ�┥ಆᮥ�ᇡᩍ⦹ �ᯱ

ⅪⅪ⦹Ł�Õv⦽�⦝ᇡ�┥ಆ�
ᖅ⪵ᙹ

눈가부터 얼굴 전체까지 선사하는 진설라인의 토털 안티에이징 효과
시험 기간 : 2014. 9. 11 ~ 11. 25(8주), 시험 대상 : 42~56세, 대상 품목 : 진설 라인 전체, 인체적용시험기관 : ㈜엘리드 

1) 피부 탄력 복원력이란? 뺨 부위에 굴곡이 있는 무거운 물체를 이용해 굴곡의 자국을 만든 후, 개선 정도 측정

31.63%피부 탄력 복원력 24.06%피부 윤기 9.93%피부 투명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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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᮹�F/W�⦝ᇡ�⢽⩥

PERFECT K-BEAUTY

₉rŁ�Õ᳑⦽�ᇡ�⪹Ğᨱࠥ�ᔾʑᯩŁ�ๅҩ⦽�⦝ᇡđᮥ�ᰆe�ᮁ ḡ⧁�ᙹ�ᯩ ۵�እđ�

⩅�ᨱᯕḡ�ญქᜅ�⑁ᖹᮝಽ�ə�⧕ᮥݖ�ᦥᅕ �ᯱ�ⅪⅪ⦽�ᦩ❑ᨱᯕḶ�⍡ᨕ�ᖒᇥᯕ�าŁ�ᔾʑ�չ⊹۵�⦝ᇡෝ�

ᵝᮥ�ᷪ b�⍅ქ⦹۵�▮ᜅa�┥ಆ�ᯩ Ł�ๅҩ⦽�⦝ᇡđᮥ�ᩑ⇽⧕ᵡ �݅�

SMOOTH  TEXTURE
how- to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SPF 38 / PA+++) 

빛나는 생기로 아름다움을  
끌어 올리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 6만원(리필2만7천원)

헤라 센슈얼 립 세럼 글로우 
3호 로즈 블라썸 

레드 컬러가 생기를 부여하는 
고보습 광채 컬러 립밤  

3.2g / 3만5천원

헤라 내추럴 아이브라우 팩트 
자연스러운 눈썹과 입체적인 

눈매를 위한 3컬러 
아이 브라우&노즈 섀도우 팩트  

5g / 3만5천원

헤라 크리미 스틱 섀도 
2호 슈가드 핑크 

핑크 펄이 크리미하게  
발리는 스틱 아이 섀도  

2g / 3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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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໕ᕽࠥ�ⅪⅪ⦹Ł�̄ Ҹ⦽�⥉ᨕ�ີ ᯕⓍᨦᮥ�⩅�ๅḢᜅ┡░ಽ�᯲⧕ᅕ �ᯱ��

⦝ᇡ★�ᄥಽ�ᔍᬊ⧁�ᙹ�ᯩ ۵��aḡ�▮ᜅℱa�⦝ᇡ�ʫᙺᯕ�ᙹᇥᮥ�∊ᱥ⧕ᵝŁ�⦝ᇡđᮥ�ๅҥí�⍡ᨕ⧕�

ີᯕⓍᨦᯕ�ᩩ ᒹí�ၡ₊۵�᪥ᄞ⦽�⦝ᇡ�ᔢ┽ಽ�⍡ᨕ⧕ᵡ �݅���

PURE  TEXTURE
how- to

헤라 매직스타터 
화장 잘 받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올인원 스타트 크림 
50ml / 4만5천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SPF 34 / PA++)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고보습 쿠션 15g x 2 / 4만8천원 

(리필 2만1천원) 

헤라 센슈얼 립 세럼 글로우 
1호 러브 블라썸

맑은 핑크 컬러가 미끄러지듯 
발리며 하루 종일 촉촉하게 입술을 
지켜주는 립밤 3.2g / 3만5천원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1호 이터널 핑크

은은하고 세련된 컬러가 
입체적인 얼굴을 디자인해주는 
컬러 블러셔 10g / 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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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적인 자개 공예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실란 메이크업

����֥ ᇡ░�⦽ǎ᮹�ᱥ☖�ྙ ᧲ŝ�ᗭᰍෝ�⩥ݡᱢᯙ�ॵᯱᯙᮝಽ�

ᰍ⧕ᕾ⦹۵�ᖅ⪵ᙹ�ᝅ�ີ ᯕⓍᨦᯕ����� ֥�ᔩಽᬕ�ญၙ❑ऽ�ᨱॵᖹᮥ�

⇽⦽ �݅�Ċ ᯱ�᪡ݚ�⋁ᅕ�ๅ⪵�॒ �ๅ⧕�ᔩಽᬕ�ॵᯱᯙᮝಽ�β ༊ᮥ�

ၼᮡ�ᝅ�ີ ᯕⓍᨦᯕ�ᔩí�β ༊⦽�ᗭᰍ۵�ᯱ }�Ŗᩩ �݅�ᩩ ಽᇡ░�

⣮᳒⦽�ᇡ᮹�ᔢḶᮝಽ�ᔾ⪽�ᗮ�ᰆᝁǍ�ၰ�Ŗᩩ⣩᮹�ᗭᰍa�ᨩ�

ᯱ}ෝ�⩥ݡᱢᯕŁ�ᖙಉ�ʑჶᮝಽ�ᰍ᳑⧕�ᖅ⪵ᙹa�⇵Ǎ⦹۵�

ᱥ☖ŝ�⩥ݡ᮹�᳑ ⪵ಽᬕ�ᦥ݅ᬡᮥ�ᱥ⦽ �݅�อ}⦽�ๅ⪵ෝ�

⢽⩥⦹۵ᯩ�ߑ ᨕ�ᱥ☖ᱢᯙ�ᯱ }�aŖႊჶ�ᵲ�⦹ӹᯙ�༉᳑ჶ	ᯱ }�᭥ෝ�

⋝ಽ�əᨕ�ᖍᖙ⦽�ᖁᮝಽ�༉᧲ᮥ�ԕŁ�ə�⪩�ᔍᯕᨱ�ᔪᮥ�₥ᬑ۵�ʑჶ
ᮥ�

ᱲ༊⧕�ᙹŖᩩᱢᯙ�qᖒᮥݕ�ᦥԩ �݅���

매화의 꽃잎결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전통 메이크업

ᔩí�⇽۵�ᖅ⪵ᙹ�ᝅ�ີ ᯕⓍᨦᮡ�าŁ�Łᬕ�⦝ᇡෝ�

ᩑ⇽⧕ᵝ۵�ᝅ�⏅➊✙᪡�⪵ᔍ⦹Ł�⩩ᔪᯩ۵�⦝ᇡ�⢽⩥ᮥ�

ࠥ᪡ᵝ۵�ᝅ�⍍్➊✙��aḡಽ�Ǎᖒ �݅�ๅ⪵�Τᯯᮝಽᇡ░�ᮡ�

ๅ⪵�⇵⇽ྜྷ�ᖒᇥᮥ�⧉ᮁ⦽�ᝅ�⏅➊✙۵�ၙ ᖙ⦹Ł�Łᬕ��

❭ᬑ᯦� ᯱa�ᬊʑᨱ�Ŗᩩ�ๅ⪵᮹�Τᯯ�ᖍᖙ⦹Ł�าᮡ�

⦝ᇡđᮥ�ᙹ۵״ �݅�ᝅ�⏅➊✙a�⦽ǎ�ᱥ☖᮹�ၙ ᯙࠥᨱᕽ��

ᅝ�ᙹ�ᯩ ۵�Łᬕ�⦝ᇡđᮥ�ᩑ⇽⧩݅໕�ᝅ�⍍్➊✙ಽ��

⪵ᔍ⦽�⩩ᔪᮥ�ၾ⩡ᅕ �ᯱ�ๅ⪵�ྙ ᧲ᮥ��ᯕ✙�⦲Ⓧ�আ�⦲Ⓧ�

ᯕ✙�ᩱಽᬑ�ᯕ✙�⟝⥭᮹��aḡ�⍍్a�᳑ ⪵í�ᕿᩍ��

ት్ᖵę�⦹ᯕᯕ░ಽ�ᔍᬊ�a܆⦹ �݅��

BEAUTY GALLERY

ᯱ}�Ŗᩩಽ�ᰍ᳑⦽�ᝅ�ີ ᯕⓍᨦ

자개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란 메이크업

⋁ŝ�ᯱ }ෝ�β ᰍഭಽ�⦹ᩍ�ᰆ	ㅮ
᮹�ษᮭᮝಽ�⋁	㡻
�Ŗᩩ⣩ᮥ�อऽ۵�

Ⲱᰆᯕⲱ�Ŗႊ᮹ݡ�⢽�᯲a�ᯕ⩥Ğ�ǍᮡĞ�ᯕ⩽ၝᯕ�ᗱ᳑bᯕ۵�ᙹŖᩩᱢᯙ�qᖒᮝಽ�

᯲ᮡ�➊✙�᭥ᨱࢱ��ᘂᯕ᮹�ๅ⪵ෝ�⩶ᔢ⪵⧩ �݅�᯲ᮡ�ḥᵝ➉�᳑ bॅᮥ�ᇡ₊⧕��

ๅ⪵Τᮥ�⩶ᔢ⪵⧩۵ߑ�օ༉�༉᧲᮹�᳑ bอᮝಽ�łᖁᅕ݅�ᯱ ᩑᜅŁ�ᦥݖí�

อ}⦽�ๅ⪵ෝ�⢽⩥⧕�ᝅ�ີ ᯕⓍᨦᨱ�⩥ݡᱢᯙ�qbᮥ�⧩ �݅�

1 설화수 실란 콤팩트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마무리해주는 프리미엄 
리미티드 콤팩트 10g x 2 / 15만원 
2 설화수 실란 컬러팩트 
화사하고 혈색있는 피부로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리미티드 컬러팩트 10g / 15만원(브러쉬 포함)

그
릇
협
찬
 아
원
공
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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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OVE VITAMIN

