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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ce, New Life”

또한, 차별화된 제품 전략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 관리의 과학화를 통해 우리 화장품의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혁신에 철저한 원칙 준수와 신뢰를 더해 미용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당당히 세계시장에 우뚝 설 것을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죠이라이프는 각국을 대표하는 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써 한국 화장품을 세계에 알리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죠이라이프는 지난 2002년 2월 23일 설립하여 창사 이래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사업 다변화에도 주력하여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New Face, New Life 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 고객만족, 신뢰경영, 자연으로 라는 경영이념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죠이라이프는 세계 3대 화장품 박람회(홍콩, 이태리,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바이어로부터 많은 호평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해외 판로는 물론 세계화와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접지 기계 / Mask pack folding machine 面膜折叠机

마스크팩 충진 기계 / Mask pack filling machine 面膜灌装机

크림 충진 기계 / Cream filling machine 缓面霜灌装机

울트라 호모 믹서 / Ultra homo-mixer Ultra搅拌机

멀티 포장 라인 / MultI-package line 多功能包装线

배합기 / Mixing machine 配料机

물티슈 충진 포장 기계 / Packing &filling mashine 湿巾填充包装机

R/O 정수기 / R/O Water purifier R/O净水器

티슈액 배합 설비 / Wet tissue mixing equipment 调配湿巾装置

나노 시스템 / Nano system 纳米系统

물티슈 기계 / Wet tissue machine 湿巾机器

추출기 / Extractor 萃取机

포장기 / Packaging machine 包装机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상담 받아보세요!
Please come in, Make yourself at home.
And talk together about our cosmetic with a cup of tea.
可以随时毫无负担的来公司访问，
坐下来边喝茶边商谈的闲暇和自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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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연구소 / R&D center 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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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Facial 5 Line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스킨케어
미백 · 주름개선

It cares anti-aging, moist, shine, whitening, anti-wrinkle,
and elasticity complexly that making to be an unbroken
and strong skin.
不仅美白,改善皱纹,还综合管理弹性,润泽,保湿等肌肤老化,
打造不易倒塌的坚实肌肤。

JUNGNANI

HYPER FACIAL
SKIN CARE

Hyper Facial
Premium Skin Care 5 Set

미백, 주름개선 뿐 아니라 탄력, 윤기, 보습 등 피부 노화를 복합적
으로 관리해줘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로 관리해줍니다.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프리미엄 스킨케어 5종 세트 NMPA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 120 ml

- Jungnani Hyper Facial Toner 1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 120 ml

- Jungnani Hyper Facial Emulsion 1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세럼 45 ml

- Jungnani Hyper Facial Serum 45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영양 크림 50 ml

- Jungnani Hyper Facial Nutrition Cream 5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아이 크림 30 ml

- Jungnani Hyper Facial Eye Cream 3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Toner(Not For Sale) 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Emulsion(Not For Sale) 20 ml

Hyper Facial
Special Skin Care 3 Set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스페셜 스킨케어 3종 세트

NMPA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 120 ml

- Jungnani Hyper Facial Toner 1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 1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영양 크림 50 ml

- Jungnani Hyper Facial Emulsion 120 ml
- Jungnani Hyper Facial Nutrition Cream 5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Toner(Not For Sale) 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Emulsion(Not For Sale) 20 ml

Hyper Facial
Nutrition Skin Care 3set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뉴트리션 스킨케어 3종 세트 N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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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세럼 45 ml

- Jungnani Hyper Facial Serum 45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영양 크림 50 ml

- Jungnani Hyper Facial Nutrition Cream 5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아이 크림 30 ml

- Jungnani Hyper Facial Eye Cream 3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Toner(Not For Sale) 20 ml

-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비매품) 20 ml

- Jungnani Hyper Facial Emulsion(Not For Sale) 2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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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Facial Toner

Hyper Facial Eye Cream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 120 ml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아이 크림 30 ml

NMPA

NMPA

미백 · 주름개선

Instant Moisturization, Skin Boosting
The texture is high absorptivity, it helps to smooth out, moisturizing
and absorbing immediately for your skin.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补水,护肤补妆
肌肤亲和力高的质地快速被肌肤吸收,提高肌肤保湿力,柔嫩调理肌肤基础的
郑兰姬高保湿爽肤水 .

