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비어 압솔류

노화 방지+탄력+윤광 - 3 in1 복합 기능성 기초 화장품 



캐비어 최고급 데일리 스킨 케어 : 600,000유로/kg의 
최고급 캐비어를 1 % 함유

4가지 기본 피부 케어 제품
각각의 제품의 함유 성분의 특성화

드러그 스토어와 약국에서 만나는 럭셔리 화장품

고농축의 활성성분 함유 
 
프랑스 최신 기능 성분 함유 

우수한 질감, 미묘하고 섬세한 향기

무첨가 :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프탈레이트, 메칠이소치
아졸리논 (M.I.T), 트리클로산,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전성분과 제품을 동물 테스트 안함 

프랑스 피부과 임상실험으로 품질 인증   

프랑스산 

매번의 피부 관리가 캐비아의 의식이 됩니다



캐비어는 피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안 피부
의 비약으로 강력한 피부의 노화 방지, 전 세계적으로 노화 방지 우수성
이 입증되었습니다. 

47개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가장 귀중한 자
연의 선물 
마그네슘, 칼슘, 아미노산, 오메가3, 비타민 A&D, 올리고-엘레먼트(피부 
필수요소), 포스포리비드와 포스포프로테인이 풍부한 비텔린 함유 

피부 보호막 보호 , 콜라겐 신진대사 촉진, 리프팅과 탄력성 증진, 항산화 
효과 증진, 피부 재생 효과

윤광 피부의 결정체 : 고급스럽고 아주 미세한 촉감과 강력한 영양 공급
으로 피부를 보다 균일하게 만들고 탄력있게 해주며 투명하고 밝게 빛내
줍니다. 

반사성이 강한 성분은 즉각적인 미적 효과를 주며, 복합 성분으로 피부 
변색의 출현을 방지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을 지연시키면서 피부를 맑게하고 
젊어지게 합니다. 

피부는 단단해지고 촉촉해지며 환경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캐비어 : 동안 피부의 비약, 윤광 피부의 비결 



활성 성분 : 캐비어 추출물1 %, 판테놀 (Vit B5), 세사플래쉬,
분홍 진주펄 인퓨전

얼굴 윤곽을 살려주고 리프팅, 즉각적인 탄력 효과 
피부의 유연성 증가, 피부의 재생 
집중적인 보습, 피부가 더 젊어지고 피부 색이 밝아짐 

캐비어 추출물은 뛰어난 퍼밍 효과를 내어 얼굴의 윤곽선을 눈으로 띨만큼 
다시 살려줍니다. 
자연적으로 여러 단백질과 아미노산 및 오메가3가 풍부하여 콜라겐 대사
를 자극하고, 주름과 잔주름이 희미하게하고 리프팅이 됩니다. 
피부는 더 젊고 더 밝게 보입니다. 

세사플래쉬 
프랑스의 명품 성분으로 유명, 즉각적인 노화방지와 처짐방지 기능을 더하
는 특허 성분으로100 % 자연 기능 성분으로 즉각적인 강화 효과를 주고 
지속적인 수분을 공급합니다.

판테놀
비타민 B5는 아직도 판테놀 (panthenol)이라고 불리우며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치유 및 진정 속성

분홍색 진주펄
핑크색 진주펄이 함유된 매우 흡수력이 좋은 질감 덕분에 피부는 즉각적으
로 밝고 편안하고, 피부가 밝아집니다.

Caviar Absolu, Le Sérum – 캐비어 에센스, 30mL
캐비어 에센스는 최고의 노화 방지 효능을 발휘하는 
귀중한 기능 성분들의 고농축액입니다.

피부 유형 : 모든 타입의 피부, 얼굴과 목



사용 방법 : 아침과 저녁에 세안 후, 얼굴과 목에 바릅니다.
외상용

전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판테놀, 프로필렌 글리콜, 카보머, PEG-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스쿠알
렌,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CI 77891, 합성 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잔탄검, 살리실산, 수산화 나트륨, 소르빅산, VP /폴리카바밀폴리글라이콜에
스터, Caviar 추출물, 헥실신남알, 가수 분해 참깨 단백질, 피지-프로필메칠실란디올, 알파-이소 메틸 이오논, 쿠마린, Parfum, 디소듐EDTA,벤질 
알코올, 리날로올, 벤질 살리실레이트 ,게라니올
 

