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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애
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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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애 코스메틱의 약속 

MIT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인공색소

인공향료

0%

100 % 건강한 자연의 즐거움을 선사

우리의 몸과 자연환경을 모두 존경

스킨, 바디, 헤어 케어 제품군

훌륭한 질감과 천연향 성분

유기농 천연 활성성분을 풍부하게 함유

생산의 모든 단계의 제품 이력추적성 완전 보장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

모든 제품과 성분을 동물에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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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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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항산화 성분

최고의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것으로 알

려진 녹차는 매우 높은 농도의 폴리페놀

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E가 풍

부하게 함유된 녹차는 수분과 피부 탄력

을 유지시켜줍니다. 동양의 아름다움의 전

통적인 재료로 진정과 회복의 효능을 가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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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및 합성염료 무첨가

녹차의 항산화 특성은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 연화제로 알
려진 유기농 식물성 글리세린은 수분 공급합니다. 다른 보습 
케어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합니다.

적용팁 : 아침과 저녁에 얼굴과 목에 바릅니다.

INCI : 아쿠아 (물), 글리세린, 폴리 소르 베이트 20, 카멜리아 
산 엑기스, 히알루 론산 나트륨, 잔탄 검, 향료 (향료), 디 소듐 
EDTA, 탈수소 지방산, 시트르산, 벤질 알코올

보습-보호-회복

녹차 추출물 ; 산화 방지제 (EGCG 폴리페놀), 수분 공급(비
타민 E), 진정 및 스트레스 해소

유기농 식물성 글리세린 : 표피의 연화와 보습 효능

유기농 시어 버터 : 비타민 A, D, E, F가 풍부하여 피부에 수
분을 공급하고 진정작용

다른 보습 케어 제품의 베이스로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합니
다.

녹차 보습 에센스

모든 스킨, 안티에이징 항산화 에센스, 3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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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보습 크림

중건성 스킨용, 데이앤 나이트 크림, 50 ML 

녹차 추출물 ; 산화 방지제 (EGCG 폴리페놀), 수분 공급 (비
타민 E), 진정 및 스트레스 해소

유기농 식물성 글리세린 : 표피의 연화와 보습 효능

유기농 시어 버터 : 비타민 A, D, E, F가 풍부하여 피부에 수
분을 공급하고 진정작용
다른 보습 케어 제품의 베이스로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합니
다.

녹차 보습 크림은 건조한 피부를 벨벳과 같은 촉감으로 하고 유분과 필름을 남겨두지 않고 빨리 흡
수한다. 시어 버터가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럽게하는 동안 산화 방지제로 알려진 녹차 추출물은 피부
를 재생시킵니다. 당신의 피부는 매번 수분을 공급 받고 보호됩니다.

적용팁 : 녹차 보습 에센스를 바른 뒤 얼굴과 목에 아침 저녁으로 바르십시오.

INCI : 아쿠아 (물), DICAPRYLYL 탄산염, GLYCERYL STEARATE CITRATE, BUTYROSPERMUM 
PARKII (셰이) 버터, GLYCERIN, 세라 알바 (BEESWAX), CAMELLIA SINENSIS 잎 엑기스, TO-
COPHERYL 아세테이트, XANTHAN 껌, 향수 (DEHYDROACETIC ACID), 수산화 나트륨 , 벤질 알
콜

보습-보호-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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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피부에 혼합
항산화
녹차 추출물로
파라벤 및 염료 무료

설명 : 녹차 보습용 오일은 지성 피부에 맞도록 고안되었습니
다.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재생 시키며, 유
기 식물성 글리세린은 피부 연화제와 보습 성분으로 잘 알
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균형을 이루고 윤기가없고 수분을 공
급합니다.

적용팁 : 이태리 화장품 녹차 수화물 세럼을 얼굴과 목에 아
침 저녁으로 바르십시오.