미백 · 주름개선

Improvement of Cell Elasticity, Total solution
The tight texture makes your less elasticity and loose eye skin to be
speaking and bright.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改善弹性结构,全面解决方案
细密质地柔和贴合肌肤,令倦怠双眸变得明亮富有弹性的郑兰姬高光修护眼霜.

탄력 부여, 토탈 솔루션
쫀쫀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밀착되어 지친 눈매를 환하고 탄력 있게 관리해 주는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아이 크림
주요 성분 : Gatuline®, Fresh Cells™, 7종 펩타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개똥쑥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수분 공급, 스킨 부스팅
피부 친화력이 높은 텍스처가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고, 피부 바탕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토너
주요 성분: Gatuline®, Fresh Cells™, 병풀추출물, 자일리톨, 8중 히알루론산

Hyper Facial Emulsion

Hyper Facial Nutrition Cream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 120 ml
NMPA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영양 크림 50 ml

미백 · 주름개선

NMPA

Radiance, Water-Oil balance
It makes your damaged and tired skin to be youthful, energetic and bright.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生机充电,油水平衡
为容易松弛的肌肤补充生机能量,打造光彩照人的幼嫩肌肤的郑兰姬高光修护乳液.

미백 · 주름개선

Supply rich nutrition, Build up skin barrier
The texture forms a clear nutritious and moisture of layer, it makes your
skin to be smooth and flexible skin types.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营养供应,强化保湿屏障
为疲惫的肌肤形成营养保湿膜,打造亮白,富有弹性的肌肤纹理的郑兰姬高光
滋养面霜.

생기 충전, 유수분밸런스
쉽게 푸석해지는 피부에 생기 에너지를 채워주어 화사하고 어린 피부로 만들어주는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에멀전
주요 성분: Gatuline®, Fresh Cells™, 올리브오일,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 유채꽃 추출물

영양 공급, 보습 장벽 강화
지친 피부에 영양 보습막을 형성하여 환하고 탄력 있는 피부결을 선사하는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영양 크림
주요 성분 : Gatuline®, Fresh Cells™, 7종 펩타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BSASM™

Hyper Facial Serum
정나니 하이퍼 페이셜 세럼 45 ml
NMPA

미백 · 주름개선

Self-generating care, Fortifies skin's barrier function
It helps a self-generation by the texture and repairs the skin's elasticity
of foundation. Also, it makes your damaged and unbalanced skin to be sleek.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呵护肌肤自生能力,强化屏障
找回肌肤本来的健康,改善因压力导致的老化,为肌肤补充丰盈营养的郑兰姬
高光精华.

피부 자생력 케어, 장벽 강화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를 케어하고 피부에 탄탄한
영양을 채워주는 정나니 하이퍼 세럼
주요 성분: Gatuline®, Fresh Cells™, 병풀추출물, 자일리톨,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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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I

NOURISHING
CREAM LINE

Super Repair Vitamin E Cream
정나니 슈퍼 리페어 비타민 E 크림 50 ml

NMPA

미백 · 주름개선

Anti-aging cream with Vitamin E acetate helps to improve elasticity
and reduce the appearance of wrinkles without residue.

외부 자극으로부터 예민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과 영양감을 부여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E 유도체 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와 안티에이징을 도와줍니다.

Nutritious Vitality Cream
정나니 뉴트리셔스 바이탈리티 크림 50 ml

NMPA

미백 · 주름개선

Vitality cream provides powerful nutrition what is the skin especially
needs into the deep skin to take care of anti-aging, pore-tightening,
wrinkle-reducing.