INGREDIENTS : Aqua, Glycerin, Methyl Methacrylate Crosspolymer, Panthenol, Propylene Glycol, Carbomer,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Squalane, Acrylates Copolymer, CI 77891, Synthetic Fluorphlogopite, Xanthan Gum, Salicylic Acid, Sodium Hydroxide, 
Sorbic Acid, VP/Polycarbamyl Polyglycol Ester, Caviar Extract, Hexyl Cinnamal, Hydrolyzed Sesame Protein PG-Propyl Methylsilanedi-
ol, Alpha-Isomethyl Ionone, Coumarin, Parfum, Disodium EDTA, Benzyl Alcohol, Linalool, Benzyl Salicylate, Geraniol

활성 성분 성분 효과

C a vi a r  1 %
강화된 보습 피부막, 콜라겐 생성 자극, 튼튼한 탄력성 부여, 항산화 방어력 증가
피부의 재생 효과 

Panthénol  (vit BS) 피부에 수분을 공급, 치유 및 진정 속성

Sesaflash 새로운 세대의 강력한 탄력 효과. 강렬하고 눈에 띄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강력한 보습

Nacres Rose 분홍 진주펄: 피부색을 밝힘 



캐비어 추출물은 뛰어난 퍼밍 효과를 내어 얼굴의 윤곽선을 육안으로 보일 
만큼 다시 살려줍니다. 
자연적으로 수많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가 풍부하여 콜라겐의 신
진대사를 촉진하고, 주름과 잔주름이 연하게하고 리프팅시킵니다. 
피부는 더 젊어지고 더 밝아지고 윤기가 돌게 합니다. 

Acide hyaluronique
모이스처 라이징 : 피부에 수분을 모으고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안티에이징 기능
잔주름과 주름 완하, 부드럽고 벨벳 같은 촉감을 피부에 부여합니다.

Acide salicylique
살리실산은 기름기를 조절하여 문제 피부의 결점을 조절합니다.
기름지고 여드름이 나는 문제성 피부를 위한 강력한 동맹자로 정제 및 정
돈합니다.
각질을 용해하는 “부드러운 필링”으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불완전함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블랙 헤드 없앰
잘 펴서 발라져서 가벼워 메이크업 베이스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Gatuline Expression
지속적인 안티에이징 기능, 얼굴 표정 라인들을 오래 지속되고 가시적인 
스무딩 효과

Caviar Absolu, Le Fluide - 캐비어 로션, 50mL
캐비어 로션은 중지성 피부의 노화 방지의 효능을 발휘하는 
최고급의 제품: 얼굴 윤곽 퍼밍과 리프팅, 주름살 완화 , 잡티 제거, 
피부에 윤기를 더해줌

피부 유형 : 중지성 피부용, 부위 : 얼굴, 목



Poudre de Soie 기름기 제거,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본 성분 

사용 방법 : 아침과 저녁에 세안 후, 얼굴과 목에 바릅니다. 

재료 : 정제수, 글리세린, 스쿠알렌, 디메치콘, 타피오카 전분, 프로판디올, 소듐 아크릴레이트 /소듐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 이소헥
사데칸, 프로필렌 글리콜, 말토덱스트린, 폴리소르베이트80, 아크멜라 꽃 추출물 , 잔탄검, 살리실산, 히알루론산, 소르비탄 올레에이트, 가용성 콜
라겐, 수산화 나트륨, 소르빈산, 폴리메틸 실스퀴옥산, 헥실신남알, 캐비어 추출물, 알파-이소메틸 이오논, 쿠마린, 향료, 벤질 알코올, 리날룰, 벤질 
살리실레이트, 게라니올 

INGREDIENTS : Aqua, Caprylic/Capric Triglyceride, Butyrospermum Parkii Butter, Dicaprylyl Carbonate, Glycerin, Dimethicone, 
Glyceryl Stearate, PEG-100 Stearate, Cetearyl Alcohol, Propylene Glycol, CI 77891, Synthetic Fluorphlogopite, Avena Sativa Kernel 
Extract, 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 Xanthan Gum, Salicylic Acid, Sodium Hydroxide, Sorbic Acid, Caviar Extract, 
Hexyl Cinnamal, Alpha-Isomethyl Ionone, Coumarin, Parfum, Tocopheryl Acetate, Disodium EDTA, Sodium Benzoate, Tocopherol, CI 
19140, CI 14700, CI 17200, Benzyl Alcohol, Linalool, Benzyl Salicylate, Geraniol

