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ine placenta

1 양태반 크림 
50g (OP61)

피로하고 건강을 잃은 얼굴과 목, 손의 피부세포에 원기를 회복 시키는데 이상적인 

주간용 크림입니다 . 태반 , 알로에 베라 , 프로폴리스 , 라놀린 , 비타민 B5, C, E 가 풍

부히 함유되어 있고 썬 크림이 포함되어 있어 새롭게 생성되는 피부를 보호합니다

2 오바인 플라센다 나이트 크림
50g  (OP68)

양태반 나이트크림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재생하고 피부 

를 부드럽게 하여주는 고급 영양크림 입니다.  세포의 재생을 돕는 피부 진정 효과 

의 시어버터, 알로에 베라, 식물의 오일, 비타민 E와 오바인 태반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매일밤 얼굴과 목에 사용하시면 젊은 피부와 피부 결을 회복시켜 줍니다.

3 양태반 아이크림 
15g  (OP63)

아주 섬세한 크림으로 눈 주위의 미세한 주름과 큰 주름을 없애는 역할을 해 줍니다 . 

시어 버터와 , 호호바 , 키위씨 오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아침 저녁으로 눈 주위에 발라 

줍니다 . 무향이며 파라벤이 함유 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양태반 아이젤 
15g  (OP64)

부드럽게 달래주는 주름방지 젤로 눈을 반짝거리게 하고 미세한 주름들을 없애 줍 

니다 .태반 , 오이 , 마카디아 오일 , 그리고 치유와 보습효과를 위한 마누카 꿀을 풍 

부히 첨가 하였습니다 . 주간 야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5 골드 태반 세럼 
50ml  (OP65)

럭셔리한 주름 방지 세럼으로 

얼굴과 목에 감각적인 황금빛 

윤기와 젊음을 줍니다.  

피부건강에 좋은 엘라스틴 , 콜라겐 

, 마누카 에센스 , 달맞이꽃오일 

그리고 비타민 A 와 E 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 주간 야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양태반 콜라겐 에센스  
30ml  (OP62)

천연의 주름방지 에센스로 얼굴과 

목 , 그리고 손에 아름답고 자연스런 

윤기가 생기게 합니다 . 태반 , 

콜라겐 , 비타민 A 와 E, 그리고 

자연의 가장 훌륭한 항 박테리아 피 

부 보호제인 마누카 오일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 주간 , 야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7 오바인 양태반 바이세렘 
3 x 10ml  (OP69)

내추럴 안티에이징 바이세렘은  마린콜라겐의 견고한 속성과 순수한 뉴질랜드  

양태반의  바이오 액티브 영양분을 결합을 시킨 제품 입니다. 바이세렘의 태반 농축액은 

나이가 든 피부에 적합하며, 세포의 재생과 주름을 감소 시키고 피부를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부를 더욱 젊어 보이게 합니다.

양태반스킨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