᪉a᳒ᮥ�᭥⦽�⪽ಆ�ᦥᯕ▽
��

바이탈 뷰티 액티브 멀티팩
 2.6g x 30포 / 55,000원

바이탈 뷰티 멀티비타민미네랄
 800mg x 150정 / 35,000원

온가족을 위한 상큼한 비타민 케어, 
액티브 멀티팩과 멀티비타민미네랄

ᇡ�⪹Ğᯕ�ɪĊ⯩�ၵѭ۵���ᬵᮡ�ԉ֡יᗭෝ�ᇩྙ⦹Ł�

໕ᩎಆᯕ�᧞⧕Კ�Õvᮥ�⧕⊹ʑ�ᛍᬕ�ʑ �݅�ᯱ ⋌�ᗭ⪡⯩�

⦹۵�ᙽe�Õvᨱ�ᱢᝁ⪙a�⍽ḡ۵�⪹ᱩʑ�a᳒�༉ࢱ᮹�

໕ᩎಆŝ�Õvᮥ�᭥⧕�እ┡ၝ�⍡ᨕෝ�᯲⧕ᅕ۵�äᮡ�

ᨕਉʭ��Ḣᰆ�ᔾ⪽ಽ�ᜅ✙౩ᜅ᪡�ɝᨱ�ݍญÑӹ�vࠥ�

॒�࠺י�ᮡ�aᔍ׳ ᮝಽ�⦝ಽ⦽�ᖒᯙॅᮡ�ᧂ❑ቭ�ມ❑➊ᮝಽ�

⦹ᨱ�⦥⦽�∊ᇥ⦽�ᩢ ᧲ᗭෝ�e⠙⦹í�₺ʙ�ᙹ�ᯩ �݅�

ᧂ❑ቭ�ມ❑➊ᮡ�ℕԕ�ᨱթḡ�ᔾᖒᮥ۵࠶��እ┡ၝ�#��

ᮁ⧕�ᔑᗭಽᇡ░�ᖙ⡍ෝ�ᅕ⪙⦹۵�እ┡ၝ�$�&��

፩᮹�⩶ᖒŝ�ᮁ ḡᨱ�⦥⦽�እ┡ၝ�%�໕ᩎ�ʑ܆ŝ��

ᨱթḡ�ᔾᖒᨱ�⦥⦽�ᦥᩑŝ�℁ᇥᮥ�⦽�➊ᨱݕ�ᦥԩ �݅��

ੱ⦽�ᖒᰆʑ�ᨕฑᯕӹ�ℎᗭ֥�॒ �ᔝ┅۵�እ┡ၝᅕ݅�ᯩí�

ᦚᨕບ۵�እ┡ၝᮥ�ᖁ⪙⦹۵�a᳒�Ǎᖒᬱᮡ�⦽ǎᯙ᮹�

šᮥ�Łಅ⦹ᩍ�ๅᯝ�ᖎ≉⧕�⦹۵���aḡ�እ┡ၝŝ�

�aḡ�ၙ օᮥ�⧉ᮁ⦽�ມ❑እ┡ၝၙօᮥ��

⦹���ᖎ≉⦹໕�ᯩŁ�e⠙⦹í�እ┡ၝšญa�a܆⦹ �݅���

⦹�⦽ჩ�ᖎ≉ಽ�⪽ʑ₍�⦹ෝ�ࠥ ᪡ᵝ۵�ၵᯕ┩�ቑ❑᮹�

ᧂ❑ቭ�ມ❑➊ŝ�ມ❑እ┡ၝၙօಽ�⪹ᱩʑ᮹��

᪉a᳒�Õvᮥ�ु ु⦹í�ḡ⍽ԕ �ᯱ�

Minerals
면역 기능과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준다. 

vit. B
다양한 에너지 
대사와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다.

vit. C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vit. D
튼튼한 뼈의 
형성과 관리를 
돕는다. 

그
릇
협
찬
 정
소
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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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



2 52 4 h y a n g j a n g  |   n o v e m b e r  2 0 1 5

6

당당한 3040남성의 옴므 아이템

₉aᬕ�ၵ௭ŝ�Õ᳑⦽�Ŗʑ۵�ԉᖒ�⦝ᇡᨱࠥ�⪚ࠦ⦽�ĥᱩᯕ �݅�í݅a�໕ࠥ�

ভྙᨱ�ᗱᔢ�⦝ᇡ�ᰇᮡ�ɝŝ�ᨦྕ�ᜅ✙౩ᜅʭḡ�⧕Კ�ᬒ�Ñ⋁ᨕḥ�

ĉᬙ℁�ԉᖒ�⦝ᇡ۵�᳑ ɩ��✚ᄥ⦽�ᨱթḡ�∊ᱥᯕ�⦥⦹ �݅�✚⯩�ᯱ ᝁq�ᯩ Ł�

�ԉᖒ᮹�᳑⦽ݚݚ Õᮝಽ�ᜅᜅಽ�᪥ᄞ⦹í�šญෝ�⦹۵�ԉᯱa�Ξ⯩۵�อⓝ�

⠪ᗭ�⦝ᇡ�ᄡ⪵ෝ�ΝΝ⦹í�ℕⓍ⧕ᅕŁ�ԕ�⦝ᇡᨱ�฿۵�ᜅ┉�⍡ᨕෝ�ᝅ⩥⦹ �ᯱ��

활력과 생기를 위한 스킨케어, 헤라 옴므 블랙 라인

⩅�᪕အ�ት௺�ᯙᮡ�⦝ᇡ�ᱶ⪵�ʑ܆᮹�ት௺�✙్⥭	ᘂಽ�ქᖐ
ŝ�⧎ᔑ⪵�

�.ᯕ�ᨕӽ�ᦥᔍᯕᄁญ�⇵⇽ྜྷ᮹�ᅖ⧊�ᬱഭᯙ�ት௺�⟝⟺✙�ት౭ঊ5܆⬉

ᖒᇥᯕ�⧉ᮁᨕ�⦝ᇡ�ᜅ✙౩ᜅෝ�᪥⪵�⍽ᵝŁ�ᱥၹᱢᯙ�⦝ᇡי�⪵ෝ�

⍡ᨕ⧕ᵝ۵�⥥ญ ᨥၙ�ԉᖒ�ᜅ┉⍡ᨕ�ᯙᯕ �݅�ᜅ┉ᮡ�ᛞí�Õ᳑⧕ḡ۵�ԉᖒ�

⦝ᇡෝ�ๅҥŁ�ⅪⅪ⦹í�อॅᨕᵝŁ�ᗱᔢ�⦝ᇡෝ�⠙ᦩ⦹í�⍡ᨕ⧕ᵡ �݅�

ಽᖹᮡ�Õ᳑⦽�⦝ᇡᨱ�⣮ᇡ⦽�ᙹᇥqᮥ�ᖁᔍ⦹໑�ᔾʑ᪡�⪽ಆᮥ�ᇩᨕք۵ �݅�

⥭ᯕऽ۵�ᜅ┉�ಽᖹ�ᨱᖝᜅ�ęᬊ᮹���JO���┡᯦ᮝಽ�ᯕ�ᱽ ⣩�⦹ӹอ�ᔍᬊ⧕ࠥ�

⊺⊺⧕ḥ�⦝ᇡ★ᯕ�⦽⊖�ၾᦥḡŁ�⦝ᇡ�ᅙᩑ᮹�Õv⧉ᮥ�ᮥ�ᙹ�ᯩ �݅�

ˉҸ⦽�ԉᖒ�⦝ᇡa�⦹ӹ᮹�Ğᰢಆᯙ� ᷹�⩅�᪕အ�ት௺�ᯙŝ�⧉ �Ł⦹ݚݚ̹�

ᯱᝁq�ᯩ ۵�⦝ᇡෝ�อॅᨕᅕ �ᯱ�

ⲲÕ᳑⦽�⦝ᇡෝ�ҩᱢᯥ�ᨧᯕ�

ⅪⅪ⦹í�ᮁ ḡ⦹Ł�ᨕ�ⲳ

직장인 김태윤, 35세

Ⲳᰇᮡ�໕ࠥಽ�ḡ⊽�⦝ᇡෝ�ᔑஜ⦹í�

⍡ᨕ⧁�ႊჶᯕ�ᨧᮥʭ ⲳ

직장인 문지성, 36세

Ⲳ⊺⊺⦽�⦝ᇡ★ᮥ�ၾŁ�ᔾʑᯩí�

⍡ᨕ⦹Ł�ᨕ�ⲳ

직장인 이수성, 32세

Men’s Q&A

1 2 3

풍부한 보습과 영양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로션 

120ml / 55,000원

칙칙함 케어, 올인원 안티에이징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120ml / 60,000원

보습 유지, 지친 피부 케어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120ml / 55,000원

MY MEN'S GROOMING

▽�ԉᖒ᮹�⦥ᙹ�ᦥᯕ⦽ݚݚ

협
찬
 챕
터
원



PRODUCT  
LIST

방판 스페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2 92 8 h y a n g j a n g  |   N o v e m b e r  2 0 1 5

화이트 프로그램
래디언스 워터 
피부를 환하게 정돈해주는 
미백 워터
150ml  /45,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WHITENING  화이트닝

화이트 프로그램
클렌징 폼    
피부를 한 단계 환해지게 
만드는 클렌징 폼
200ml  / 30,000원

셀-바이오 크림
다양한 피부 고민의 핵심에 동시 
작용해 꽉 차오르면서 
환한 투명 동안으로 가꿔주는 
신개념 크림 
50ml   /9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셀 에센스
하루 동안 피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매일 충전하여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회복시키는 에센스
150ml    / 60,000원

셀 에센스
페이셜 케어 코튼 
뷰티 포인트 전용* 
60매    /  6,000포인트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 
성분의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젊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크림 
60ml    /  280,000원

시그니아 아이 트리트먼트
나르시스 스템셀 성분의 
강한 생명력으로 탄력과 
생기 넘치는 눈가 O라인을 
케어해주는 아이크림
30ml      /  200,000원

시그니아 세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 
성분의 강한 생명력으로 
탄력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케어해주는 세럼 
50ml    /  22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SIGNIA 시그니아

주름개선 
기능성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오일  
윤기있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주름 개선 페이셜 오일
25ml   / 9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크림
모공 관리를 위한 주름 
개선 크림
50ml  / 120,000원