INCI : AQUA (WATER), 글리세린, 스쿠알렌, 디메 치콘, 타
피오카 전분, 소듐 아크릴 레이트 / 소듐 acryloyldimethyl-
taurate 합체, 동백 sinensis의 잎 추출물, 소듐 하이 알루
로 네이트, 이소 헥사 데칸, 폴리 메틸 실 세스 퀴 옥산, 폴리 
소르 베이트 80, 소르 비탄 올 레이트, 잔탄 검, 향료 (향수) 
DEHYDROACETIC 산, 시트르산, 벤질 알코올

중지성 스킨용, 플루이드 50ML

균형-보습-회복

녹차 추출물 ; 산화 방지제 (EGCG 폴리페놀), 수분 공급 (비
타민 E), 진정 및 스트레스 해소

유기농 식물성 글리세린 : 표피의 연화와 보습 효능

유기농 시어 버터 : 비타민 A, D, E, F가 풍부하여 피부에 수
분을 공급하고 진정작용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고 확실한 보습과 함께 메이크업 베이
스로 완벽합니다. 

녹차 보습 플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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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는 아시아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상징
으로 꽃들의 여왕으로 여겨집니다. 3 종류
의 귀중한 난초들의 추출물은 강력한 회복
력과 재생력 및 주름 방지 기능

검은 난초 : 품귀하고 명성이 높은 종으로 
탄수화물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연
화 및 주름 개선
푸른 난초와 흰 난초; 단백질과 각종의 미
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습하고 재생 
효능

고급 난초 

피부 노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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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귀한 난초의 엘릭시르는 항산화제와 보습의 최고의 
효과를 가져 피부를 보다 부드럽게 하는 고성능의 에센스로 
낮과 밤에 모두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증가됩니다.

3 개의 귀한 난초 성분 : 푸른 난초, 검은 난초 및 흰 난초는 
외부 침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매일매일 재생
식물성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최적의 수
화 작용을 유지하며 콜라겐은 피부를 부드럽게하고 유연하
게 합니다.

적용팁 : 아침과 저녁에 얼굴과 목에 바르십시오.

INCI : AQUA (WATER), 글리세린, 스쿠알렌, 디메 치
콘, 타피오카 전분, 소듐 아크릴 레이트 / 소듐 acryloyl-
dimethyltaurate 합체, 반다의 coerulea 추출물 Cy-
cnoches 스 Cooperi (난초) 추출물, 소듐 히알루로 네이
트 수용성 콜라겐, 접 amabilis 추출물, 이소 헥사 데칸, 말
토 덱스트린, 폴리 메틸 폴리 소르 베이트 80, 프로필렌 글
리콜, 소르 비탄 올 레이트, 잔탄 검, 향료 (향수), 데히드로 
아세트산, 소르 브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시트르산, 벤질 알
콜, 시트로 넬롤, 유게 놀, 리모넨, 리날룰

중성 스킨용, 30ML 

재생-주름 방지-탄력

3 개의 귀한 난초 추출물 ; 플라보노이드, 단백질 및 탄수화
물이 풍부하게 함유 된 3 개의 난초 성분이 기존 주름을 교
정하고 새로운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를 회복하고 생기를 더
해 줍니다.

식물성 히알루론산 ; 피부에 볼륨을 살려주고 주름과 잔주
름을 제거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줍니다.

해양 콜라겐 ; 탄력과 연성 복구, 피부를 치유하고 진정 작
용 

크림의 전단계에 사용하는 스페셜 케어, 탁월한 노화 방지 
활성 성분

세가지 난초 엘릭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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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완화-주름 방지-탄력

피부가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활기와 윤광이 넘치고 빛이 납니다. 주름이 희미해집니다.

세가지 난초 노화 방지 데이 크림은 피부를 더욱 부드럽게합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심속 재생
파란색 난초, 검은 난초와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 흰 난초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재생.
식물성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 및 주름살을 채운다.
피부가 더욱 부드러워 벨벳의 감촉이 된다. 
완벽한 재생 효과로 피부는 빛나는 활력과 윤기를 되찾는다.