활성 성분 성분 효과

캐비어 1 %
강화된 보습 피부막, 콜라겐 생성 자극
튼튼한 탄력성 부여, 항산화 방어력 증가
피부의 재생 효과

히알루론산
모이스처라이저 : 피부에 물을 모으고 유지, 주름과 잔주름을 채움, 부드럽고 벨벳 
같은 촉감을 피부에 부여

살리실산
기름지고 탁하고 여드름이 나는 피부를 위한 강력한 기능 성분. 각질 용해성의 부
드러운 필링으로 정제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 피부의 불규칙성을 줄이고 블랙 헤
드 제어 

가튤린 익스프레션 표정 라인에서 오래 지속되고 가시적인 스무딩 효과

실크 파우더 기름기 없앰, 뛰어난 메이크업베이스



Osilift  bio
귀리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
프랑스의 기능 성분으로 유명한 Osilift Bio는100 % 자연 기능 성분으
로 즉각적인 노화 방지와 처짐 방지 기능을 더하고, 오래 지속되는 리모
델링 효과를 줍니다. 
핑크색 진주펄이 함유되어 풍부하고 고급스런 질감으로 피부에 신속하
게 스며들어 피부는 즉각적으로 밝고 편안해집니다. 
즉각적인 강화 효과, 눈에 띄게 피부를 리프팅해 줍니다.

시어 버터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며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탄력성 증가, 치유 촉진, 보습 및 영양 공급

히알루론산
모이스처 라이저 :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잔 주름과 주름을 지워주고 부드럽고 벨벳 같은 촉감을 피부에 부여합
니다.

분홍색 진주펄
피부에 밝기와 윤기를 제공합니다.
사용 방법 : 아침과 저녁에 세안 후, 얼굴과 목에 바릅니다. 

Caviar Absolu, La Crème - 캐비어 크림, 50mL
캐비어 크림은 중건성 피부의 노화 방지의 효능을 발휘하는 최고
급의 제품입니다.

피부 유형 : 중성, 건성 피부,  얼굴, 목



전성분 : 정제수,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시어 버터, 디카프릴릴카보네이트, 글리세린, 디메치콘,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PEG-100 
스테아레이트, 세테아릴 알코올, 프로필렌 글리콜, CI 77891, 합성 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fluorphlogopite), 귀리커넬추출물,아크릴레이트 / 
C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잔탄검, 살리실산, 수산화 나트륨, 소르빈산, 캐비어 추출물, 헥실신남알,알파-이소 메틸 이오논, 쿠마
린, 향료,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디소듐 EDTA, 벤조산 나트륨, 토코페롤, CI 19140, CI 14700, CI 17200 , 벤질 알코올, 리날룰, 벤질 살리실레이
트, 게라니올
 
INGREDIENTS : Aqua, Caprylic/Capric Triglyceride, Butyrospermum Parkii Butter, Dicaprylyl Carbonate, Glycerin, Dimethicone, 
Glyceryl Stearate, PEG-100 Stearate, Cetearyl Alcohol, Propylene Glycol, CI 77891, Synthetic Fluorphlogopite, Avena Sativa Kernel 
Extract, 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 Xanthan Gum, Salicylic Acid, Sodium Hydroxide, Sorbic Acid, Caviar Extract, 
Hexyl Cinnamal, Alpha-Isomethyl Ionone, Coumarin, Parfum, Tocopheryl Acetate, Disodium EDTA, Sodium Benzoate, Tocopherol, CI 
19140, CI 14700, CI 17200, Benzyl Alcohol, Linalool, Benzyl Salicylate, Geraniol 

활성 성분 성분 효과

C a vi a r  1 %
강화된 보습 피부막, 콜라겐 생성 자극, 튼튼한 탄력성 부여, 항산화 방어력 증가
피부의 재생 효과 

Osilift  bio 귀리 활성 성분, 즉각적인 탄력 효과, 눈에 띄게 피부를 리프팅함

Beurre de karité : 시어 버터
태양의 유해 작용으로부터 피부를 재생시키고, 진정시키고 피부 치유를 촉진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깊숙이 영양을 공급함 

Acide hyaluronique : 히알루론산
모이스처라이저 : 피부에 물을 모으고 유지, 주름과 잔주름을 채움, 부드럽고 벨벳 같은 촉
감을 피부에 부여