피부 속 깊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크림으로써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하여
안티에이징,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Multi Care Snail Cream
정나니 멀티 케어 스네일 크림 50 ml

미백 · 주름개선

High enriched snail extract cream restores wounds and promote skin
clarification. Additionally snail cream provides suppleness and hydration
to the deep layers of the skin.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하여 촉촉함을 드
리고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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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I

TRUFFLE
ALL-DAY DROP
DAY & NIGHT

Secret Bubble
정나니 제이엔엔 시크릿 버블 230 ml

Truffle All-day Drop
Day & Night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데이 앤 나이트 20 ea
미백 · 주름개선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데이 13 ml x 10 ea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나이트 13 ml x 10 ea

Truffle extract rich in essential amino acids contain
vitamin B, D which can helps increasing skin's radiance
and elasticity. It is highly concent rated, quickly absorbed
ampoule which is effective for whitening during the
daytime and wrinkle care at night.
含有必备维生素 B,D,氨基酸丰富的松露提取物,帮助养颜透明
的皮肤,提高皮肤的润肤及弹力。以快速吸收的高浓缩液,给
予白天美白夜间护理皱纹的效果.

비타민 B, D,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송로버섯 추출물이 함유되어
투명한 피부결로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주며 피부에 윤기와탄력을
높여줍니다.빠르게흡수되는고농축앰플로,낮에는미백 케어, 밤에는
주름 케어를 선사합니다.

As it contains nature-derived lavender flower
extracts, it gives a soft and moist feeling after use,
helps keep the Secret Zone healthy, and a slightly
acidic base helps to maintain the pH balance.
含有自然生长熏叶草花提取物,使用后也以柔软滋润感隐
秘部位的健康维持效果以弱酸性基础PH维持均衡效果.

자연 유래 라벤더 꽃 추출물이함유되어사용후에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으로 시크릿존의 건강을유지하는데도움을주며,
약산성 베이스로 pH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JUNGNANI

BUBBLE
BUBBLE

# 여성전용청결제
# 약산성베이스
# pH 밸런스 유지

Aroma
Bubble Cleanser
정나니 제이엔엔 아로마 버블 클렌저 230 ml
It is a slightly acidic-cleansing with dense and
abundant foam, gently removes wastes from the
skin, As it contains nature-derived lavender flower
extracts, it maintains skin Moisturizing even after use.
用稠密又丰盛泡沫弱酸性洗面奶柔软的清除各种皮
肤代谢物,含有自然生长熏叶草花提取物,使用后也保
持皮肤水分.

Truffle All-day Drop Day & Night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의 약산성 클렌징으로 피부의 각종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며, 자연 유래 라벤더 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사용 후에도 피부 수분 레벨을 유지시켜 줍니다.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데이 앤 나이트 4 ea
미백 · 주름개선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데이 13 ml x 2 ea
정나니 트러플 올데이 드롭 나이트 13 ml x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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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더 폼클렌징
# 마일드 세정
# 피부 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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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I

MEDICAPSULE MASK SERIES

#모공케어
#유분컨트롤

#생기영양
#피부결개선

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10 mins in a day, it personalized home care system for daily skin conditions.
1. provides 10 customized solutions for skin types and troubles.
2. improves skin's adhesion and affect up by the premium micro fabric.
3. cares the skin by the inclouded a good natural extract without any pressure.

JUNGNANI PORE
TIGHT MEDICAPS
ULE MASK
정나니 포어 타이트
메디캡슐 마스크

#영양공급
#피부보호

#피부진정
#수분공급

#피부미백
#광채부여

#집중수분
#보습장벽

ASK
ICAPSULE M
STURE MED
AQUA MOI
주름개선
크
JUNGNANI
마스
캡슐
모이스처 메디
정나니 아쿠아

#피부탄력
#주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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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I VITA BRI
GHT CLINIC MEDIC
APSULE MASK
정나니 비타브라이트
클리닉 메디캡슐 마스
크 미백·주름개선

ASK
ICAPSULE M
LUTION MED
WRINKLE SO
개선
름
주
JUNGNANI
크
슐 마스
솔루션 메디캡
정나니 링클

E MASK
MEDICAPSUL
MELA-OFF
미백
JUNGNANI
크
스
마
슐
프 메디캡
정나니 멜라-오

#A C 케 어
#피부진정

ULE MASK
G MEDICAPS
AC-RELAXIN
크
JUNGNANI
스
마
슐
릴렉싱 메디캡
정나니 에이씨

JUNGNANI SNAIL
CLINIC MEDICAPS
ULE MASK
정나니 스네일 클리닉
메디캡슐 마스크
주름개선

#탄력공급
#수분강화

JUNGNANI COLLAG
EN LIFTING CLINIC
MEDICAPSULE MA
정나니 콜라겐 리프팅
SK
클리닉 메디캡슐 마스
크 주름개선

