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아방스 유아동용품 고유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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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약속 

베베스마트는 아기와 아동의 섬세하고 민감한 피부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팜아방스에서 기획하고 
프랑스에서 개발하여 제조합니다.  

100 % 천연 기능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부드럽고 
연약한 유아의 피부를 존중합니다. 

아기와 함께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드
러운 질감과 오렌지 꽃의 천연 향기를 냅니다. 



3

 의 약속 
오렌지 꽃의 천연 향기를 사용

착한 성분과 활성 성분들이 풍부

100 %의 천연 성분 풍부하게 함유

영아와 유아의 섬세한 성격과 피부를 

존중

made in

프랑스에서 기획, 개발하여 생산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드러운 질감

오렌지 꽃의 천연 향기를 사용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실리콘, 프탈

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트리클

로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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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천연 자연 성분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 잎의 젤은 비타민, 미네랄 및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유기농 알로에 베라 추출물은 피부 연화, 진정, 

치유와 보습에 탁월하다.

카렌듈라

금잔화 오일은 고대 중세부터 치유와 벌레 물린 부위의 진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민감하고 손상된 유아와 아동의 피부를 
재생시키는 최고의 기능 성분     

병풀

병풀은 수세기 동안 사용된 아시아의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특히 콜라겐과 섬유아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치유와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킨다.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강력한 

항염제로 치유 및 진정 작용을 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나무의 잎에는 항산화와 해독 작용을 하는 성분을 갖고
있다. 더불어 올리브 오일은 보습 및 치유능력이 월등하다. 조직
을 부드럽게하고, 재생을 촉진하며, 알레르기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 이에 민감하고 예민한 영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
부에 적합하다.

치유-연화-진정-항염-항균 작용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치유-재생-진정 작용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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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결 단계

민감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비누 성분이 없는 청결제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아기는 하루에 7~8번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매우 섬세한 엉덩이의 피부가 항상 습기, 소변, 대변과 접촉하고 기저귀와 

마찰하기 때문에 쉽게 자극받아 기저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청결, 건조 

및 영양 공급의 3 단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저귀 착용하는 신생아와 유아의 위생과 보호

헹구어 내지 마세요

영양, 보호, 재생 영양, 진정

용량 500 mL-1 L

리니먼트 클렌징  

해바라기씨 오일올리브 오일

2 in 1 더마 클렌징겸 크림으로 얼굴, 몸, 엉덩이 부위의 
세정과 보호의 2중 효과
특히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 등의 자극된 
피부를 가진 아기의 기저귀 갈때 좋습니다. 

설명 : 기저귀 교체시 아기 엉덩이를 중심으로 적당량을 
화장솜에 덜어 부드럽게 닦아주면 올리브 오일과 
해바라기 오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유아의 연약한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 필름을 만들어 수분을 차단하고 
마찰을 없애 자극과 땀띠를 예방합니다.

기능 성분 :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오일

사용시 유의 사항 :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화장솜에 묻혀 특히 붉고 자극된 부위에 신경을 
써서 닦아 주세요. 물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전성분 : 정제수, 해바라기씨 오일, Zea mays 오일, 
Olea europaea 과일 오일, 폴리 아크릴레이티 나트륨, 
에틸헥실 코코 에이트, 수산화칼슘, PPG-3 벤질 
에테르 미리스테이트, 폴리 소르베이트 20, 토코페롤, 
벤질 알콜, 데하이드로 아세트산, CI 19140

피부 유형 :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아토피성 피부
신생아 태열,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으로 
손상된 피부

얼굴, 신체, 엉덩이 부위 

liniment oléo calcaire



6

헹구어 내지 마세요

약한 피부, 민감한 피부, 

건조한 피무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용량 500 mL-1 L

피부 유형 :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피부
특히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아기의 기저귀 갈을때 좋습니다
설명 : 순한 젤의 텍스처로 헹굴 필요 없이 부드럽게 
더러움을 제거하여 민감한 유아의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고,신선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유기농 알로에 
베라와 병풀  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하여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진정시킵니다.

기능 성분 : 병풀 추출물, 유기농 알로에 베라

사용법 : 화장솜으로 아기의 얼굴과 몸을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화장솜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필요시 
여러번 닦아주세요. 특히 엉덩이 부위과 접히는 부분은 잘 
말려줍니다. 물로 헹구지 마세요.