Nacres  Rose : 분홍 진주펄 피부색을 밝힘 



뛰어난 퍼밍 효과와 주름 방지 작용을 하는 캐비어 추출물과 획기적인 기능성분인 Cyto-
biol™ Lumin-Eye를 함유하여 다른 기능 성분들과 함께 눈 주변의 붓기와 다크 서클을 
만드는 여러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Cytobiol™ Lumin-Eye : 시토비올 류민 아이
애쉬나무껍질의 추출물, 유기 실리콘 비타민B3의 합성체로 눈가 아래의 수분과 지방에 
의한 아이백을 줄여주어 편안한 눈가를 만들어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다크서클을 감소시
켜 줍니다.
눈 주변의 다크써클과 아이백을 개선하고 피부를 당겨주어 쳐진 피부를 팽팽하게 해 줍니
다.
피부를 보호하여 젊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컨실러 및 안티 포켓 활성 성분 : 모세 혈관 및 혈류를 복원하고 다크 서클과 싸우며 지지 
조직을 보호하고 다크 서클을 많이 줄입니다.
물푸레나무 추출물 
헤모글로빈이 유색의 화합물질들로 분해될 때 다크 서클이 생기는 것있데 이를 제한한다.
실리시엄
혈관의 구조와 결합 조직의 탄력성을 강화시켜 피부의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모세관의 구조와 탄력성을 강화시켜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결합 조직 향상.
비타민 B3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혈류를 복원하기 위해 혈관의 기저판을 재교정하여 
점진적으로 눈가의 붓기와 다크 서클을 사라지게 한다. 
Extrait de frene : 물푸레나무 추출물
다크 서클의 출현을 초래하는 헤모글로빈의 분해를 제한합니다.
Poucre de lumière
피부에 윤광 효과와 피부색을 밝힘  

Caviar Absolu, Yeux et lèvres - 캐비어 립-아이 크림,15mL
눈가와 입 크림으로 눈가의 붓기와 다크 서클을 제거하고 주름을 방지하고 다크 
서클의 생성을 제한 최고급의 눈과 립 케어 제품

피부 유형 : 모든 피부, 눈과 입술



사용 방법 : 아침과 저녁에 세안 후에 눈가와 입에 바릅니다. 

전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디카프릴릴 카보네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카프릴릭 /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부틸렌 글리콜, 메틸 메타크
릴레이트 크로스폴리머, 프로판디올, 세테아레스-20, C10-18 트리글리세라이드,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나이아신아마이드, 카보머, 글리세릴 스
테아 레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합성 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물푸레나무껍질 추출물, 스쿠알렌, 아크멜라 꽃 추출물, 수산화 나트륨, CI 77891, 
살리실산, 글리콜산, 소르브산, 구연산칼륨, 실란트리올, 캐비어 추출물, 주석 산화물, 헥실신남알, 향료, 디소듐 EDTA, 토코페롤, 벤질 알코올 , 
리 날룰, 벤질 살리실레이트, 게라니올

INGREDIENTS : Aqua, Glycerin, Dicaprylyl Carbonate, Isopropyl Myristate, Caprylic/Capric Triglyceride, Butylene Glycol, Methyl 
Methacrylate Crosspolymer, Propanediol, Ceteareth-20, C10-18 Triglycerides, Sodium Polyacrylate, Niacinamide, Carbomer, Glyc-
eryl Stearate, Propylene Glycol, Synthetic Fluorphlogopite, Fraxinus Excelsior Bark Extract, Squalane, Acmella Oleracea Extract, So-
dium Hydroxide, CI 77891, Salicylic Acid, Glycolic Acid, Sorbic Acid, Potassium Citrate, Silanetriol, Caviar Extract, Tin Oxide, Hexyl 
Cinnamal, Parfum, Disodium EDTA, Tocopherol, Benzyl Alcohol, Linalool, Benzyl Salicylate, Geraniol

활성 성분 성분 효과

C a vi a r  1 %
강화된 보습 피부막, 콜라겐 생성 자극, 튼튼한 탄력성 부여, 항산화 방어력 증가, 피부의 재
생 효과

Cytobiol  Lumin-Eye

컨실러 및 안티 포켓 활성 성분 : 모세 혈관과 혈류를 복원, 다크 서클과 싸우며,지지 조직을 
보호하고, 다크 서클과 붓기를 크게 줄임 
비타민 B3 함유 : 18-22 %
실리시엄 함유 : 0.01 ~ 0.03 %
산화 방지제 : 글리콜산 <1.5 %.