JUNGNANI ALOE
SOOTHING CLINIC
MEDICAPSULE MA
정나니 알로에 수딩
SK
클리닉 메디캡슐 마스
크

#활력보충
#탄력영양

JUNGNANI PROPOL
IS CLINIC MEDICAPS
ULE MASK
정나니 프로폴리스 클리
닉 메디캡슐 마스크
주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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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 Gold Comfortable Shield Day Cream

JNN-II

24K GOLD EXPERT
CARE LINE
It helps to recover to be a bright complexion and
health by a filtrated snail slime and 24K real gold.

제이엔엔투 24K 골드 컴포터블 쉴드 데이 크림 50 g 주름개선
Water-Oil balance, Skin protection ㅣ Day cream helps to improve a water-oil
balance without stickiness.
水油平衡,保护肌肤 ㅣ 不黏腻,保持水油平衡的日间专用面霜.
유수분 밸런스, 피부 보호 ㅣ 끈적임 없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낮 전용 크림

24k Gold Volume Care Night Cream
제이엔엔투 24K 골드 볼륨 케어 나이트 크림 50 g

주름개선

Night care, Vitalizing ㅣ Night cream helps to restore your skin to be the perfect
condition.
夜间护理,活力能量 ㅣ 恢复完美肌肤状态的晚霜.
나이트 케어, 활력 에너지 ㅣ 완벽한 피부 컨디션으로 회복 시켜주는 나이트 크림

24k Gold Expert Wrinkle Eye Cream
제이엔엔투 24K 골드 엑스퍼트 링클 아이 크림 30 g 주름개선
Anti-aging total care, Fortifies skin's barrier function ㅣ Eye cream make your deep
wrinkles to be firm without any irritation.
补充水分,调理肌肤纹理 ㅣ 使肌肤更加富有生机的高浓缩营养精华.
안티에이징 토탈 케어, 장벽 강화 ㅣ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아이크림

24k Gold Active Energy Serum
제이엔엔투 24K 골드 엑티브 에너지 세럼 50 ml

주름개선

Deep Moisturizing, Smooth skin texture ㅣ Highly concentrated nutrient serum
for better skincare.
补充水分,调理肌肤纹理 ㅣ 使肌肤更加富有生机的高浓缩营养精华.
수분 충전, 피부 결 정돈 ㅣ 피부 더욱 생기 있게 관리해주는 고농축 영양 세럼

24k Gold Expert Care 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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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엔투 24K 골드 엑스퍼트 4종 세트

주름개선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컴포터블 쉴드 데이 크림 50 g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볼륨 케어 나이트 크림 50 g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엑스퍼트 링클 아이 크림 30 g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엑티브 에너지 세럼 50 ml

- JNN-II 24K GOLD COMFORTABLE SHIELD DAY CREAM 50 g
- JNN-II 24K GOLD VOLUME CARE NIGHT CREAM 50 g
- JNN-II 24K GOLD EXPERT WRINKLE EYE CREAM 30 g
- JNN-II 24K GOLD ACTIVE ENERGY SERUM 50 ml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컴포터블 쉴드 데이 크림(비매품) 5 g

- JNN-II 24K GOLD COMFORTABLE SHIELD DAY CREAM(Not for sale) 5 g

- 제이엔엔투 24케이 골드 볼륨 케어 나이트 크림(비매품) 5 g

- JNN-II 24K GOLD VOLUME CARE NIGHT CREAM(Not for sale) 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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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N-II

VITAL LIGHTNING LINE
It fills up from the inner skin compactly by the vital barrier solution.

