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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다이아나 드랠로스 박사
미국 피부과 전문의
피부미용 저널 편집장

세자르 프라가 박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물리 화학 교수

힐데베르트 바그너 박사
독일 뮌헨 드빅-막시밀리안 대학
약학 연구센터 약학 연구원 명예교수

강필녕 박사
대만 양밍 대학교
의과 대학 명예교수

유링시 교수
퉁지대학교 임상의학
피부과 수석 전문의

패트리샤 오테이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영양 및 환경독성학 교수

종리안 징 박사
중국 북경연합대학 응용원리학
식품과학 교수

몰리 워너 박사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피부과 의사

장킹젠 박사
대만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마지빙 박사
중국 상하이 식품연구소
기술과장, 공학교수

종창홍 박사
마카이 기념 병원
담수 분원 전임 원장

서봉린 박사
타이베이 의학 대학교
약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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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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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트리트먼트
컨덕터

바디 컨덕터
(넥 & 데콜테)

페이스 컨덕터

팽팽한 탄력

100%

피부 
혈행 개선에 도움

100%

생기있는 촉촉함

100%

  피부 깊은 곳부터 
  느껴지는 쫀쫀함

       100%
에이지락

갈바닉 스파 페이스
트리트먼트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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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vo test
에이지락 퓨처 세럼 사용 전 대비 사용 8주 후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 비율(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타)

두께

100%
피부결

81%

치밀도

95%

수분량

91%

탄력

81%
윤기

100%

밝기

91%

모공

86%
8가지

피부 고민의 변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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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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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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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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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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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For Korea

100ml
125ml

넉
넉하게 즐기는 용량

Only For Korea

100ml
125ml

넉
넉하게 즐기는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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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주버네이팅 크림 
Rejuvenating Cream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유ㆍ수분을 공급해주는
모이스처라이저
보습 성분과 유연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유ㆍ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더욱 생기 있고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번들거리지 않으며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용방법
아침과 저녁 토닝 후, 적당량을 양볼, 이마, 턱의 피부결을 따라 펴 바르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덧발라 줍니다.

#18110258 [75ml] 회원가 35,000원

모이스처라이저 _ RICH

Only For Korea

100ml
125ml

넉
넉하게 즐기는 용량

Only For Korea

100ml
125ml

넉
넉하게 즐기는 용량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062 063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064 065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미백 삼중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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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For Korea

100ml
125ml

넉
넉하게 즐기는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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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 미백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쿠션 글로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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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080 081

01 다크 브라운 02 내추럴 브라운



082 083

01 퓨어 로즈 02 웜앤스윗 로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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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7

팬티라이너 롱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1팩 / 18개입 1팩 / 18개입 1팩 / 16개입 1팩 / 8개입



108 109



110 111



112 113

5

4



114 115

에이지락 갈바닉 스파 젤 클렌징 스펀지 86995479 3,000원

에이지락 갈바닉 스파 파우치 86995490 7,000원

에이지락 미 트래블 컨테이너 18001644 5,000원

에이지락 미 전용 케이스 18124968 38,000원

에이지락 미 컴팩트 케이스 86995174 18,000원

에이지락 루미스파 파우치 86995209 12,000원

뉴스킨 트래블 파우치 86995837 7,000원

뉴스킨 5겹 코튼 퍼프 18124971 2,500원

뉴스킨 실키 코튼 퍼프 86995405 2,000원

뉴스킨 티슈 코튼 퍼프 86995227 2,500원

뉴스킨 듀얼 면봉 86995407 2,200원

선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전용 퍼프 86995242 1,800원

뉴컬러 파운데이션 브러쉬 86995157 13,000원

뉴컬러 파우더 브러쉬 18125051 13,000원

뉴컬러 블러시 브러쉬 18125046 9,000원

뉴컬러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18125047 6,000원

뉴컬러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 18125050 4,000원

뉴컬러 라이너 섀도우 브러쉬 18125048 4,000원

뉴컬러 듀얼 아이 브로우 브러쉬 86995156  6,000원

뉴컬러 립 브러쉬 86995155 4,000원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비비 컴팩트 퍼프 18124889 1,800원

