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1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자외선 A 차단 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2 SPF20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0/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자외선 A 차단 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 측정방법에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3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자외선A 차단 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5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6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S9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자외선 A차단 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1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자외선 A
차단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2 SPF20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0/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자외선 A
차단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3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 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자외선 A
차단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5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6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데이 T9 SPF2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SPF27/PA+++)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 녹차추출물, 분홍바늘꽃/잎/줄기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4. 이 제품의자외선차단지수는 미국(FDA)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자외선
A차단등급은 일본(JCIA) 자외선A차단효과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음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K5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K6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K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K8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Z5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Z6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Z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나이트 Z8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28 ml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귀리커넬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Q5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콩오일, 태산목껍질추출물, 카르노신,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Q6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콩오일, 태산목껍질추출물, 카르노신,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Q8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와사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엘엘씨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콩오일, 태산목껍질추출물, 카르노신,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R1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유니셉 패키징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완두콩추출물, 대나무잎/줄기추출물, 글루코사민에이치씨엘, 태산목껍질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R3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유니셉 패키징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완두콩추출물, 대나무잎/줄기추출물, 글루코사민에이치씨엘, 태산목껍질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R7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유니셉 패키징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완두콩추출물, 대나무잎/줄기추출물, 글루코사민에이치씨엘, 태산목껍질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X4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유니셉 패키징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콩오일, 태산목껍질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제품명 에이지락 미 세럼 X9
사용방법
보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이지락 미 디바이스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량
12 ml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 유무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타입
모든 피부타입 사용 가능
제조연월 및 사용기한
각 제품별 사용기한은 개별제품의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품을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시려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
코스메틱 래버러토리즈 오브 아메리카
제조국
미국
제조판매업자
뉴스킨 코리아㈜
주요성분
쌀추출물, 콩오일, 태산목껍질추출물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본 제품을 개봉, 소비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및 반품이 제한됩니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제품문의 및 상담: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 상담실 ☎1588-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