레티놀 링클 코렉터
피부에 힘을 불어넣듯 
쫀쫀하게 발리면서 끈적이지 
않는 촉촉한 마무리감의 
주름 개선 크림
40ml   / 85,000원

에센셜 무스 트리트먼트
부드러운 미세 기포와 함께 
활력있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고영양 무스 트리트먼트
70g  / 55,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CELL-BIOTM  셀-바이오TM

콜라겐 
아이-업 크림
힘 있는 눈매로 가꿔주는 
고기능성 탄력 아이 크림
25ml    /  60,000원

히아루로닉 마스크 
고농축 히아루론산이  
보습과 함께 물광 효과를 
주는 극세사 마스크
26ml×6매      /  30,000원

히아루로닉 앰플
수분 자석 히아루론산이 
농축되어 보습과 함께 탄력 
넘치는 물광 효과를 주는 
기능성 앰플
30ml    /  6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방판 
스페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방판 
스페셜 

LIFTING & MOISTURE  탄력 & 보습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오일과 세럼의 장점을 골라 
담아 탄력 있고 속부터 수분 
꽉 찬 윤광피부로 가꿔주는 
산뜻한 텍스처의 고보습 세럼
40ml / 85,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아쿠아볼릭
밸런싱 에멀젼(지·복합성)   
기분 좋은 촉촉함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산뜻한 타입의 로션
120ml  /42,000원

아쿠아볼릭
밸런싱 워터(지·복합성)  
상쾌한 청량감으로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산뜻한 타입의 스킨
150ml    /40,000원

ANTI-AGING  안티에이징

모디파이어
탄력의 허리층을 강화해 
탄탄하고 매끈한 동안 피부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40ml  /10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에멀젼    
풍부한 영양 공급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에멀젼
120ml     / 55,000원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워터 
피부결, 피부색 케어, 부스팅 
효과의 주름 개선 스킨
150ml   / 5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에이지 어웨이
인텐시브 아이 크림
눈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주름 개선 아이 크림
25ml  / 90,000원

워터린 젤 크림
피부에 촉촉하게 밀착돼 
상쾌한 수분을 선사하는 
젤 크림 
50ml    /    55,000원

HYDRATION  수분

워터린 롤-온  
아이 세럼
팽팽한 수분 필름과 
롤-온 마사지로 눈가 피부를 
진정시키는 아이 젤 세럼
15ml  /45,000원

워터린 젤 세럼 
물방울처럼 상쾌한 수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다져주는 수분 젤 세럼
40ml    /  55,000원

아쿠아볼릭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젼
(중·건성)  
수분과 영양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에센셜 로션
120ml   / 42,000원

아쿠아볼릭 
모이스처라이징 
워터(중·건성)  
피부를 방울방울 적셔주는 
촉촉한 타입의 에센셜 스킨
150ml    /  40,000원

BASIC  기초

셀-바이오 크림 소프트
피부의 근본적인 고민을 
케어하여 피부를 투명하고 
매끄럽게 가꿔 주는 산뜻한 
수분 안티에이징 크림
50ml    / 9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AD

화이트 프로그램
파우더 앰플
보이는 기미 뿐 아니라 뿌리 
깊은 기미의 원인인 
기미기둥까지 케어하는 앰플 
7.7g×6개    /  15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이트 프로그램 
래디언스 크림   
촉촉한 보습막으로 피부 
투명감을 높여주는 산뜻한 
마무리감의 화이트닝 크림 
50ml    /  10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이트 프로그램
래디언스 에멀젼
투명하고 촉촉한 물빛 피부로 
가꿔주는 겔 타입 에멀젼
120ml  / 5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이트 프로그램 이펙터  
타고난 피부를 뛰어넘어,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화이트닝 세럼 
40ml  / 10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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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키 클렌징 무스 
풍성하고 부드러운 
실크 감촉의 무스 타입 
원스텝 클렌저 
150ml    /  30,000원

오 드 보떼 블라썸
퍼퓸드 바디 크림 
실키하게 발리며 우아한 
플로럴 향이 지속되는 
바디 크림
250ml    /  35,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옴므
에센스 인 스킨 
에센스 효능의 안티에이징 
부스팅 스킨
125ml      /  40,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선 메이트 레포츠
(SPF 50+ / PA+++)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과  
워터프루프 기능의 
산뜻한 수분 선크림
70ml    /  32,000원

선 메이트 바디 스프레이
(SPF 50+ / PA+++)
미세하게 분사되어 산뜻하게 
흡수되는 바디 전용 쿨링 
선 스프레이 
120ml    /  35,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

옴므 레포츠 선크림
(SPF 50+ / PA+++) 
강력한 레포츠용 
자외선 차단제
50ml    /  30,000원

옴므 블랙 퍼펙트 로션  
풍부한 보습과 영양으로 
남성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안티에이징 로션
120ml    /  55,000원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남성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안티에이징 스킨
120ml    /  55,000원

01호 
내추럴 베이지

02호 
다크 베이지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옴므 CC크림
(SPF 35 / PA++)   
피부 안팎케어로 타고난 듯 
좋아보이는 남성 피부를 
연출하는 에센스 효능의  CC크림
50ml    /  40,000원

옴므 브라이트닝
플루이드    
산뜻하고 촉촉한 미백 기능성 
남성 플루이드
110ml      /  40,000원

지일 오 데 퍼퓸
잊히지 않는 팜므파탈의 
매혹을 담은 신비로운 향수
40ml    /  40,000원

오 드 보떼 스위티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향취의 
바디 프래그런스
100ml     /  40,000원

오 드 보떼 블라썸
성숙하고 세련된 향취의 
바디 프래그런스
100ml     /  40,000원

PERFUME  향수

오 드 보떼 스위티
퍼퓸드 샤워 젤 
풍부한 거품과 상쾌한 
향취의 버블 바스 겸용
바디 워시 
250ml    /  30,000원

오 드 보떼 스위티
퍼퓸드 모이스처라이저
상쾌한 향취가 
산뜻하게 지속되는 
젤 타입 바디 로션 
250ml    /  35,000원

오 드 보떼 블라썸
퍼퓸드 샤워 스크럽 
우아한 플로럴 향취의 
마일드한 워시 겸용 
바디 스크럽
180ml    /  30,000원

HOMME  남성

옴므
퓨리파잉 클렌징 폼
면도와 세안을 한 번에, 
산뜻한 사용감의 클렌징 폼
150ml    /  25,000원

옴므 브라이트닝 스크럽 
피지, 블랙헤드를 케어하는 
데일리 스크럽
150ml     /  25,000원

옴므
매직 스킨 크림   
남성 피부를 위한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50ml     /  5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옴므
밸런싱 에멀젼   
바르는 즉시 쿨링감을 주는 
지·복합성용 에멀젼 
110ml    /  35,000원

옴므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젼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건성용 에멀젼 
110ml    /  35,000원

퓨리파잉 클렌징 밀크
유분은 줄이고 수분량을 높여
번들거림 없이 피부를 
산뜻하게 가꿔주는 워시오프 
타입의 클렌징 밀크
200ml    /  30,000원

SUN 선 케어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선 메이트 데일리
(SPF 35 / PA+++)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선블록 크림
70ml    /  32,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옴므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칙칙하고 거친 남성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올인원 
안티에이징 플루이드
120ml    /  6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퓨리파잉 클렌징 오일
올 클렌징 효과로 
피부톤을 투명하게 가꿔주는 
산뜻한 클렌징 오일
200ml    /  35,000원

브라이트닝 필링젤
듀얼 필링 캡슐이 묵은 각질을 
제거해 밝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페이셜 필링젤  
100ml    /  40,000원

퓨어 클렌징 리무버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제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 
125ml    /  20,000원

CLEANSING  클렌징

퓨리파잉 클렌징 폼 
풍성하고 차진 거품이 
과잉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클렌징 폼
200ml    /  28,000원

선 메이트 에센스 젤
(SPF 40 / PA++)
백탁 없이 상쾌하게 발리고 
수분 에센스처럼 촉촉한 
젤 타입의 데일리 선블록 
50ml    /  38,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선 메이트 파우더
(SPF 50+ / PA+++)
톡톡 간편하게 두드리는 
가벼운 투명 파우더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
8g    /  28,000원

자외선

미백  
기능성 

지일 퍼퓸드 핸드크림
뷰티 포인트 전용* 
지일 오 데 퍼퓸의 매혹적인 향과 
뛰어난 보습 성분이 벨벳처럼 
손을 감싸주는 핸드크림
60ml    /  15,000포인트

방판 
스페셜 

세라마이드 
리치 바디 크림
세라마이드 캡쳐링™ 
보습막이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고보습 바디 크림
200ml    /  38,000원

방판 
스페셜 

BODY  바디

옴므 블랙 2종 기획 세트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120ml(본품) + 옴므 블랙 퍼펙트 로션
120ml(본품) + 옴므 블랙 퍼펙트 스킨 20ml+ 옴므 블랙 
퍼펙트 로션 20ml + 옴므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20ml    
110,000원 

옴므 스페셜 2종 세트 (중·건성 / 지·복합성)
에센스 인 스킨 125ml((본품) + 모이스처라이징 / 
밸런싱 에멀젼 110ml((본품) + 에센스 인 스킨 20ml + 
모이스처라이징 / 밸런싱 에멀젼 20ml + 퓨리파잉 
클렌징 폼 25ml  + 매직 스킨 크림 5ml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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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17호 
핑크 베이지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13호 
쿨 아이보리

21호 
쿨 바닐라 

23호 
쿨 베이지

자외선

미백  
기능성 21호 

쿨 바닐라 

23호 
쿨 베이지

자외선

미백  
기능성 

LIMITED

에이지 리버스 쿠션
(SPF 38 / PA+++) 
빛나는 생기로 아름다움을 
끌어 올리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2    /  60,000원 
(리필 27,000원) 

make -up

MAKEUP BASE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
메이크업과 자석처럼 밀착되어 
건강한 윤기를 부여하고,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픽서
110ml    /  32,000원

FIXER  메이크업 픽서

바이탈 리프팅 에센셜 
베이스(SPF 15 / PA+) 
화사한 어린 피부 빛을 
연출해주는 에센셜 베이스
30ml    /  55,000원

매직 스타터   
화장 잘 받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올인원 스타트 크림 
50ml    /  45,000원