중성 스킨용 50ML

세가지 난초 영양  데이크림

INCI : AQUA (WATER), 카프릴릭 / 카프릭 트리글리 세라이드, 스쿠알렌 글리세린, 글리세 릴 스테
아 레이트, PEG-100 스테아 레이트, 디메 티콘, 반다의 coerulea 추출물, 부틸 렌 글리콜, Cy-
cnoches 스 Cooperi (난초) 추출물, 히알루 론산 나트륨,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접 amabilis 추출물 
아크릴 레이트 / C10-30 ALKYL ACRYLATE 티콘 가교 중합체, 세 테아 릴 알코올, 데실 글루코사
이드, 이소 헥사 데칸, 폴리 소르 베이트 80, 프로필렌 글리콜, 소듐 아크릴 레이트 / 소듐 acryloyl-
dimethyltaurate 공중 합체, 소르 비탄 올리 에이트, 폴리 실리콘 -11, 향료 (향수), 데히드로 아세트
산, 소르 브산 칼륨, 나트륨 벤조 에이트, 구연산, 수산화 나트륨, 벤질 알코올, 시트 로네, 유제 놀, 리
모넨, 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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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재생

아침 기상 시에 더욱 부드럽고 밝아진 피부를 발견할 것입니다.

세가지 소중한 난초 안티 에이징 나이트 크림은 영양 공급으로 리프팅과 진피층의 재생으로 보다 젊
은 피부로 회복 효과
식물성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깊숙히 공급하고 잔주름과 주름살을 완화
유기농 시어 버터와 수용성 콜라겐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결을 개선하고 표피를 보호
당신의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럽고 밝아집니다.

중성 스킨용 50ML

세가지 난초 영양  나이트 크림

중성 스킨용, 50ML 

INCI : AQUA (WATER), 카프릴릭 / 카프릭 트리글리 세라이드, 글리세린, 디메 티콘, 디카 프릴 릴 
카르 보 네이트, Butyrospermum의 parkii (SHEA) 버터, 글리세 릴 스테아 레이트, 세틸 알코올, 세 
테아 릴 알코올, 반다의 coerulea 추출물, 부틸 렌 글리콜, Cycnoches 스 Cooperi (난초) 추출물, 
SODIUM 히알루 수용성 콜라겐, 토코 페릴 아세테이트, 접 amabilis 추출물, 아크릴 레이트 / C10-
30 ALKYL ACRYLATE 티콘 가교 중합체, 세 테쓰 -20, 데실 글루코사이드, 말토 덱스트린, 프로필
렌 글리콜, 스테 아레스 -20, 잔탄 검, 폴리 실리콘 -11, PEG-75 스테아 레이트, 향료 (FRAGRANCE), 
데히드로 아세트산, 소르 브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시트르산, 수산화 나트륨, 벤질 알콜, 시트로 넬롤, 
유게 놀, 리모넨, 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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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주위의 민감한 피부를 위해 고안되어 히알루론산의 영양으
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함께 눈 주름 완화에 작용

눈 주위의 연약한 피부를 자극없이 부드럽게하고 눈과 시선은 
더욱 젊어 보인다.

젤 타입으로 즉각적인 신선함을 제공

적용팁 : 아침과 저녁에 원형 운동으로 눈가에 헤이즐넛 크기 
정도로 덜어 바르십시오.

INCI : AQUA (WATER), 글리세린, 하이드 록시 프로필 메틸, 
디메 치콘, 풀루 란, 반다의 coerulea 추출물, 부틸 렌 글리콜, 
Cycnoches 스 Cooperi (난초) 추출물, 포르 피리에 cruen-
tum 추출물, 접 amabilis 추출물, 아크릴 레이트 / C10-30 
ALKYL ACRYLATE 티콘 암모늄 Acryloyldimethyltaurate 
/ VP 공중 합체, 데실 글루코 시드, 프로필렌 글리콜, 크 산
탄 검, 폴리 실리콘 -11, PEG-40 수소화 피마 자유, PPG-26 
BUTETH-26, 향료 (향수) 디 소듐 EDTA, 데히드로 아세트산, 
소르 브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시트르산 , 수산화 나트륨, 벤
질 알코올, 시트 로네, 유제 놀, 리모넨, 리날룰 