Vital Lightening Toner
제이엔엔투 바이탈 라이트닝 토너 150 ml 미백

FDA

It helps to fill a moist up to the inner skin compactly by the 8 layers of
hyaluronic for the moisturizing.
八种玻尿酸无瑕补水,打造全天水润肌肤的活力美白爽肤水.
8중 히아루론산의 빈틈없는 수분 공급으로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바이탈 라이트닝 토너
주요 성분: 마데카소사이드+세라마이드NP+선인장추출물+미로탐누스
플라벨리폴리아잎/줄기추출물+마린 컴플렉스+8중히알루론산

Vital Lightening Serum
FDA

제이엔엔투 바이탈 라이트닝 세럼 50 ml 미백

It helps to reproductivity of damaged skin that Builds up a skin barrier
and sooth the skin to be elastic.
同时补充水分和营养,打造细滑肌肤纹理的活力美白精华.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하여 피부결을 매끄럽게 관리해주는 바이탈 라이트닝 세럼
주요 성분: 마데카소사이드+세라마이드NP+모링가씨추출물+Gigawhite+알로에
베라잎추출물

Vital Lightening Cream
제이엔엔투 바이탈 라이트닝 크림 30 g 미백

FDA

It helps to reproductivity of damaged skin that builds up a skin barrier
and cares skin to be elastic.
清爽水润吸收,打造光彩照人的肌肤的活力美白面霜.

산뜻하고 촉촉하게 흡수되어 피부를 화사하게 가꿔 주는 바이탈 라이트닝 크림
주요 성분: 마데카소사이드+세라마이드NP+Gigawhite+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우유
단백질추출물+Phyto complex

Vital Tone Up Cream
제이엔엔투 바이탈 톤업크림 50 g 미백

FDA

Moisturizing and non-sticky texture provide instant and natural ton-up.
即刻改善暗沉,暗沉肌肤的活力提亮面霜.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를 즉각적으로 환하게 개선시켜주는 바이탈 톤 업 크림
주요 성분: PENTAVITIN®, 글루타티온, 알란토인, 판테놀, 진주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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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N-II

VOLUMIZING LINE
Rx

The optimal time to start using anti-aging care.

Volumizing RX Toner
제이엔엔투 볼류마이징 알엑스 토너 150 ml

FDA

주름개선

It recovers to be healthy skin condition.
恢复健康肌肤状态的丰富RX爽肤水.

건강한 피부 컨디션으로 회복시켜 주는 볼류마이징 알엑스 토너
주요 성분: Gatuline®, 8중 펩타이드, BSASM™, 바오밥나무잎추출물, 소듐하이
알루로네이트, 위치하젤추출물, 어성초추출물

Volumizing RX Serum
제이엔엔투 볼류마이징 알엑스 세럼 50 ml

주름개선

FDA

It bulid up skin barrier.
强化肌肤屏障的丰富RX精华液.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볼류마이징 알엑스 세럼
주요 성분: Gatuline®, 8중 펩타이드, BSASM™, 바오밥나무잎추출물, 소듐하이
알루로네이트, 호호바씨오일, 6GF

Volumizing RX Cream
제이엔엔투 볼류마이징 알엑스 크림 30 g

주름개선

FDA

It cares the skin resiliently and healthy.
打造富有弹性,健康肌肤的丰富RX面霜.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볼류마이징 알엑스 크림
주요 성분: Gatuline®, 8중 펩타이드, BSASM™, 판테놀, 트레할로오스, 마데카소사이드, 6GF

Volumizing Rx Wrinkle Corrector
제이엔엔투 볼류마이징 Rx 링클 코렉터 15 ml

주름개선

FDA

Provides a lifting effect immediately, so it helps to repair the eyes' wrinkle.
带来即刻提拉效果,立即抚平眼周皱纹的RX提拉紧致精华液.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여 눈가 주름을 바로 잡아주는 볼류마이징 알엑스 링클 코렉터
주요 성분: Gatuline®, 8중 펩타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판테놀, 트레할로오스,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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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N-II

DAILY MOOD
HAND CREAM

24k Gold
Halo Ampoule
제이엔엔투 24K 골드 헤일로 앰플
15 ml / 30 ml / 100 ml
CPNP

미백 · 주름개선

Highly concentrated ampoule containing 24K gold
and peptide to absorb deep nutritions in the skin and
to help improve skin texture.
以皮肤喜爱的24K黄金和浓液培养提取物的综合配方调理
肌肤纹理,并深入肌肤深层补充营养成分,打造光彩照人的肌肤.