1호 
퍼스트 라디언스

2호 
이너 글로우

3호 
블루밍 모이스처
(SPF 25 / PA++)

FOUNDATION  파운데이션

UV 미스트 쿠션 
(SPF 50+ / PA+++)  
미스트를 뿌린 듯 촉촉한 
광채를 주는 멀티 선블록 파운데이션
15g×2    /  45,000원 
(리필 20,000원)

자외선

미백  
기능성 

 21호
 쿨 바닐라 내추럴 

 13호 
쿨 아이보리 내추럴

21호 
쿨 바닐라 커버

 23호 
쿨 베이지 커버

 23호 
쿨 베이지 내추럴 

 25호
 쿨 엠버 내추럴

자외선

주름개선 
기능성 

HD 퍼펙트 파운데이션 
(SPF 15 / PA+)  
얇고 가벼운 밀착과 완벽한 
커버로  UHD급 피부 화질을 
구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0,000원

21호 
내추럴 
베이지

17호 
핑크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CC 스무딩 팩트
(SPF 35 / PA++) 

하루 종일 다크닝 없는 깨끗한 
피부로 연출하는 신개념 
크리미 포토샵 팩트 
9g    /  48,000원 (리필 32,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21호 

블룸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자외선

미백  
기능성 

미네랄 멀티 BB
(SPF 40 / PA++)  
온천욕을 한 듯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의 마일드한 
BB크림
40ml     /  40,000원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바이탈 리프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현해주는 
고기능 生 탄력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

P21호 
핑크 
베이지

N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17호 
핑크 
베이지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CC크림 시티디펜스 
(SPF 35 / PA++)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벼운 텍스쳐의 
동안 크림
35ml    /  45,000원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

 01호
스킨
 베이지

HD 픽스 파우더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시키는 
파우더
35g  / 55,000원

POWDER  파우더

HD 퍼펙트 파우더 
공기처럼 가볍고 미세한 입자가 
화사하고 투명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파우더
01호 스킨 베이지 15g    /  
02호 에어핑크 12g    /  
각각 55,000원

01호 
스킨 
베이지

02호 
에어
핑크

아이 브라이트너 
(SPF 35 / PA++) 
피부 결점을 즉각적으로 
가려주고 화사하게 
마무리해주는 아이 브라이트너 
2.5ml    /  35,000원

마스터 컨실러 키트
지친 눈가를 생기있게 표현해 
주는 코렉터와 잡티를 
커버해주는 컨실러 
2g x 4    /  42,000원

이지 터치 컨실러 
결점 없이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스팟 컨실러
6ml     /  30,000원

CONCEALER  컨실러

01호 라이트 베이지 / 트루 베이지
퓨어 그린 / 쉬머 핑크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01호 
퓨어 
베이지

01호 
퓨어 
베이지

02호 
내추럴 
베이지

HIGHLIGHTER  하이라이터

페이스 디자이닝 
하이라이터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펄감으로 입체감 있는 
얼굴로 디자인해주는 
하이라이터 팩트
10g    /  45,000원

2호 
이너 
글로우

PACT  팩트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자외선 
차단 
기능성

01호
스킨
베이지

HD 퍼펙트 파우더 팩트 
피니싱 터치 (SPF 25  /  PA++) 
모공을 커버하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포어 케어 팩트 
7g    /  55,000원

바이탈 리프팅 트윈 케익
(SPF 32 /  PA+++) 
벨벳 같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촉촉한 타입의 트윈 케익 
10g    /  60,000원 
(리필 42,000원)

바이탈 리프팅 탭핑 팩트
(SPF 33 / PA++) 
결광 피부를 완성해주는 
신개념 파운데이션 팩트
10g    /  55,000원

17호 
핑크 베이지

21호 
내추럴 베이지

23호 
트루 베이지 

자외선 
차단 
기능성

HD 퍼펙트 파우더 팩트
(SPF 30 / PA+++) 
피부에 밀착되어 완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55,000원
(리필 39,000원)

CC크림
(SPF 35 / PA++)  
영양 크림과 믹스된 
포토샵 효과의 
멀티 메이크업 제품
35ml      /  45,000원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SPF 34 / PA++)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고보습 쿠션
15g×2    /  48,000원
(리필 21,000원)

21호 
쿨 바닐라 커버

23호 
쿨 베이지 커버

자외선

미백  
기능성 

UV 미스트 쿠션  
롱스테이(SPF 50+ / PA+++) 
12시간 지속되는 고커버·
고지속 타입 미스트 쿠션
15g×2    /  45,000원 
(리필 20,000원)

UV 미스트 쿠션 롱스테이 매트
(SPF 50+ / PA+++) 

여름에도 산뜻한 메이크업을 
연출해주는 쿠션 
15g×2    /  48,000원 
(리필 21,000원)

BLUSH  블러셔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다크 
베이지 컬러로 입체감 있는 
얼굴로 디자인해주는 
쉐이딩용 팩트
10g     /  45,000원

1호
이터널 
핑크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은은하고 세련된 컬러와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입체적인 얼굴을 
디자인해주는 컬러 블러셔
10g     /  45,000원

1호 
이터널
핑크

2호
포슬린
핑크

3호 
글로우
코랄

4호 
더스티
모브

N23호 
베이지 내추럴

N21호 
핑크 바닐라 내추럴

C23호 
베이지 커버

C21호 
핑크 바닐라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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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4호
핑크 판타지

 
1 호 
베이비 
핑크

 
3호 
바이탈 
레드

 
2호 
써니 
오렌지

 
4호 
핑크 
판타지

1호
마릴린 핑크

1호 
마릴린 
핑크

2호 
만다린 
탱고

컬러 레이어 틴트 듀오 
맑은 컬러와 허브 성분 
함유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생생 틴트 듀오
3g+3g    /  32,000원

쉬어 홀릭 팝틴트
생생한 팝 컬러가 
물들이듯 발려 입술에 
빛을 더하는 틴트 글로스  
6g    /  30,000원

3 4

make -up

내추럴 아이브라우 팩트
자연스러운 눈썹과 입체적인 
눈매를 위한 3컬러 아이 
브라우 & 노즈 섀도우 팩트
5g    /  35,000원

크리미 스틱 섀도
크리미한 벨벳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는 스틱 
아이섀도 
2g    /  32,000원

 

2호 
슈가드
핑크 

 

6호 
로얄 
블루 

 

5호 
오키드 
오간자

 

3호 
스파클링 
브릭

 

1호 
라이트
샌드

 

4호 
리치 
브라운

5호 
오키드 오간자

아이브라우 마스카라 
헤어 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컬러 연출과 
입체적인 눈썹으로 
표현해주는 아이브라우 
전용 마스카라
5g    /  28,000원

오토 아이브라우 펜슬 
부드럽게 그려지고 오래 
지속되는 오토 아이브라우 펜슬
41.4mm    /  15,000원
(리필 41.4mm×2    /  10,000원)

EYE BROW   아이브라우

33호 
브라운

77호 
내추럴 그레이

1호 
체스트 넛

2호 
마호가니

스퀴즈 마스카라 
항상 처음처럼 에지 있고 
풍성한 속눈썹으로 연출해주는 
주물러 쓰는 마스카라
6g    /  35,000원

79호 블랙

리치 컬링 마스카라 
12시간 동안 번짐 없이 컬이 
유지되는 고선명 마스카라
8g    /  32,000원

MASCARA  마스카라

제너래쉬 볼륨 마스카라 
속눈썹을 풍성하게 
완성하는 마스카라
10g    /  35,000원

79호 블랙79호 블랙

이지 스타일링 아이라이너 
쉽게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아이라이너  
1.4ml    /  28,000원

 79호 
블랙

39호 
브라운

클리어 리퀴드 아이라이너 
또렷한 눈매로 완성시키는 
고선명 아이라이너 
2g    /  28,000원

 79호 
블랙

157호 
스톤 블루

스키니 펜 라이너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잉크 펜 타입의 아이라이너
1g    /  25,000원

 79호 
블랙

 79호 
블랙

35호 
펄리 브라운01호

블랙 느와르

01호 
블랙 느와르

02호 
엠버 브라운

03호 
올리비에

EYE LINER  아이라이너

아이 디자이너 펜슬 
부드럽고 번지지 않는 
아이라이너 펜슬
1.2g    /  25,000원

쿠션 라이너 
리퀴드 라이너와 젤 라이너가 
합쳐진 아이라이너
(전용 브러시 내장)
2g    /  30,000원

LIP  립 

1호 
러브
블라썸

2호 
애시드
오렌지

3호 
로즈
블라썸

4호 
와인
글램

센슈얼 립 세럼 글로우
미끄러지듯 발리며 
하루 종일 촉촉하게 
입술을 지켜주는 고보습 
광채 컬러 립밤 
3.2g    /  35,000원

1호 
러브 블라썸

오토 립라이너 
크리미한 터치로 선명하게 
입술 선을 살려주는 
롱래스팅 오토 립라이너
24mm    /  15,000원
(리필 24mm×2    /  12,000원)

45호 
루비 와인

 35호 
초코 브라운

03호 
허니 핑크

루즈 홀릭 리퀴드 
선명한 발색과 크리미한 
텍스처가 매혹적인 새틴 입술을 
선사하는 고밀착 리퀴드 루즈
5g    /  32,000원

17호
맥시멈 레드

03호 
패션 
핑크

08호 
핑크 

프리빌리지

17호
맥시멈 
레드  

45호 
스테리 
퍼플

322호 
젤러스레드

센슈얼 글로스
유리알 같은 눈부신 반짝임과 
선명한 발색이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립글로스
5.5ml    /  32,000원

273호 
오렌지
아네모네

322호 
젤러스
레드

304호 
모디시
오렌지

185호 
미니미
퍼플

203호 
어쿠스틱
피치

121호 
핑크
오리지널

119호 
핑크
에이드

131호 
누드
핑크

279호 
유니크
오렌지

142호 
드레시
핑크

루즈 홀릭 (글로우 텍스처)  
빛을 머금은 듯한 윤기의 텍스처와 
생기 넘치는 컬러가 촉촉하고 
선명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매혹의 
고선명 글로시 립스틱
 3.2g / 35,000원  