주름 완화-리프팅

즉석 ANTI-WRINKLE AGENT는 필름 형성 효과로 주름을 
즉각적으로 약화, 스무딩 및 리프팅
3 개의 귀한 난초 추출물 ; 플라보노이드, 단백질 및 탄수화물
이 풍부하게 함유하여 기존 주름을 교정하고 새로운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를 수복하고 피부를 촉진
눈가와 시선이 더 젊어 보이고, 주름은 연해지고 확실한 리프
팅 효과

세가지 난초 아이 크림

모든 스킨용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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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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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금이라고 불려지는 아르간 오일은 
놀라운 여러 가지 효능 보유

높은 비타민 E 함유량 덕분에
수분을 공급, 조절하고, 피부를 개선

심하게 예민한 피부도 자극없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킴

아르간 오일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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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순화-보호

얼굴-몸-헤어 3 in 1 세정젤
아르간 오일이 풍부한 샤워와 샴푸젤

비타애 화장품의 지성 모이스춰라이징 샤워젤 컬렉션으로 보습, 
영양 및 보호 속성 귀중한 아르간 오일이 풍부. 
최고 효능의 유분 성분과 비누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높은 내성력의 
포뮬러 덕분에 부드럽고 편안하게 몸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씻어줍
니다. 부드러운 거품과 미묘한 천연의 향기로 몸을 감싸줍니다.

아르간 오일 샤워젤

민감성 피부, 아동에게도 적합, 200ML - 1L

무화과&복숭아 체리&아몬드 자스민&티아레 녹차&감귤류 일랑일랑&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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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 : 아쿠아 (물), 카 프릴 / 카 프릭 트리글라
이 세라이드, 글리세린, 디 카 프릴 릴 카보네이
트, 세라 알바 (베 수프), 글리세 릴 스테아 레이트, 
PEG-100 스테아 레이트, 아르기닌 스피노 사 (아
르건) 케닐 오일, 아크릴 레이트 / C10-30 알킬 
아크릴 레이트 크로스 폴리올, CETEARYL 알콜 , 
크 산탄 껌, 향료, 디 소듐 EDTA, 탈수소 산, 수산
화 나트륨, 알콜 알콜, 벤질 알콜

건조, 민감성과 자극받은 피부

보습-치유-보호

밀랍은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을 완화시키고 피부
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A의 풍부한 함량 : 피부에 침투 방지 필름
을 형성하여 외부 침입 및 건조를 방지합니다.
아르간 오일은 재생 및 보호 특성으로 표피를 보
습하고 수복하고 노화 방지 
식물성 글리세린 ; 뛰어난 연화와 보습 작용.

아르간 오일 바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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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 : AQUA (WATER), 글리세린, 스테 아릴 알코올, 카 프
릴 릭 / 카 프릭 트리글리 세라이드, 글리세 릴 스테아 레이
트, 세라 알바 (BEESWAX), 아르가 니아의 spinosa (ARG) 
KERNEL OIL, 히드 록시 에틸 아크릴 레이트 / 소듐 acry-
loyldimethyltaurate 합체, 폴리 소르 베이트 60, 소르 비탄 
스테아 레이트, 스쿠알란, 크 산탄 껌, 향수 (푸짐), 탈수소 산, 
벤질 알코올, 쿠마린, 제라놀, 헥신 신나멜, 리모모노, 리날룰

건조, 민감성과 자극받은 피부

아르간 오일은 재생 및 보호 특성으로 표피를 보습하고 수복
하고 노화 방지 
식물성 글리세린 ; 뛰어난 연화와 보습 작용.
건조하고 손상된 손을 영양, 치유 및 완화시키면서 피부 노
화를 예방하는 신비한 유분의 성분으로 100 % 자연의 즐거
움을 부여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끈적거리는 필름을 남겨두지 않
고 빨리 흡수한다.