전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알로에 바바 덴 시스 즢, 
PPG-1-PEG-9 라우릴 글리콜 에테르, 병풀 추출물, 
데실 글루코 시드, 카보머, 천연향, EDTA 소디움,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수산화 나트륨

젤 클렌징 

유기농 알로에 베라

병풀

치유-재생-진정 작용

얼굴, 신체, 엉덩이 부위 

Gelée nettoy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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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구어 내지 마세요

모든 유형 피부

약한 피부, 민감한 피부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얼굴, 신체, 엉덩이 부위 

용량 500 mL-1L

순한 액체의 텍스처로 헹굴 필요 없이 부드럽게 더러움
을 제거하여 민감한 유아의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
고,신선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유기농 알로에 베라
를 풍부하게 함유하여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진정시킵니다.

기능 성분 : 유기농 알로에 베라 바이오 

사용법 : 부드럽게 화장 솜으로 얼굴과 아기의 몸에 세
정 수를 적용합니다.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필
요시 여러번 닦아주세요. 특히 엉덩이 부위과 접히는 부
분은 잘 말려줍니다. 물로 헹구지 마세요.

전성분 : 정제수, 알로에 베라 즢, 글리세린, PPG-1-
PEG-9 라우릴 글리콜 에테르, 병풀 추출물, 데실 글루
코사이드, 카보머, 천연향, 디소듐 EDTA, 소르빈산 칼
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수성 클렌징 

헹구어 내지 마세요

얼굴, 몸, 엉덩이 부위

용량 72 개입

특히 유아의 섬세한 피부를 위해 카모마일 꽃물이 
풍부하게 함유하였습니다. 부드럽고 내성이 강한 
티슈로 베베스마트는 언제 어디서든 기저귀 교체가 
간편합니다.

기능 성분 : 카모마일 꽃 물

사용법 : 더러운 부위를 부드럽게 깨끗이 
닦아내세요.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필요시 
여러번 닦아주세요. 특히 엉덩이 부위과 접히는 
부분은 잘 말려줍니다. 물로 헹구지 마세요.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전성분 : 정제수, 알로에 베라 즢, 글리세린, 
PPG-1-PEG-9 라우릴 글리콜 에테르, 데실 
글루코사이드, 천연향, 디소듐 EDTA,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물티슈  

유기농 알로에 베라

카모마일 꽃 물

치유-진정-소염

Eau nettoyante

Lingettes nettoyantes douc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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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조 단계

3. 영양 보습 단계

깨끗한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서 잘 말리세요.

피부의 주름이나 접히는 부위를 특히 주의하여 잘 닦아주세요.

자극과 농진을 예방하고, 불편함을 완화하고, 피부를 영구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저귀 크림을 바릅니다.

무향 

구리 - 아연

연약한 피부 - 민감한 피부 - 
건성 피부 
아토피 피부-습진 - 기저귀 
발진 - 농가진 
태열 - 홍조- 자극 - 흉터 - 

곤충 물린데

재생-소독

치유-진정-소염

얼굴, 몸, 엉덩이 부위

용량 100 mL-2 x 100 mL

특히 유아와 아동을 위한 크림으로 자극되고 화난 
국소 부위에 발라줍니다. 보호와 치유 특성 강한 
시어버터와 재생과 소독작용을 하는 아연과 황산 
구리, 진정과 치유 효과의 카렌듈라로 성분이 
우수합니다.

기능 성분 : 구리 - 아연, 카렌듈라 오일, 시어 버터 
사용법 : 하루에 2 ~ 3 번정도 깨끗하고 마른 피부에 
발라줍니다.

전성분 : 정제수, 카프릴릭 /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산화 아연, 글리세린, 세테아릴 
알코올,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SE, 시어 버터, 코코-
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세틸 알코올, 카렌듈라 꽃 
추출물, 해바라기씨 오일, 구리 황산, 세테아레스-20 
,카보머, 토코페롤,디소디움EDTA, 구연산, 벤질 
알코올, 데히드로초산

영양-치유-보호

시카 재생 크림 

 

카렌듈라 오일

시어 버터

Crème cica-réparat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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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거나 습진성 피부

아동의 5명 중에 1명은 아토피성 피부염 또는 아토피성 습진을 갖게 

됩니다. 극심한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장벽의 장애로 

이런 아기와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를 달래기 위해 베베스마트는 

완벽한 피부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청결 단계

목욕 오일 

비누 성분 없음

보습-진정 작용

얼굴, 몸

용량 500 mL-1 L

설명 : 부드러운 오일 목욕 세제, 천연의 향기가 좋은 
목욕 오일로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되었습니다. 아기 피부의 자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렌듈라 오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알로에 베라와 식물성 글리세린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과 몸의 매일 청결에 
이상적입니다.

사용법 : 물기를 묻힌 피부에 바르고 ,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주며 세정한 후에  완전히 헹궈냅니다. 
피부의 주름과 접힌 부분을 중심으로 문지르지 말고 
섬세한 손길로 말려줍니다.

