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독 스킨케어
뉴질랜드 벌독과 이지리앙스가 접목되어 안전하고 자연적인 보톡스 효과를 주며, 마누카 꿀과 
유기농 오일이 첨가되어 자연이 주는 혜택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습니다. 

Bee Venom

1 2벌독 페이스 마스크
제품 코드: BK01 용량: 55g

벌독 아이 세럼
Product code: BK02   Size: 20ml

피부의 탄력을 찾아주는 자연 

성분의 항노화 크림 마스크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주며 

주름을 완화시켜줍니다.

사용후 즉각적으로 피부에 탄력이 

느껴지며, 지속적으로 사용할수록 

효과가 증진됩니다. 

벌독 마스크는 최신 뷰티 트렌드입니다. 영국 왕실 가족들과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바른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법:  세안 후 얼굴과 목에 마스크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15분 후 

물로 씻어내거나, 최상의 효과를 보려면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민감한 눈가 피부를 위해 특별히 제조한 자연 

성분의 항노화 아이세럼으로 피부를 조여주고 

잔주름을 개선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보다 큰 효과를 위해 

네이처스 뷰티 벌독 페이스 마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라벤 무첨가 및 무향

사용법: 세안 후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눈가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벌침이나 꿀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스킨케어 제품은 사용전 패치 테스트를 하십시오.

벌독: 보톡스의 자연 대체품이라고도 불리는 벌독을 이용하면 신체가 

벌에 살짝 쏘인 것으로 착각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안전하게 촉진합니다. 벌독은 잔주름 및 

기타 주름을 매끄럽게 해주고 노화 징후를 지연시켜 보다 탄력있고 

젊은 피부로 가꿔줍니다. 

벌독은 항염 성분을 지닌 활성 합성물 멜리틴을 함유하고 있어 의학적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벌집 주변에 저전압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수집하며, 이 과정이 꿀벌에게 해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 이지리앙스 (항노화성분) : 

이지리앙스는 자연 성분의 피부를 당겨주는 주름 개선제로 

즉각적으로 주름의 깊이를 감소시켜줍니다.

+ 마누카 꿀 (치유 및 보호성분) : 

마누카 꿀 특유의 항생 성분이 피부를 치유, 재생 및 보호해줍니다.

+ 유기농 인증 아보카도 오일  (항산화제) : 

아보카도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 및 오메가 3, 비타민, 단백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피부 세포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 유기농 인증 달맞이꽃 오일  (피부세포재생) : 

달맞이꽃 오일은 피부 수분 손실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매끈하게 가꿔주고 

건강한 피부는 물론 트러블이 있는 

피부의 잔주름을 개선해줍니다. 

혜택을 주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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