224호 
디어
오렌지

421호 
프림
베이지  

318호 
에버
레드

181호 
시티
퍼플

283호 
두왑
오렌지

117호 
뮤즈
핑크

188호 
새터데이
퍼플

331호 
레드
이터널리

306호 
올모스트
레드

129호 
에어리
핑크

117호 
뮤즈 핑크

루즈 홀릭 (실크 텍스처)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는 얇고 
가벼운 텍스처와 감각적인 
볼드한 컬러가 매력적인 
매혹의 고발색 립스틱 
3g   / 35,000원

145호 
온에어 핑크

140호 
심플리 
핑크

340호 
고져스
레드

145호 
온에어 
핑크

367호 
리얼
와인

루즈 홀릭 (크림 텍스처) 
감각적인 컬러와 부드럽게 녹아드는 
텍스처가 생기 넘치는 입술을 
선사하는 매혹의 고선명 립스틱
3g   / 35,000원

103호 
캐주얼 
핑크

107호 
핑크 
스프링

112호 
라이블리 
핑크

126호 
레이디

라이크 핑크

134호 
로지 
센트

138호 
아시안 
로즈

143호 
코발트 
핑크

147호 
수프림 
핑크

156호 
새틴 
퍼플

161호 
섹시 
No. 1

174호
레이디 
퍼플

176호 
팬시 
퍼플

183호 
스타일
퍼플

205호 
서머 
코랄

214호 
체리시 
코랄

229호 
서울
리스타

276호 
오렌지 
홀릭

293호 
마디스트 
로즈

315호 
카멜리아 
오렌지

332호
딜라이트
레드

337호
레드 
인티머시

346호 
어반 
버건디

354호 
누보 
와인

405호 
클래식 
베이지

447호 
베이지 
글로우

332호 
딜라이트 레드

EDITION  핑크 리본 에디션

핑크 리본 에디션 크리미 
스틱 블러셔
건강한 혈색을 표현해주는 
크림 타입 블러셔
7g / 40,000원

LIMITED

핑크 리본 에디션 루즈 홀릭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핑크 컬러 루즈 홀릭 립스틱
3.3g / 32,000원

124호
핑크 리본

02호
슈가 핑크

LIMITED

섀도 듀오
푹신한 쿠션감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향상시킨 화려한 
펄감의 글리터 아이섀도 
1.5g×2    /  30,000원

03호  
핑크 로맨스 
와인 벨벳

01호 
펑키블루

엘리건트 라이트

02호 
다즐링 화이트 
트윙클 골드

03호 
핑크 로맨스  
와인 벨벳

10호 
아이리스 

파스텔 바이올렛

11호 
터스칸 핑크  
내추럴 브라운

12호 
그레이프 
소프트 레몬

13호
올리브 
오트밀

07호
베이지 스웨터 
스위트 엔젤 

 08호 
파인 콘 
 허니 

09호 
쉬폰 오렌지  
누드 브라운

04호 
볼륨 플럼  
라벤더 드림

05호 
선샤인 오렌지   
블론디 골드

06호 
메탈릭 브라운 
브라운 시크

4호 
골드 화이트 /  파스텔 그레이 
파스텔 블루 / 스톤 블랙

5호 
스킨 베이지 / 누드 브라운
누드 스모키 / 내추럴 브라운 

1호  
골드 베이지 / 옐로우 골드  
밀키 텐저린  / 다크 초콜릿

2호 
핑크 베이지 / 샴페인 핑크 
파스텔 퍼플 / 그레이 브라운

3호 
팝 핑크 / 라일락

코튼 핑크 / 로얄 퍼플    

6호 
코코 베이지 / 캐시미어 브라운
밀크 베리 / 블랙 카카오

섀도 홀릭 4D
투명한 미네랄 파우더 베이스와 
촉촉한 제형이 밀착되어 오묘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완성하는 아이섀도
1.8g×4    /  45,000원

3호 
팝 핑크 / 라일락
코튼 핑크 / 로얄 퍼플    

EYE SHADOW   아이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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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솔라르 그린

 

15호 
솔라르 레드

 

14호
솔라르 블루

15호 
솔라르 레드

LIMITED

LIMITED

네일 베이스 코트 
반짝임을 선사하고 손톱 
손상을 방지해주는 퀵 드라이 
베이스 코트
10ml    /  20,000원

네일 에나멜 탑 코트
손톱을 보호하고 광택과 
지속성을 높여주는 퀵 드라이  
탑 코트
10ml    /  20,000원

네일 에나멜 퓨어  
향이 없어 편하게 바르는 
선명한 컬러감의 네일 
에나멜 컬러  
10ml    /  20,000원

 

120호
드라이
오키드

 

77호
로즈
브라운

  

379호
와인
가넷

379호
와인 가넷

FIRST FRAGRANCE  첫 번째 향수

첫 번째 향수 오드 퍼퓸 
매혹적인 리코리스 플라워 
향의 향수 
30ml     /  63,000원

오 졸리 오드 뚜왈렛 
상큼하고 섬세한 프루티 
플로럴 오드 뚜왈렛
30ml    /   57,000원

퍼퓸드 포밍 젤
리코리스 플라워 향의 
바디 클렌저
300ml     /  60,000원

HOMME  옴므

엘렘 퍼퓸드 바디 로션   
화이트 플라워의 관능적인 
향으로 러브 스토리를 전하는 
엘렘 라인의 고품격 바디 로션 
250ml     /  70,000원

ELLE L’AIME  엘렘

SI LOLITA  씨 롤리타

오 마스큘랑 
스킨 리파이너
대나무 잎, 줄기 추출물이 
청량감과 수분감을 선사하는 
남성용 스킨
100ml    /  60,000원

오 마스큘랑 오드 뚜왈렛
리코리스 우드 향의 감미로운 
남성 향수
50ml     /  60,000원

씨 롤리타 오드 퍼퓸
플로럴 스파이시 향의 
여성스럽고 상큼한 향수
30ml       /  65,000원

씨 롤리타 퍼퓸드
샤워 크림
관능미 넘치는 향과 
미세한 거품의 바디 클렌저
300ml     /  63,000원

씨 롤리타 
퍼퓸드 바디 로션
상큼한 스파이시 향이 세련된 
바디 로션
300ml     /  65,000원

오 마스큘랑 스킨케어 2종 기획 세트
오 마스큘랑 스킨 리파이너 100ml(본품) + 오 마스큘랑 
인텐시브 로션 100ml(본품) +  오 마스큘랑 스킨 
리파이너 30ml + 오 마스큘랑 인텐시브 로션 30ml 
130,000원

오 마스큘랑 
인텐시브 로션
식물성 액티브 성분이 피부 
속 수분을 강화시켜 주는 
고보습 남성 로션
100ml    /  70,000원

샤워 코롱 플로럴
화려하고 관능적인 플로럴 부케 
향기가 피부 본연의 향취까지 
케어하고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토탈 
바디 케어 샤워 코롱 
150ml    /  35,000원

방판 
스페셜 

퍼퓸드 벨벳 크림
리코리스 플라워 향의 
바디 크림
300ml    /  63,000원

엘렘 오드 퍼퓸
강렬한 러브 스토리를 전하는 
플로리엔탈 향수
40ml    /  90,000원

엘렘 오드 뚜왈렛    
환한 빛이 쏟아질 듯 황홀하게 
빛나는 화이트 플라워의 
사랑의 향수
40ml     /  75,000원

방판 
스페셜 

헤라 지일 퍼퓸드 
핸드크림
뷰티 포인트 전용* 
지일 오 데 퍼퓸의 매혹적인 
향과 뛰어난 보습 성분이 
벨벳처럼 손을 감싸주는 
핸드크림
60ml    /  15,000포인트

본초연구 잇몸치약   
뷰티 포인트 전용* 
7일만에 체험하는 토탈 
잇몸 솔루션
100g    /  6,500포인트

헤라 셀 에센스 페이셜 
케어 코튼 
뷰티 포인트 전용* 
셀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케어해 주는 물결무늬 
화장솜
60매    /  6,000포인트

뷰티 포인트 전용 제품

NAIL  네일

소프트 네일 리무버
보습 성분이 강화된 아세톤 
프리 네일 리무버
80ml    /  10,000원

네일 큐티클 젤리 에센스 
네일과 큐티클에 고영양을 
선사해 깔끔하고 촉촉한 네일 
케어가 가능한 젤타입 에센스 
10g       /  20,000원

컬러 레이어 네일 듀오 
뜨거운 여름 태양의 광채를 
담아 더 단단하게 빛나는 
비비드 네일 에나멜 컬러와 
탑코트 듀오 세트 
4.5ml×2   /20,000원

145호 
고져스 핑크

네일 에나멜 컬러 
매혹적인 서울리스타 룩을 
선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14가지 컬러의 젤룩 네일  
10ml    /  20,000원

 

443호 
골드 
샹들리에 

 

223호 
서울
리스타

 

195호 
로얄
퍼플

 

168호 
팬시
퍼플 

  

171호 
화이트 
베일 

  

102호 
펄리
핑크

  

125호 
핑크
미뉴에트

 

268호 
탠저린
뱅글 

 

483호 
브라운
브레이드

 

139호 
비쥬
핑크

 

154호 
빈티지
바이올렛

  

403호
 아몬드
캐시미어

  

330호 
카멜리아
레드 

  

523호 
코발트
애플릿

125호 
핑크 미뉴에트

네일 에나멜 컬러
젤 네일을 바른 듯 선명한 
컬러감과 눈부신 광택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네일 에나멜 
10ml / 20,000원

145호 
고져스 
핑크

342호 
레드 
클러치

450호 
골드 

브레이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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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라인

여윤팩 
밤사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팩
120ml    /  52,000원

자외선

미백 
기능성 

순행클렌징폼 
조밀하고 고운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시켜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40일간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주는 고급 한방 비누
100g×2개     /  42,000원

클렌징 라인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어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없애주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

에센셜 라인

자음수 
촉촉한 젤 타입으로 완벽한 
보습의 한방 영양 화장수
125ml    /  57,000원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메마른 피부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 
90ml    /  120,000원