전성분 : 정제수,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글리세린, 
알로에 베라 즢, 소듐 라우로일 메틸 이세티오네이트,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소듐메칠라우로일타우레이트
,해바라기씨 오일, 카렌듈라 꽃물, 폴리쿼터늄7, 
스티렌/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코코글루코사이드, 천연향,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디소디움EDTA, 구연산, 벤조산.

연약한 피부 - 민감한 피부 
- 건성 피부 - 아토피 피부 
- 홍조- 특히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아기의 기저귀 
갈을때 좋습니다

카렌듈라 오일

식물성 글리세린

유기농 알로에 베라

치유-진정-소염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Huile pour le b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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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자극없는 샴푸  

용량 200 mL-1 L

엉킨 머리카락은 풀어주고, 연약하고 자극된 머리 
두피는 치유해 줍니다.

설명 : 아기와 아동용 샴푸로 연약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세정하고 정돈시켜줍니다. 카렌듈라 오일과 
알로에 베라 즢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아이의 
민감한 모발의 균형을 존중하고 눈에도 닿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용법 : 젖은 머리에 밤알 크기로 사용합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헹굽니다. 눈 접촉시에는 물로 
헹궈주세요.

전성분 : 정제수,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글리세린, 
알로에 베라 즢, 소듐 라우로일 메틸 이세티오네이트,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소듐메칠라우로일타우레이트, 
해바라기씨 오일, 카렌듈라 꽃 추출물, 폴리쿼터늄 7, 
스티렌/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코코글루코사이드, 천연향,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디소디움 EDTA, 구연산, 벤조산.

2.  영양 보습 단계

피부 유형 :설명 : 특히 유아의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해 안락함을 주기위해 고영양 크림입니다. 카렌듈라 
오일, 시어 버터,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여. 시어 버터와 
카렌듈라 오일이 풍부하여 아기의 피부 장벽에 영양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아기의 피부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유연해지며 

영양 밤

카렌듈라 오일 유기농 알로에 베라

치유-진정-소염 진정-보습-피부 연화작용

카렌듈라 오일
치유-진정-소염 영양-치유-보호

시어 버터

병풀

치유 - 재생 - 진정 작용

모든 종류의 모발 

특히 연약하고 자극받은 머리 

피부

Shampoing sans larme

Baume nourissant surg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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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0 mL 

얼굴과 몸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아토피 피부

특히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피부

콜드 크림 

시카 재생 크림 

얼굴, 몸

용량 50 mL

아기의 얼굴과 몸의 연약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이상적입니다. 시어 버터와 카렌듈라 오일을 함유하여 
아기의 피부 장벽에 영양을 집중적,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아기의 피부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유연해지며 진정됩니다.

기능 성분 : 카렌듈라 오일, 시어 버터 

사용법 : 아침/저녁에 얼굴과 몸에 바르세요.

전성분 : 정제수, 시어 버터,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세틸 알코올,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SE, 코코-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알로에 베라 
즢, 세테아레스-20, 세테아릴 알코올, 카렌듈라 꽃 
추출물, 해바라기씨 오일, 카보머, 천연향, 디소듐EDTA, 
토코페롤,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진정되고 섬세한 향이 납니다.
기능 성분 : 카렌듈라 오일, 시어 버터, 병풀

사용법 : 얼굴과 몸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아기의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흡수하게 합니다.

전성분 : 정제수, 해바라기 씨 오일,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세틸 알코올, 시어 
버터, 코코 -카프릴레이트 /카프레이트,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SE, 카렌듈라꽃 추출물, 병풀 추출물, 
세테아레스-20, 카보머, 천연향, 토코페롤,디소디움 
EDTA,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카렌듈라 오일

치유-진정-소염

영양-치유-보호

시어 버터

8 페이지 설명을 참조하세요.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아토피 피부
특히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피부

Cold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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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거나 건조성 피부

출생부터 약 2세까지 아기는 특별히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 풍부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태열은 피부의 극심한 

건조증으로 붉은 반점과 물집, 짓무름과 가려움이 생긴다 일상적인 

자극에도 아기의 피부는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피부의 장벽이 

약해 외부 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자극없는 

세정과 진정작용을 하는 고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청결 단계

용량 200 mL-500 mL-1 L

보습-진정 작용

식물성 글리세린

유기농 알로에 베라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특히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피부

비누 성분 없음

얼굴, 몸

지성 크림 클렌징  

비누 성분이 없는 매우 부드러운 클렌징으로 피부와 
아기의 섬세한 모발을 건조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세정합니다. 천연 글리세린을 10 % 함유하고 보습 및 
진정 기능이 있는 유기농 알로에 베라가 풍부합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섬세한 천연향이 납니다.