건조하고 손상된 손, 50ML

영양-치유-보호

아르간 오일 핸드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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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적인 드라이 오일로 향기가 풍부
호호바 오일은 수분이 풍부하고 피부에 영양을 공
급. 
피부 및 머리의 아름다움이 승화된다. 
감각적인 질감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로 만들
어 줌 

적용팁 : 몸의 마무리 보습 미용 오일 
머리카락를 들어올려 머리카락의 결대로 소량을 
분사하여 맛사지해 줌
잘 손질한 손톱과 손에 마사지
주의 사항 :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접촉 한 경
우, 깨끗한 물로 깨끗이 헹군다. 외부 사용.

INCI : 이소 프로필 팔미 테이트, 카 프릴 릭 / 카 
프릭 트리글리 세라이드, 디카 프릴 릴 카르 보 네
이트, 향료 (향수) SIMMONDSIA 꽃 (호호바) 씨 
오일, 스쿠알란, 토코 페릴 아세테이트, 시트로 넬
롤, 리날룰

보습-영양-미화

호호바 오일 (JOJOBA OIL)은 보습과 재생 작용
에 탁월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을 유지시켜 노화 방지

건조성 뷰티 오일 
얼굴- 몸- 헤어

망고와 티아레 뷰티 오일

모든 유형 피부 100 ML



19

적용팁 : 1 분 동안 원 모양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
십시오.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내십시오.

주의 사항 :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접촉시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십시오. 외부 사용.

INCI : 아쿠아 (물), 글리세린, 암모늄 아크릴로 일
람 히드 레이트 / 부사자, 합성 포도 왁스, 비타
민 비니 페라 (포도씨) 씨앗 분말, 카 프릴 / 카 프
릭 트리글리 세라이드, 코코 미도 프로 피렌 베
타 인, 폴리 소르 베이트 20, 염화 나트륨, 향수 
(EDGEIUM EDTA), 소듐 벤조 에이트 , CI 14720 
(ACID RED 14 ALUMINUM LAKE), CI 42090 
(ACID BLUE 9 ALUMINUM LAKE), 시트르산, 
LINALOOL

각질 제거-강화-재생
얼굴과 몸

포도씨는 각질 제거와 토닝 및 리바이탈라이징 효
능  
포도씨 스크럽은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세
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결을 정돈하고 부드럽게 
해줌
100 % 자연의 즐거움으로 피부를 맛사지하듯 문
질러 부드럽게 얼굴과 몸의 각질 제거합니다.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여 피부의 결
을 부드럽게하고 세련되게합니다.

포도씨 스크럽 

모든 유형 피부, 200 ML모든 유형 피부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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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미네랄 및 비타민이 풍부한 알
로에 베라는 80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하고있어 피부에 놀라운 효능을 줍
니다. 그것의 소중한 의약적 성분으로 전
통적으로 치유와 화장품에 이용되어왔다. 
알로에 베라는 보습, 진정 및 재생 작용을 
하고 항염성은 치유를 촉진합니다.

보습

알로에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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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 : 아쿠아 (물), 글리세린, 이소 프로필 탄산염, 
세라마 알비 (BEESWAX), 글리세 릴 스테아 레이
트, PEG-100 스테아 레이트, 알로에 바바디언 (
알로에 베라) 잎 쥬스, 프르 누스 AMYGDALUS 
DULCIS (SWEET ALMOND) 오일, 아크릴 레이트 
/ C10 알킬 아크릴산 염료, 세탄 알코올, 탄산 껌, 
향료, EDOD, 디 하이드로 산, 수산화 나트륨, 벤질 
알코올, 코마린, 제라놀, 헥신 신시아 날, 리모 모
노, 리날룰