상백크림
(SPF 47 / PA+++) 
자외선 차단과 미백기능을 
겸한 한방 데이 크림 
40ml    /  75 ,000원

고아아이 & 립크림  
연약한 눈가와 입가 피부를 
가꿔주는 주름 케어 크림
25ml    /  95,000원

방판 
스페셜 

주름개선 
기능성

고아넥크림 
목 주름과 피부톤을 케어하여 
고운 목 피부를 유지하는 크림
60ml      /  50,000원

방판 
스페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고아앰플
집중 영양 공급으로 피부 
탄력을 케어 해주는 앰플
5ml×6개    /  110,000원

고아 라인

방판 
스페셜 

수율선크림
(SPF 50+ / PA+++)
자외선에 의한 피부 건조함을 
완화하는 한방 수분 선크림  
50ml    /  55,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수율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에 수분 그늘을 형성, 
일상에 지친 피부를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수분 진정 크림 
50ml    /    90,000원

여민마스크
찔레 열매를 넣어 2주간 
발효시킨 고밀착 시트가 
피부를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

여민 라인

주름개선 
기능성

여민에센스 
노화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작은 피부 빈틈을 
채워 피부를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

수율미스트 
농축된 한방 성분이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방 미스트
100ml    /  42,000원

자정클렌징폼
노폐물을 부드럽게 말끔히 
제거해주는 한방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

자정 라인

자정백삼젤 
백삼 파우더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맑고 보들보들한 피부를 
선사하는 워시 오프 젤
80ml    /  55,000원

자정수 
깊고 빠르게 피부를 
충실히 적셔주는 젤 타입 
한방 화장수
125ml    /  65,000원

고아크림
다크 스팟 케어 및 탄력을 
높여주는 크림
50ml    /  90,000원

방판 
스페셜 

미백 
기능성 

미백 
기능성 

자정미백에센스
노화로 인해 피부에 쌓여가는 
칙칙함을 걷어내고 투명한 
빛을 선사하는 미백 에센스
50ml    /  210,000원

미백 
기능성 

자정미백스팟 
기미, 잡티를 케어하는 
인삼 미백 스팟
35ml    /   170,000원

자정수액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지는 
한방 미백 수액
125ml    /  70,000원

미백 
기능성 

자정미백크림 
촉촉한 보습막이 피부를 감싸 
수분력을 높이고 미백 효과를 
활성화 해주는 한방 미백 크림
50ml    /  135,000원

미백 
기능성 

미백 
기능성 

연섬바디크림
꿀과 치마버섯 추출물 성분이 
피부 깊이 영양을 채우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동백윤모오일 
모발 본래의 윤기를 되살리는 
한방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

에센셜밤 
홍화씨 오일의 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밤
15g    /  40,000원

바디 /  헤어 라인 

탄력크림 
피부 안팎을 가꾸어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한방 탄력 크림
75ml    /  95,000원

자여진에센스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
50ml    /  18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자음생아이크림 
눈가를 탄탄하고 힘 있게 
받쳐주는 한방 아이 크림 
25ml     /  18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자음생 / 자여진 라인

자음생진본유
인삼 종자유가 피부 힘을 
강화하는 한방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

자음생크림 
뿌리부터 열매까지 담긴 인삼 
결정체가 피부를 관리해주는 
한방 고농축 인삼 크림
60ml    /  230,000원

수율에센스 
피부 깊은 곳까지 
빠르게 수분을 전하는 
한방 수분 에센스
60ml    /  115,000원

수율 라인

섬리안크림 
눈가 고민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한방 아이 크림
25ml    /  115,000원

윤결에센스
피부를 촘촘히 채워 매끈하게 
다스리는 한방 에센스
50ml     /  125,000원

자음유액 
피부를 실크처럼 유연하게 
가꿔주는 한방 영양 유액
125ml    /  63,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다함설크림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프리미엄 한방 크림
60ml    /  650,000원

다함설 라인

옥용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

청윤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팩
80ml    /  42,000원

예율마사지크림 
지친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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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IMITED

NEW

LIMITED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정양선크림
(SPF 50+ / PA+++) 

자외선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남성 피부를 보호하는 한방 선크림
50ml    /  40,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본윤크림
인삼씨 오일 성분이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같은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명력에 항산화 
에너지를 더해 피부 방어력을 
높이고 생기를 주는 프리미엄 
토털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진설아이크림
눈가피부의 주름과 칙칙함, 
탄력까지 다스리는 아이크림
25ml    /  270,000원

설화수맨 기초 2종 기획세트
본윤에센스 140ml(본품) + 본윤유액 90ml(본품) +  
본윤에센스 15ml + 본윤유액 8ml + 리프레싱클렌징폼 15ml 
125,000원 

예서 스킨커버
(SPF 26 / PA++) 
매끄러운 스킨커버 
14g    / 58,000원 
(리필 42,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예서 메이크업

예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투명한 피부로 표현해주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30ml    / 53,000원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자외선

주름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예서 트윈케이크
(SPF 25 / PA++) 
윤기 있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 
(리필 42,000원)

예서 파우더
투명한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파우더
30g    / 58,000원 
(리필 42,000원)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실란 콤팩트
미세하고 순수한 파우더 
입자가 투명하고 맑은 피
부로 마무리해주는 프리미
엄 리미티드 콤팩트
10g*2    /   150,000원

 23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쿠션 실란 메이크업

진설 메이크업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윤팩트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는 
한방 팩트
13.5g    / 110,000원 
(리필 80,000원)

 13호 
라이트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5호 
딥 베이지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23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17호 
라이트 
베이지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LIMITED

진설 라인

진설수
적송 성분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수 
125ml    /  110,000원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유액
125ml    /  120,000원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디럭스 
(SPF 50+ / PA+++)
목련 추출물이 피부를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3    /  85,000원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목련 추출물이 피부를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2    /  65,000원  
(리필 30,000원)

퍼펙팅쿠션(SPF 50+ / PA+++)
퍼펙트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는 피부를 연출하는 
멀티 쿠션 파운데이션
15g×2    /  60,000원 
(리필 25,000원)

MEN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본윤유액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안티에이징 유액
90ml    /  52,000원

본윤에센스
남성 피부의 자생력을 길러 
노화 징후를 케어해주는 
워터 젤 에센스

 140ml     /  73,000원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메이크업밸런서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볼류미네이팅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C21호
 미디엄 
핑크 
(커버)

C23호
 미디엄 
베이지 
(커버)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피부 힘, 유·수분, 톤·결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스킨케어를 바른 듯 편안하게 
피부를 리프팅, 케어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

자외선 
차단 
기능성

1호 
라이트 
베이지

2호 
라이트 
그린

채담 메이크업

자외선

주름개선 
기능성 

채담 스무딩베이스
(SPF 25 / PA++)
수분 공급과 피부톤 보정을 
동시에 해주어 빛나는 피부로 
준비시켜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30ml    /  55,000원

컨실러

 2호 
미디엄 
베이지

1호 
미디엄 
핑크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고 빠르게 
밀착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점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

CC

CC유액(SPF 34 / PA++)  
투명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

 23호 
미디엄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자외선 
차단 
기능성

블루미너스

블루미너스 팩트
(SPF 32 / PA+++) 
피부에 투명하고 화사한 젊음의 
빛을 부여해 건강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팩트 
10g     /  65,000원 (리필 48,000원)

자외선

미백 
기능성 

자정 메이크업

자외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맑고 투명한 피부로 
마무리해주는 선 팩트
9g    /  60,000원 
(리필 45,000원)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에센스처럼 촉촉하고 하루 
종일 핑크빛 화사함을 
선사하는 에센스비비
30ml    /  60,000원

1호 
애프리콧 세럼

2호 
블라썸 세럼

에센셜 
립세럼 스틱
수분 보유력을 높여주고 
생기있는 매끈한 입술로 
케어해주는 립세럼
3g    /   40,000원

립

3호 
씨베리

주름개선 
기능성 

에센셜립케어
선명하고 혈색 있는 입술로 
케어해주는 한방 립 케어
15g    /  35,000원

리프레싱클렌징 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이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폼
150ml / 30,000원

명의본초앰플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탄탄하게 해주는 고농축 
한방 앰플
7ml×5개    /  200,000원

자외선

주름개선 
기능성 

예소침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 패치
팔자 부위를 집중 케어하는 
주름 케어 크림 & 한방 패치
25ml(크림)+10개(패치) 
200,000원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낮 시간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 크림 
50ml    /  150,000원

미안피니셔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발라 피부를 더 탄탄하고 
촉촉한 상태로 지켜주는 피니셔
80ml    /  90,000원

스페셜 라인

실란 컬러팩트
매화 꽃잎의 색감으
로 화사하고 혈색있
는 피부로 표현해주
는 프리미엄 리미티
드 컬러팩트
 10g    /   150,000원



4 34 2 h y a n g j a n g  |   N o v e m b e r  2 0 1 5

LIMITED
LIMITED

킵-캄 

프레시-업 

킵-캄 

프레시-업 

LIMITED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 
완료

PURE  퓨어

ORGANIENCE  오가니언스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 
완료

PORE  포어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
제닉 
테스트 
완료

CLEANSING  클렌징

와일드피치 포어 트리트먼트   
아마씨 추출물이 피부 정화를 
도와주고 피지흡착 파우더가 
과잉 피지를 조절해주는 모공 
케어 에센스 
100ml    /  35,000원

퓨어 하이드레이팅 앰플 
즉시 수분을 충전해 건강한 
생기를 되찾아주는 수분 앰플
10ml×4개      /    25,000원

와일드 피치 스팟 트리트먼트  
피부를 진정시키는 트러블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스팟 케어
15ml    /  25,000원

와일드 피치 포어 워터
피부진정 및 피지 
밸런싱 효과를 주는 
지성 피부를 위한 워터
180ml    /  30,000원

와일드 피치 포어 에멀젼 
피지를 조절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주는 에멀전
150ml    /  30,000원

후리앤후리 
연약한 부위를 건강하게 하는 
여성 청결제
200ml    /  25,000원

모이스처 바디 로션 
빌베리 싹, 바바수씨 오일이 
보습을 주는 바디 로션 
250ml    /  28,000원

모이스처 바디 워시
빌베리 싹, 바바수씨 오일 
함유로 촉촉한 바디 워시
250ml    /  22,000원

후리앤후리 티슈     
야외 활동 시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펄프 소재의 천연 유래 성분 
함유 휴대용 여성 청결 티슈 
6매×10팩    /  15,000원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99.7% 천연 유래 성분과 
칼렌듈라의 진정효과로 
마일드하고 산뜻한 세정을 돕는 
부드러운 폼타입의 여성청결제 
150ml    /  25,000원