전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소듐 로레트 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알로에 베라 즢,  PEG-
7 글리세릴 코코에이트,쇼듐 클로리드, 천연향, 
폴리쿼터늄 7,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디소디움 EDTA, 수산화 나트륨, 
구연산, 카라멜

Soin lavant surg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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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거나 건조성 피부

200 mL-500 mL-1L

연성 젤 클렌징  

눈 자극없는 샴푸  

유기농 알로에 베라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병풀

 치유-재생-진정 작용

연약한, 민감한 피부
특히 습진, 기저귀 발진, 
농가진, 땀띠등의 자극된 
징후가 있는 피부

비누 성분 없음

얼굴, 신체, 머리

비누 성분이 없는 매우 부드러운 클렌징으로 피부와 
아기의 섬세한 모발을 건조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세정합니다. 천연 글리세린을 10% 함유하고 보습 및 
진정 기능이 있는 유기농 알로에 베라가 풍부합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섬세한 천연 향이 납니다.

전성분 : 정제수, 글리세린, 알로에베라 즢, PPG-
1-PEG-9 라우릴 글리콜 에테르, 병풀 추출물, 
데실글루코시드, 카보머, 천연향, 디소디움 EDTA,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수산화 나트륨

10 페이지 설명을 참조하세요.

Gel lavant d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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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보습 크림   

2.  영양 보습 단계

피부 유형 : 연약한, 민감한, 
건조한 피부

특히 자극되고 화난 부위가 
있는 아기와 어린이에게 
권장합니다.

용량 200 mL-500 mL

보호 및 보습에 탁월한 성분인 아몬드 오일과 
알로에 베라 즢을 함유한 보습 로션으로 질감이 
매우 부드러워 연약한 아기의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액체와 가벼운 
질감으로 얼굴과 몸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병풀 
추출물도 함유하여 재생과 치유 작용도 합니다. 
아기의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섬세한 향기를 냅니다.
기능 성분 : 카렌듈라 오일, 유기농 알로에 베라,  
아몬드 오일 

사용법: 아기 얼굴과 몸에 아침/저녁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전성분 : 정제수, 해바라기씨 오일, 글리세린, 
알로에 베라 즢, 아몬드 오일, 코코-카프릴 레이트 
/카프레이트, 소듐 폴리아크릴레이트, 에틸헥실 
코코에이트, 병풀 추출물, PPG-3-벤질 에테르 
미리스테이트, 폴리소르베이트 20, 천연향, 디소듐 
EDTA, 토코페롤,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구연산, 벤질 알코올, 데하이드로아세트산.

시카 재생 크림 

병풀

치유-재생-진정 작용

유기농 알로에 베라

아몬드 오일

진정-보습-피부 연화 작용

영양-피부 연화-진정 작용

8 페이지 설명 참조하세요.

팜아방스는 프랑스의 혁신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약국체인그룹입니다.

약학업계의 전문적 지식으로 건강과 웰빙 분야의 프랑스의 대사가 되고자 합니다.

스마트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하고 질 좋은 고유 브랜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공급

H&B 스토어와 약국들에 최적한 제품을 최신 기술과 개발 성분들을 접목하여 

우수한 품질, 광고비와 유통 경비및 마진을 최대로 줄여 

제품의 성분과 품질에만 투자하여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인 가성비의 최대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동양의 한의학과 서양의 식물요법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글로벌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사

서양과 동양의 우수한 원료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고 기능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을 공급하여 

글로벌적인 기술과 품질을 한국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중적인 고급 브랜드

현직 약학박사들과 최고의 제약업체와 검증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엄선한 재료를 사용한 고품질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Lait hydratant 



프랑스의 신세대 약국체인그룹
 

팜아방스는 프랑스의 혁신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약국체인그룹입니다.

약학업계의 전문적 지식으로 건강과 웰빙 분야의 프랑스의 대사가 되고자 합니다.

스마트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하고 질 좋은 고유 브랜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공급

H&B 스토어와 약국들에 최적한 제품을 최신 기술과 개발 성분들을 접목하여 

우수한 품질, 광고비와 유통 경비및 마진을 최대로 줄여 

제품의 성분과 품질에만 투자하여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인 가성비의 최대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동양의 한의학과 서양의 식물요법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글로벌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사

서양과 동양의 우수한 원료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효능을 개발하고 기능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한 제품을 공급하여 

글로벌적인 기술과 품질을 한국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중적인 고급 브랜드

현직 약학박사들과 최고의 제약업체와 검증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엄선한 재료를 사용한 고품질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54 rue Michel Ange
75016 Paris

이광희 

팜아방스 한국부 매니저

+33 6 09 54 21 09

pharmavance.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