뉴컬러 피니싱 파우더  퍼프 18125052 1,900원

뉴컬러 벨벳 프레스드 파우더 전용 퍼프 86995893 1,800원

뉴컬러 메이크업 스펀지 4pcs 18125049 3,500원

뉴컬러 컬러 미 업 쿠션 86995363 14,000원

뉴컬러 컬러 미 업 담요 86995364 25,000원

뉴스킨 오일 컨트롤 필름 18124098 2,750원

뉴스킨 메이크업 티슈(60매입) 18124451 1,540원

뉴스킨 휴대용 펌핑 용기 86995867 1,500원

뉴스킨 휴대용 미스트 용기 86995866 1,500원

뉴스킨 휴대용 클렌저 용기 86995180 1,500원

뉴스킨 휴대용 크림 공용기(2개입) 86995181 2,500원

뉴스킨 스프레이 용기 86995224 8,000원

RAU 휴대용기 세트 86995347 5,000원

뉴스킨 멀티 바스켓 86995235 6,500 원

에이지락 프리미엄 파우치 86995233 20,000원

페이스 마스크 팩(10pcs/pkg) 05120939 550원

뉴스킨 샤워볼 86995894 1,700원

뉴스킨 극세사 타올 18124973 6,700원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더블 커버 미라클 쿠션 
퍼프 (핑크에디션) 86995339 2,000원

뉴컬러 블루밍 자석 팔레트 S 86995444 2,000원

뉴컬러 블루밍 자석 팔레트 M 86995445 3,000원

뉴컬러 블루밍 자석 팔레트 L 86995446 6,000원

뉴컬러 블루밍 듀얼 엔드 아이섀도우 브러쉬 86995447 3,000원

뉴컬러 블루밍 치크 브러쉬 86995448 2,000원

뉴컬러 블루밍 브러쉬 세트 86995443 25,000원

뉴스킨 바디 바 트레이 86185319 2,000원

뉴스킨 리뉴얼 로션 펌프 86995338 1,000원

핑크 리본 헤어 밴드 18124974 4,200원

뉴스킨 팬 리프트 브러시(2개입) 86995160 3,300원

믹싱 볼 18123502 500원

페이스 마스크 팩 (10매입) 05120939 550원

뉴스킨 탁상용 거울 86995895 15,000원

로션펌프 00000240 640원

뉴스킨 우드 헤어 브러쉬 86995896 5,000원

플라워 기프트 박스 86995127 2,000원

판매 홍보물

제품명 제품번호 회원가 제품명 제품번호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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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넥스 휴대용기(소) 18124999 1,500원

에이지락 유스스팬3 브로셔(10/pkg) 18125039 4,000원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브로셔(10/pkg) 18125038 5,000원

에스테라 브로셔(10/pkg) 18124611 3,000원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쇼핑백(1ea) 86185164 2,000원

G3 쇼핑백(S) 86995341 650원

G3 쇼핑백(L) 86995342 950원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미니 휴대용기 18124604 1,000원

에이지락 TR90 미니 휴대용기 세트 18124985 3,500원

에이지락 TR90 쉐이커 18124787 6,000원

파마넥스 키즈 브로셔 키트 (10/pkg) 86995246  6,500원

파마넥스 기프트 박스 2018 86995232 800원

파마넥스 미니 지퍼백 (100/pkg) 86995326 2,000원

발효 홍삼 프리미엄 브로셔 86995345 4,000원

발효 홍삼 프리미엄 쇼핑백 86995355 1,500원

뉴스킨 쇼핑백(소) 86185295 500원

뉴스킨 쇼핑백(소_10개입) 86185296 5,000원

뉴스킨 쇼핑백(중) 86185297 600원

뉴스킨 쇼핑백(중_10개입) 86185298 6,000원

뉴스킨 쇼핑백(대) 86185299 600원

뉴스킨 쇼핑백(대_10개입) 86185300 6,000원

뉴스킨 종이백(소) 18124355 200원

뉴스킨 쇼핑백(세로형) 86995365 700원

뉴스킨 볼펜(흑색심 3개입) 86995150 3,000원

뉴스킨 트라이탄 물병 500ml 86995148 6,000원

뉴스킨 디자인 카드 (10매) 86995333 1,900원

뉴스킨 에코 텀블러 86995336 12,000원

뉴스킨 띵크 그린 텀블러 86995543 16,500원

브랜디드 아이템 땡큐 카드 (10매) 86995522 4,000원

제품명 제품번호 회원가 제품명 제품번호 회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