보습-진정-리프팅 
얼굴과 몸

실키 보습 바디 밀크
알로에 베라 진정, 보습, 치유.
호호바 오일은 보습, 재생 및 노화 방지를 위해 피
부의 우연성과 탄력을 유지
유기농 식물성 글리세린은 유연과 보습 효과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모이스춰 라이징 컨
센트레이터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심지어 
가장 민감한 피부 타입에도 강력한 영양을 공급. 
유기농 알로에 베라 (Organic Aloe Vera)와 호호
바 (Jojoba) 식물성 기름이 함유 된 100 % 천연
의 즐거움을 부여하며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편안함과 유연함을 회복. 빠르게 흡수하
여 즉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 호호바 바디 크림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200ML-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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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 : 아쿠아 (물), DIMETHICONE, 알로에 
바르바 덴 시스 (알로에 베라) 잎 쥬스, 부틸 
글리콜, 아크릴 레이트 / C10-30 알킬 아크
릴 레이트 크로스 폴리 셔, 데실 글루코사이
드, 폴리 실리콘 11, PEG 40 하이드로 카스 터 
오일, PPG- 26, 향수 (불량), 탈수소 산, 시트
르산, 수산화 나트륨, 벤질 알코올

보습-진정-치유
얼굴과 몸

유기농 알로에 베라 젤은 진정한 자연의 보물로 
피부에 진정, 보습, 치유, 재생 및 정화 미덕을 가
져다 줍니다. 초미세한 질감은 신속하게 침투하
여 즉각적인 웰빙감을 제공 
알로에 베라 진정, 보습, 치유.
진정 ; 수분을 공급하여 염증을 진정시키고 자극 
부위를 완화
썬탠, 자극받은 피부, 민감한 피부, 여드름, 습진, 
헤르페스, 건선증에 도움.
치유 ; 피부의 수복을 자극하고 혈액의 미세 순환
을 촉진 (화상, 면도).
보습 ; 알로에 베라젤은 탈수되고 건조 또는 껍질
이 벗져지는 피부의 수분 손실을 보완

알로에 베라 젤

모든 유형 피부와 민감성 피부. 2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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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케어 모든 유형 피부와 민감성 피부. 200 ML



24

스위트 아몬드 밀크는 식물성 지질이 풍부
하여 모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크림같은 질감은 머리카락을 유연하게하
고, 보습하고 반짝이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아미노산, 미네랄 및 비타민이 풍부한 알로
에 베라는 80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
하고있어 피부에 놀라운 효능을 줍니다. 그
것의 소중한 의약적 성분으로 전통적으로 
치유와 화장품에 이용되어왔다. 알로에 베
라는 보습, 진정 및 재생 작용을 하고 항염
성은 치유를 촉진합니다.

아몬드 밀크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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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천연의 즐거움을 선사
하는 비타애 샴푸는 스위트 아
몬드 밀크를 함유하여 모발에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면서 순
하게 모발과 두피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사용 첫회부터 부
드러움을 제공하고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모든 
유형의 모발에 자주 사용하셔
도 됩니다. 

INCI :아쿠아,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카 미도 프로필 베
타 인, 코코 - 글루코사이드, 
PEG-200 하이드로 겐 글리콜 
팔메이트, 염화나트륨, 마그네
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수소
화, 벚나무은 헛개 (아몬드) 열
매 추출물, 글리세린, 폴리 쿼
터늄-7amygdalus, 구아 하이
드 록시 프로필 CHLORIDE, 
스티렌 / 아크릴 레이트 공중 
합체, 잔탄 검, PEG-7 글리세 
릴 코코 에이트, 향료 (향수), 
소듐 벤조 에이트, 소르브산 시
트르산

머리카락을 무겁게하지 않으면
서 모발을 보습하고 엉킨 머리
를 정돈시킵니다. 이 성분은 또
한 모발의 밀도와 강도를 복원
하여 모발 섬유의 중추를 강화
하고 촉감을 향상합니다.

INCI: 아쿠아 (물), 세테아릴 
알코올, 베헨트리모니엄 클로
라이드, 세틸에스테르, 글리세
린, 이소 프로필 팔미 테이트,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
트, 벚나무 헛개 (스위트 아몬
드) 열매 추출물, 트리 데-15, 
트리 데-3, 구아 하이드 록시 
프로필 클로라이드, 크산탄 검 
amygdalus, 아로마 테라피, 
향료 (향료), 염화 세륨, 탈수소 
산, 질산, 시트르산, 벤질 알콜

100 % 천연의 줄거움으로 머
리에 수분과 영양을 제공합니
다. 풍부한 식물 지질로 부드
러운 모발 섬유, 풍부한 질감으
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광택을 
내줍니다.