오가니언스 크림  
피부 보습막을 형성, 촉촉한 
피부결로 가꿔주는 크림
50ml     /  30,000원

오가니언스 큐어 아이 크림   
연약한 눈가 피부를 위한 
보습 아이 크림
30ml     /  35,000원

오가니언스 큐어 세럼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공급해주는 세럼
50ml    /  32,000원

오가니언스 에멀젼  
즉각적인 수분과 영양 
공급으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로션
150ml    /  28,000원

오가니언스 워터 
피부를 진정·정화해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스킨
180ml    /  28,000원

모이스처 스무딩 케어 
거친 발꿈치 각질을 
케어하는 크림
150ml    /  22,000원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워시 
풍부한 보습력을 지닌 
망고 버터와 호호바 오일이 
편안하고 촉촉한 세정을 돕는 
바디 워시
380ml    /  28,000원

월넛 바디 스크럽
호두 파우더 함유의 촉촉한 
바디 보습 스크럽
200ml    /  28,000원

BODY  바디

아로마 바디 스크럽 워시    
천연 스크럽 성분이 함유된 
바디 피부의 각질 제거를 
해주는 바디 스크럽 워시 
프레시-업, 킵-캄 2종
230ml    /  25,000원

아로마 바디 로션    
산뜻하고 가벼운 텍스처와 
천연 100% 에센셜 오일 향이 
풍부한 아로마 블렌딩 바디 
로션 프레시-업, 킵-캄 2종 
230ml    /  25,000원

100%
천연유래
성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100%
천연유래
성분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MIRACLE  미라클

WATERY  수분 SUN  선 케어OPTION  옵션

자외선 
차단 
기능성

에센셜 마사지 크림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마사지 크림 
250ml     /  25,000원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SPF 50+ / PA+++) 
가볍고 산뜻한 자외선 차단제 

50ml    /  27,000원

워터리 오일-프리 젤 크림   
번들거림 걱정 없이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는 오일-프리 
수분 젤 크림 
50ml    /  35,000원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생기를 부여하는 수분 크림 
50ml    /  35,000원

SUPER SPROUT   슈퍼 스프라우트

미라클 씨드 에센스 
발아 순간의 모든 에너지를 
담아 피부를 투명하고 윤기 
나게 가꿔주는 씨앗 에센스
150ml    /  45,000원

페이셜 인텐시브 필링 
묵은 각질을 관리해주는 
인텐시브 필링
150ml    /  30,000원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촉촉하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 티슈
60매    /  18,000원

페이셜 마일드 필링  
피부결을 개선하고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부드러운 필링제
150ml    /  30,000원

리치 포밍 클렌저  
풍성한 거품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품 클렌저
200ml    /  18,000원

스무스 클렌징 크림   
부드럽게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녹여내는 클렌징 크림
250ml    /  18,000원

미라클 씨드 
컨센트레이트 오일 
발아 에너지와 풍부한 영양 
성분이 담긴 천연 유래 오일
30ml    /  58,000원

슈퍼 스프라우트 크림   
슈퍼블랙씨드의 발아 
에너지와 스킨 베리어 
스쿠알란™이 촉촉한 탄력을 
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50ml    /  55,000원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   
슈퍼 씨드의 발아 생명력이 
만드는 항산화 효과로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50ml    /  45,000원

바닐라 멀티 밤    
거친 피부를 집중 케어하는 
고보습 멀티 밤 
18g    /  12,000원

내츄럴 베리 립 마스크   
씨베리 열매가 영양을 공급하고 
쌀 추출성분을 포함한 10%의 
식물 보습성분이 건조한 입술을 
집중 케어해 주는 립 마스크 
17g / 15,000원

LIP  립

내츄럴 베리 립밤   
씨베리 열매가 영양을 공급하고 
10% 함유된 무루무루 버터가 
여린 입술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 주는 립밤
4g / 15,000원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로션
풍부한 보습력을 지닌 망고 
버터와 호호바 오일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바디 로션
380ml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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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기능성

MAN  맨 BABY 베이비

안점막
자극대체
테스트
완료

안점막
자극대체
테스트
완료

안점막
자극대체
테스트
완료

자외선 
차단 
기능성

베이비 선크림
(SPF 31 / PA++)    
아기 피부를 지켜주는 선크림 
50ml    /  22,000원

베이비 아토트리트 크림
건강한 피부로 가꿔 주는 
보습 크림
150ml    /  38,000원

베이비 시트로넬라 
수딩 로션    
피부를 진정시키는 수분 로션
150ml    /  25,000원

베이비 릴랙싱 오일     
천연 유래 오일이 함유된 
베이비 오일 
150ml    /  30,000원

베이비 선 쿠션
연약한 아이 피부를 지켜주는 
간편한 쿠션 타입의 선크림
15g    /  25,000원 
(리필 20,000원)

퍼펙트 밸런싱 세럼 오일      
탄력+윤기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흘러내림 없는 
세럼 제형의 오일
150ml    /  25,000원

퍼펙트 밸런싱 바디워시      
풍성한 한방 거품과 촉촉한 
사용감의 퍼펙트 밸런싱 
바디워시
400ml     /  20,000원

퍼펙트 밸런싱 소프트닝 크림   
우레아와 레티놀 전구체 성분을 
함유하여 팔/발꿈치, 무릎 등 
거칠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국소부위용 크림
50ml / 18,000원

퍼펙트 밸런싱 에센스 인 로션       
로션 속 한방 에센스 성분이 
보습+탄력 +윤기+미백까지 
집중 케어하는 로션
350ml    /  25,000원

퍼펙트 밸런싱
프리미엄 비누세트       
스크럽이 함유되어깔끔하게 
클렌징되는 한방 훼이셜 비누
110g×2(비누)+4개(마스크)    /  
29,000원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젼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면서 
매끄럽게 마무리해주는 
에멀젼 
150ml     /  28,000원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자극받고 건조한 남성 피부를 
케어하는 스킨
180ml     /  28,000원

맨 오가니언스 
퓨리파잉 클렌저
미세 카올린 성분이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폼/팩 
겸용 클렌저
150ml     /  18,000원

베이비 클린 워시 
에코서트 인증의 
전신 세안제
250ml    /  22,000원

베이비 인텐스 크림   
에코서트 인증 고보습 크림
150ml    /  35,000원

베이비 퓨어 로션 
유아 피부를 보호해주는 
에코서트 인증 로션
200ml     /  30,000원

베이비 클린 샴푸
부드럽게 세정해주는 
아기 전용 샴푸
250ml     /  18,000원

베이비 마일드 포밍 샴푸
풍성한 거품이 아기 모발을 
부드럽게 씻겨주며, 천연유래  
성분들이 보습감을 부여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샴푸
250ml    /  20,000원

베이비 페이셜 워시
선크림 및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아이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베이비 페이셜 워시
150ml    /  20,000원

HAND  핸드

제라늄 리치 핸드크림
매우 건조한 피부를 위한 
핸드크림
80ml     /  15,000원

망고버터 컴포팅 핸드크림 
3종 세트
망고버터 핸드크림 오리지널, 
소프트 시트러스, 리치 플로럴 
3종으로 구성된 핸드크림 세트 
50ml*3종/ 36,000원

쁘띠그랑 실키 핸드크림 
손을 매끄럽게 하는 핸드크림
80ml     /    15,000원

망고버터 컴포팅 
핸드크림
촉촉한 막을 형성하는 
사용감과 풍부한
향으로 부드럽게 손을 
케어해주는 핸드 크림
50ml     /  각 12,000원

NEW

LIMITED

LIMITED

NEW

리치 
플로럴

소프트 
시트러스 

오리지널

3.0 
흑갈색

4.0 
짙은 갈색

5.0 
자연 갈색

의약외품의약외품

탈모
방지

AD
3.0 
흑갈색

4.0 
짙은 갈색

5.0 
자연 갈색

화윤생 거품염색    
간편하게 새치 염색을 
할 수 있는 거품 타입 
한방 염모제
80g     /  18,000원

화윤 바이오진생 진액  
인삼의 효능을 그대로 담아 
더욱 강력해진 탈모방지 
집중 프로그램
160ml (20ml×8) 
/ 75,000원

화윤생 볼륨 염색  
새치를 커버하고 볼륨까지 
선사하는 겔크림 염모제
120g(1제+2제)    /  14,000원

방판 
스페셜 

본초연구 잇몸치약
7일만에 체험하는 
토탈 잇몸 솔루션    
100g×4개    /  26,000원

본초연구 잇몸치약   
뷰티 포인트 전용* 

100g    /  6,500포인트

의약외품

탈모
방지

화윤생 뿌리볼륨 에센스 
뿌리 영양 케어로 볼륨과 
세팅을 동시에 풍성한 볼륨을 
연출하는 뿌리는 헤어 에센스
145ml    /  18,000원

화윤 토탈오일세럼   
모발이 쳐지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어 
불륨스타일을 완성해주는 
헤어오일세럼
100ml      /  25,000원

화윤 탈모방지 샴푸    
풍성한 헤어를 위한 
탈모방지는 물론 
두피진정, 볼륨감 
연출과 모발색상까지 
케어하는 샴푸 
350ml    /  30,000원

탈모
방지

탈모
방지

의약외품

화윤 탈모방지 팩   
린스의 추가 사용없이 
탈모방지는 물론 두피진정, 
볼륨감 연출과 모발색상까지 
케어하는 두피 모발팩
230ml     /  25,000원

탈모
방지



4 74 6 h y a n g j a n g  |   N o v e m b e r  2 0 1 5

멀티비타민미네랄  
10가지 비타민, 5가지 
미네랄의 종합 영양 보충제
800mg×150정    /  35,000원

액티브 멀티팩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멀티 뉴트리션 팩 
2.6g×30포    /  55,000원