물푸레나무 추출물 다크 서클의 출현을 초래하는 헤모글로빈의 분해를 제한

실리시엄 모세 혈관의 구조와 탄력성을 강화, 결합 조직의 회복력을 향상

비타민  B3
콜라겐 합성을 자극, 기본 혈관을 재구성하여 정상적인 혈류를 회복하여 서서히 붓기와 다크 
서클을 제거

빛 파우더 피부를 빛내줌 



Sesaflash - 에센스   

적용하기 전 피부 단면 적용 30분 후의 피부 단면  

적용 전 

적용 전 

적용 5분 후 

적용 5분 후 

10 % Sesaflash를 물에 섞어 실험 

피부과 임상실험

47세 전후의 여성 20명에게 실험

탄력 효과가 10명 중 7명에게 나타남 
플라세보의 경우에는 10명중 2명에게 나타남

느낌에 의한 평가:  
더 부드러워진 피부 : 100% 인증
탄력성 증가 : 100% 인증
피부의 리프팅 : 60% 인증
주름 예방 : 60% 인증
피부의 보습 증진 : 60% 인증

SESAFLASH ™는 즉각적인 보습 강화제 
피부가 젊어지고 생기와 탄력을 찾고, 보습 및 편안
함을 갖게됨. 안티 에이징, 탄력 회복, 탄탄한 메이
크업베이스 역할 



유기농 OSILIFT  - 크림 

31세~37세의 여성에게 실험

탄력 효과 :  86% 인증

화장 지속력 증가 : 72% 인증

단기간 효과 : 탄력 증가, 
적용 30분 후 주름 안화와 안티에이징 효과 

장기간 효과 : 주름 개선 효과 

유연하고 탄력있는 분자인 OSILIFT는 귀리에서 유
래되는  천연 폴리 오즈를 정제한 성분
매우 고분자량인이 사슬 및 사슬 간의 수소 결합의 
특성으로 인해 피부의 표면에 리프팅 효과와 균일
하고 지속적인 성격의  필름을 형성해 준다.

적용  2시간 후 

적용  2시간 후 

적용  28일 후 

적용 전  

적용 전  

적용 전  

4%의 유기농 OSILIFT 를 28일간 실험한 결과10 % Sesaflash를 물에 섞어 실험 

피부과 임상실험



38세-51세의 여성 33명에게 실험

표정 주름의 감소 : 21일에 11% 감소, 28일에 15% 
감소

감각에 의한 평가:  
즉시 부드러워지는 피부 
표정 주름의 빠른 감소 
보톡스의 대안 

GATULINE EXPRESSION - 로션  

적용  28일 후 적용 시작일 

GATULINE EXPRESSION 5%를 28일간 실험한 결과

피부과 임상실험
Gatuline® Expression은 눈과 입 주변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표정, 팔자 주름과 잔주름을 줄여주는 자연 
활성 성분. "자연 보톡스"의 일종으로 눈 주위의 깊은 
삼각 주름은 물론 잔주름도 최소화하는 근육을 펴는 역
할. COSMOS / ECO CERT, NPA 및 NSF의 인증 성분  



CYTOBIOL® LUMIN-EYE
- 눈과 입 크림 

CYTOBIOL® LUMI N-EYE는 다크 서클 및 붓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피부의 울혈을 막고, 피부 미세 순환을 회복시킵니
다.

실리콘과 비타민 B3를 첨가하여 피부 조직을 강화시킴 
눈의 윤곽이 더욱 매끄럽고 밝아짐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확실한 효능
fraxine과 esculine이 피부를 착색하는 색소를 제거
피로의 흔적을 지움 
독특한 성분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효과를 내는 기능 성분
고성능 시너지 복합체 CYTOBIOL® LUMIN-EYE는 모든 유형의 
제형에서 5 %로 사용

• 눈가 케어, 붓기 방지, 컨실러
• 글로벌 안티 에이징 
• 젊은 피부로의 회복
• 얼굴 피부색 개선
• 수술 전후등의 충혈 완화제

5%의 CYTOBIOL® LUMI N-EYE를 28일간  
평균 47,5세의 30명의 여성에게 실험한 결과

Cytobiol ™ Lumin-Eye는 눈 아래 부위를 집중적으로 눈 밑의 처짐
과 붓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미세 순환을 강화하여 눈의 윤곽을 개
선. 안티 에이징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대의 아이 케어 라인에 적합하
며 눈가의 피로 회복에 적합. 눈가가 선명해져 눈이 더욱 아름다와 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