적용팁: 젖은 모발에 균일하게 
길이 및 단부를 강조하여 마스
크를 적용한 다음 5분 후에 헹
구어 냅니다.

INCI : 아쿠아. 세테아릴 알코
올, behentrimonium 클로라
이드, 글리세린, 세틸 에스테
르, 이소 프로필 팔미 테이트,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
트, 벚나무 헛개 (스위트 아몬
드) 열매 추출물, 트리 데-15, 
트리 데-3, 구아 하이드 록시 
프로필 클로라이드, 크 산탄 
검 amygdalus, 아 모디 메 티
콘, 향료 (향수), 염화 세트 리
모 늄, 데히드로 아세트산, 소
르 산, 시트르산 벤질

모발 건강-머리결 개선-풍성한 모발 
실리콘 미함유-자주 사용용, 아동에게 적합

아몬드 밀크 시리즈 

중성 혹은 건조한 모발과 얇은 모발

샴푸 500ML 린스 250ML 마스크 2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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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버터는 영양 및 연화 작용으로 모
발 케어에 사용되어 모발의 윤기를 내
고 머리 끝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합니
다.
시어 버터는 보호 효과와 치유력이 뛰
어나고 우수한 보습 성분으로 머리에 
영양을 주고 부드럽게 합니다.

망고-시어 버터 

영양-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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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자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비타애  시어 망
고 영양-회복 샴푸는 염색
으로 인한 건조, 손상, 약화
된 모발에 영양을 주어 회
복시켜 줍니다.
망고와 시어 버터가 함유
된 천연 성분으로 머리카
락이 부드럽고 매끄러워지
며 모발의 색이 더욱 아름
다와지고 보호됩니다.

INCI : 아쿠아 (물),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코코
미도프로피렌 베타인, 코
코 글루코시드, 염화 나트
륨, 부티 로즈마리 파울리 
(SHEA) 버터, 만니파 인디
카 (망고) 시드 버터, 폴리 
쿼터늄 -7, 염소 하이드록
시 프로필트리모니움 클로
라이드, 스티렌 / 아크릴산 
공중 합체, 향료 (향료), 벤
조산 나트륨, 시트르산

순수한 천연의 100 % 즐거
움을 주는 컨디셔너로 부
드러움과 광택을 제공하여 
모발 섬유를 재생합니다. 
건조한 머리카락에 이상적
이며 착색에 의해 손상되
거나 약화된 모발에 좋습
니다. 망고 버터와 시어 버
터가 풍부하게 함유되어있
어 머리카락의 얽힘을 풀
고 매끄럽게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강력한 영양 마스크는 망
고 버터와 시어 버터가 풍
부하게 함유되어 100 % 자
연의 즐거움을 더해 주며, 
머리카락을 깊이 고쳐줍니
다. 관대하고 풍부한 질감 
덕분에 머리카락이 부드럽
고 반짝이며 살아납니다. 
모발이 건강을 되찾습니다.

INCI : 아쿠아 (수분), CE-
TEARYL 알코올, CENTYL 
ESTERS, 글리세린, 이소 
프로필 결정체, 트리 데 세 
-15, 향료, 염화 세륨, 탈수
소 산, 시트르산, 벤질 알
코올

건성 모발, 손상되거나 곱슬이 심하거나 연약해진 모발용

모발 영양-치유-보호. 실리콘 미함유-자주 사용 가능 

샴푸 500ML 린스 250ML 마스크 250ML

망고-시어 헤어 케어



28

54 rue Michel Ange

75016 Paris

이 광 희 

팜아방스 한국부 매니저

+33 6 09 54 21 09

+82 70 8065 3341

pharmavance.kr@gmail.com

kwany@pharmavance.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