일반식품*

BEAUTY LINE  뷰티 라인

슈퍼 콜라겐 
생기 있고 촉촉하게, 
저분자 콜라겐 앰플
20ml×30앰플    /  90,000원

프로바이오   
장 내 세균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장 건강 솔루션
350mg×60캡슐    /  65,000원

훼로플러스 철분
맑고 건강한 혈액 생성을 
위한 철분 보충제
800mg×150정    /  35,000원

듀오칼슘     
뼈 건강을 위한 
천연 원료 칼슘 보충제
800mg×150정    /  35,000원

식약처 개별 인정

슬리머 디엑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발효 녹차(부원료)가 
함유된 슬리밍 앰플
25ml×30앰플    /  90,000원

S’LITE LINE  에스라이트 라인

토닝 타임
다이어트 시 수분 섭취를 
도와주는 바디 토닝 베버리지
3.5g×30포    /  40,000원

일반식품*

예진생 천삼액
천삼화 홍삼과 전통 식물 
성분(부원료)이 깊은 조화를 
이룬 고농축 파우치 제품
15g×30포     /  80,000원

예진생
자음환 
홍삼과 14가지 전통 
식물 성분(부원료)이 
함유된 환 타입 제품 
3.75g×30환    /  110,000원

예진생
홍삼진액청(淸)
대나무 숯 필터 정제수로 
농축한 100% 순수 
홍삼 농축액
200g    /  140,000원

YEJINSENG LINE  예진생 라인

예진생 진생베리Ⓡ 명작수
천삼화 홍삼과 진생베리Ⓡ(부원료)를 
고스란히 담은 고농축 앰플
20g×45앰플    /  230,000원

리버프라임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 잦은 
회식에 지친 현대인들의 간 
건강을 위한 이중 토탈 솔루션
600mg×30캡슐 +800mg 
×30정    /  50,000원

메타그린 
고열량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사를 원활히 하는 
건강 기능 식품
600mg×90정    /  50,000원

VITAL LINE 바이탈라인

오메가케어 
두뇌, 망막의 구성 성분이자 
혈행과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 지방산 제품 
550mg×120캡슐    /  45,000원

프림로즈 감마리놀렌산
혈행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
500mg×120캡슐    /  50,000원

조이스텝
관절과 관절을 둘러싼 

근육까지 케어해주는 

관절 토탈 솔루션 

700mg×90정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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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 건강식품을 알뜰살뜰 챙기는 그녀. 적지 않은 가격이라 

구매할 때마다 고민이었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슬림할부 덕분에 

결제 부담은 줄고, 간단한 비타민 정도는 이제 추가 뷰티포인트로 

결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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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요즘 카드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한결 가볍다. 

자동으로 2만원 청구할인이 되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이자, 

슬림할부 혜택 덕분에 카드 부담은 이제 잊은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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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아모레 신한카드에 푹 빠진 그녀는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 즐겁다. 평소처럼 카운셀러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했을 

뿐인데 뷰티포인트 추가적립뿐만 아니라 맛집, 놀이공원 할인까지 

더해졌다. 다른 제휴카드에 비해 혜택이 쏠쏠한 게 바로 마이아모레 

신한카드의 제일 큰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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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뷰티포인트에 추가 적립 혜택까지 최대 5만원의 현금이 

생기게 된 그녀는 평소 갖고 싶었던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마음껏 구매하게 되었다. 이제는 뷰티포인트 적립 생각에 오히려 

설렐 정도라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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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6, 10, 12개월 ·발급 시 2만 포인트 적립
·10% 페이백, 월 최대 2만원 (전월 청구액 25만원↑) 
   ※7만원 이상 결제시 적용
   ※발급월 포함 2개월 전월 실적 무관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할인 
   (국내 유명 레스토랑 및 커피 할인/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할인)
·에스오일 리터당 60원 할인
·뷰티 & 헤어 할인

무이자 슬림 할부 혜택

신한 마이아모레 
제휴카드

ੲੲ⦽�ᗭእ�š

2~3개월 ·10% 뷰티포인트 추가적립 
   ※월 최대 5만/1만/3만 포인트 적립(단, 전월실적 30/60/100만원↑)
·월 최대3만포인트적립
·학원/유치원/문화센터 추가 포인트 
·모든 삼성카드 가맹점 추가 포인트 적립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할인 
·리바게트/베스킨라빈스/던킨 이용금액 청구할인

무이자 슬림 할부 혜택

아모레퍼시픽 
삼성 제휴카드

ʑ⫭ෝ�մ⯩۵�⧊ญᱢᯙ�ᗭእ�

아모레퍼시픽 
KB 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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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6, 9개월 ·15% 페이백, 월 최대 3만원 (전 월 청구액 30만원↑)
·10% 페이백, 월 최대 2만원 (전 월 청구액 20만원↑)
   ※5만원 이상 결제 시 페이백 적용
·통신요금(자동이체) 할인  
·헤어 할인  
·베이커리 할인

무이자 슬림 할부 혜택

아모레퍼시픽 
롯데 제휴카드

⩽┾ᮥ�┅ᬑ۵�ʑᚁ

2~3개월 ·최대 10% 페이백 (신용)
   ※전월 실적 40/60/80만원 이상 결제 시, 5/7/10% 페이백 적용
·롯데백화점/할인점 할인  
·롯데 가맹점 이용금액 롯데포인트 및 뷰티포인트 적립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 할인 ·결제 시 5% 할인 (체크)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단, 최대 5,000원)

무이자 슬림 할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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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 카운셀러의 다양한 
활동과 뷰티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모레 카운셀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
amore_beauty)를 
방문해보세요.

카운셀러 뷰티 멘토 
COUNSELOR BEAUTY MENTOR

뜨거웠던 여름 내내 지친 피부를 챙길 틈도 없이 
건조함과 칼바람으로부터 피부를 걱정해야 하는11월. 
걱정스런 마음으로 거울만 바라보기 보다는 지금 당장 
카운셀러 뷰티 멘토와 함께 내 피부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을 찾아보자. 환절기 지친 피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보약과 같은 앰플을 준비하자. 카운셀러 뷰티 
멘토와 함께 눈에 띄는 확실한 효과로 든든하게 
내 피부를 지켜 줄 수 있는 앰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인터넷 검색창, 유튜브에 [카운셀러 뷰티 
멘토]를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향장>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세요

매달 회원님께 직접 찾아가는
<향장>을 좀 더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11월호 발행 11월 1일 예정
접속 방법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검색 창에 <향장> 매거진 
입력→다운로드→실행



카드사별 다양한 할부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마이아모레 신한카드 발급/혜택 문의 : 1544-7000  ● 마이아모레 신한카드 ARS 신청 : 080-700-0600 
● 아모레퍼시픽 KB국민카드 발급/혜택 문의 : 1588-1688

슬림 할부 6개월 / 첫 달만 이자 발생, 9, 10개월 / 둘 째 달까지만 이자 부담, 12개월 / 셋 째 달 까지만 이자부담 발생  
페이백 페이백 %만큼 결제액에서 차감하여 청구 

※    고객 카드혜택은 KICC, NICE를 통해 등록된 카운셀러에게 결제 시 혜택 적용됩니다.

2~3개월

2~3개월

-

6, 9개월

-

-

15% 페이백 월 최대 3만원(전월 청구액 30만 ↑)
10% 페이백 월 최대 2만원(전월 청구액 20만 ↑)
※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0% 페이백
(전월실적 40.60.80만 →5/7/10%)
월 최대 2/3/4만원
※ 5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시 5% 할인( 최대 5천원, 전월 실적 20만 ↑)

최소 5만원이상 결제시 적용

아모레퍼시픽 KB국민카드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롯데카드(신용)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롯데카드(체크)

2~3개월 - -全 삼성카드

2~5개월 6, 10, 12개월 -全 신한카드

2~3개월 -全 BC카드      

2~3개월 6, 9개월 -全 KB국민카드

2~3개월 6, 10개월 -
全 외환카드

全 현대카드

2~3개월 전월 실적 30/60/100만원이상 10%추가적립

(월 최대 5천/1만/3만 포인트 적립)

아모레퍼시픽 삼성카드

2~5개월

무이자

6, 10, 12개월

슬림 할부

10% 페이백 월 최대 2만(전월 실적 25만 ↑)
※7만원이상 결제 조건

혜택

마이아모레 신한카드

카드PERSONAL   
INFORMATION
●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아모레퍼시픽의 고객 정보 보안 수칙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 2014년 8월 
7일부터 고객의 주민번호를 전혀 수집하지 
않으며,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모두 삭제 
처리했습니다. 
또한 기타 개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는 
식별 불가능하도록 처리(마스킹)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모레퍼시픽의 고객 정보 
     철통 보안 정책
1 정보보안팀 신설 아모레퍼시픽 전체 정보 
보안 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화된 대응을 
위하여 기존 개인 정보 보호, 기업 비밀 보호 
등으로 분산돼 있던 보안 조직을 통합, 최근 
국내 및 해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팀을 
신설했습니다.

2 자사 및 외부 업체의 개인 정보 보안 관리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협력 업체와 개인 
정보 취급 위탁의 합의서를 체결, 보안 상태 
진단 및 교육을 시행합니다. 판매 사원 및 
임직원도 매년 교육을 통해 고객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대규모 보안 프로젝트 최신 보안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 오남용 및 
유출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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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 페이백 월 최대 2만원(전월 실적 25만원 ↑, 발급 후 다음달까지 실적없이 혜택 제공)
② 발급 시 20,000P 추가 지급(단, 발급 후 이용 조건, 신용카드만 해당)
③ 무이자 2~5개월 할부, 슬림할부 6, 10, 12개월 제공

cf.우수고객회원이 ‘마이아모레 신한카드’ 발급받아 50만원 결제 시 혜택 받는 액수는?
→ 뷰티포인트 기본 적립 25,000P(5%) + 발급 20,000P + 사용 30,000P + 20,000P (페이백) = 95,000P

● 마이아모레 신한카드 발급/혜택문의 1544-7000 ● ARS 신청 080-700-0600 
※ 카운셀러에게 신한TM 신청을 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사항은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뷰티포인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일반회원)
5%(우수회원)

기본 뷰티포인트 적립 추가뷰티포인트 

30만원 ↑

50만원 ↑

15만원 ↑

결제금액(건당)

20,000P

30,000P

10,00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