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꿀벌 키위 마누카 허니 스킨케어
뉴질랜드 꿀벌 제품과 고유 식물의 영양분으로 가득찬 스킨케어제품으로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최적의 자연 미용 케어를 제공합니다.

+ Active Manuka Honey

모공을 청소하면서 먼지와 기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폼클렌저입니다. 피부를 진정, 
재생 및 강화시키면서 유해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상쾌함과 피부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클렌저입니다. 

사용법: 아침, 저녁에 세안시 사용합니다.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마사지하고 물로 씻어냅니다.

비타민과 피부 탄력 및 치유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주름 제거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상쾌한 저자극성 페이스 젤입니다. 무향이며 민감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사용법: 아침, 저녁에 얼굴과 눈가 주변에 사용합니다.

치유 및 보호 성분을 갖춘 뉴질랜드 꿀벌 제품을 사용하여 건조하고 갈라지는 입술을 
치료하고 보호해주는 영양이 가득한 립밤입니다.

사용법: 부드러운 입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발라줍니다.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가벼운 느낌의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영양이 가득한 

모이스처라이저로 피부의 광채를 향상시켜주고 하루 종일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사용법: 아침, 저녁 세안 후 얼굴과 목에 가볍게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회복과 활력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된 지속력이 뛰어난 핸드 및 네일 크림입니다.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탄력을 촉진하고 거친 피부를 치유하여 실크같이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게해줍니다. 

사용법: 손과 손톱에 충분히 발라주며, 특히 거칠고 건조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릅니다.

피부 pH레벨의 균형을 찾아주고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면서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주는 섬세한 포뮬라입니다. 피부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력 증진과 
토닝 기능이 있는 자연 성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무향이며 지성 및 복합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사용법: 세안 후 화장솜에 적셔 사용한 뒤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릅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해주는 영양 및 치유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부드럽고 매끈한 감촉을 느끼게해주는 고급스러운 핸드 및 바디 비누입니다. 

사용법: 물에 적셔 거품을 낸 뒤 매일 손과 몸을 닦을 때 사용합니다.

성분: 
   + 마누카 꿀 (재생 및 보호 성분)
   + 코화이 (클렌징 및 진정 성분)
   + 녹차(항산화제)
   + 오이 (클렌징 및 보습 성분)

성분: 
   + 로얄 젤리 (피부 재생 성분)
   + 와이웨라 워터 (자연 미네랄)
   + 해양 콜라겐 (탄력 촉진 성분)
   + 마누카 꿀 (치유 및 보호 성분)

성분: 
   + 마누카 꿀 (재생 및 보호 성분)
   + 밀랍 (보호 성분)
   + 꿀벌 프로폴리스 (항생 성분)

성분: 
   + 마누카 꿀 (치유 및 보호 성분)
   + 포후투카와 (아스트린젠트)
   + 비타민 E (항산화제)
   + 알로에베라 (진정 성분)
   + 시어버터 (보습 성분)

성분: 
   + 마누카 꿀 (재생 및 보호 성분)
   + 하라케케 (치유 성분)
   + 인삼 (항노화성분)
   + 비타민 (항산화제)
   + 시어버터 (보습성분)

성분: 
   + 마누카 꿀 (재생 및 보호 성분)
   + 위치 헤이즐 (항염 성분)
   + 포후투카와 (아스트린젠트)

성분: 
   + 마누카 꿀 (재생 및 보호 성분)
   + 꿀벌 프로폴리스 (항생 성분)
   + 코코아 버터 (보습 성분)
   + 오이 (클렌징 및 보습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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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카 꿀 젠틀 클렌저
제품 코드: HY84     용량: 100ml

로얄 젤리 페이스 젤
제품 코드: BK01    용량: 100g

마누카 꿀 치유 립밤
제품 코드: HY87     용량: 15ml

마누카 꿀 재생 모이스처라이저
제품 코드: HY89     용량: 100ml

마누카 꿀 핸드 및 네일 치유 크림
제품 코드: HY83     용량: 75ml

마누카 꿀 청정 토너 
제품 코드: HY82     용량: 100ml

마누카 꿀 비누
제품 코드: HY88     용량: 7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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