피부가 좋아하는 24K 골드와 캘러스배양추출물의 시너지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피부 깊숙히 영양분을 전달하여 광채 피부로
가꿔줍니다.

JNN-II

24K GOLD
THERAPY
Daily Mood Hand Cream

Daily Mood Hand Cream

Daily Mood Hand Cream

제이엔엔투 데일리 무드 핸드크림
러블리 데이 60 g

제이엔엔투 데일리 무드 핸드크림
조이풀 데이 60 g

제이엔엔투 데일리 무드 핸드크림
해피 데이 60 g

Lovely Day
Peptide 24k Gold
Sparkling Essence
제이엔엔투 펩타이드 24K 골드 스파클링 에센스 50 ml
CPNP

주름개선

Peptide sparkling essence delivers rich moisture and a
concentrated nutritional value to the skin, allowing it to
be absorbed smoothly, making the skin bright and
fresh.
胜肽闪耀精华是可将丰富的水分和浓缩的营养成分传递给
肌肤,使肌肤变得柔软,使缩氨酸成分变得亮白和清爽.

미백 · 주름개선

It’s an extremely moisturizing hand cream
that covering gently your rough hand it will
be suggestive of the romantic and lovely
mood by a Sweet floral fruity and amber
musk fragrance.
甜蜜花香果香与温暖琥珀麝香的组合传递悸动
与温暖感觉的日常情调护手霜.

달달한 플로럴 프루티 향과 포근한 엠버 머스크의
향의 조화로 설렘과 포근함을 선사합니다.

Joyful Day

미백 · 주름개선

Happy Day

미백 · 주름개선

It makes pop the waterdrop from the moment
it’s applied. It will be suggestive of a cheerful
and funny mood with fresh citrus and sweet
vanilla fragrance.

It’s absorbed smoothly for moisturizing by
the melting cream. Fresh fruity and an elegant
lily of the valley flavor will be suggestive of
sweet and happy mood.

在清爽散发的柑橘香中添加甜蜜香草香的魅力,
传递活泼活力的日常无痕护手霜.

清爽水果水香与优雅的银铃花香相融合,传递心
情愉悦活力的日常用护手霜快乐日.

상큼하게 터지는 시트러스 향에 달콤한 바닐라향의
매력이 더해져 발랄한 생기를 선사합니다.

시원한프루티 워터향과 우아한은방울꽃향이어우러져
기분 좋은 활력를 선사합니다.

펩타이드 스파클링 에센스는 풍부한 수분과 농축된 영양감을
피부에 전달하여 부드럽게 흡수되며 펩타이드 성분이 환하고
산뜻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Daily Mood Hand Cream Special Set
제이엔엔투 데일리 무드 핸드크림 스페셜 세트 60 g * 3 ea
미백 · 주름개선

Present your fragrance through the daily mood hand
cream that remembering a special daily life.
특별한 일상을 떠올리게 하는 데일리 무드 핸드크림으로 당신의
향기를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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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Web Charcoal Peel Off Pack
제이엔엔투 스파이더웹 차콜 필 오프 팩 100 ml
Cobweb Peel-off Pack has charcoal powder that aid adsorbs the
blackhead strongly until uneven part, it cares your skin to be smooth.
含有木炭粉的蜘蛛网面膜可强效吸附皮脂和黑头, 打造光滑肌肤.

숯가루가 함유된 거미줄 필 오프 팩이 피지와 블랙헤드를 강력하게 흡착해주어
매끈한 피부로 관리해줍니다.

Spider Web Rosy Peel Off Pack
제이엔엔투 스파이더웹 로지 필 오프 팩 100 ml
Cobweb Peel-off Pack has damascena flower water that aid removes
dead skin cells softly for clean skin.

Blackhead Care

含有大马士革玫瑰水的蜘蛛网去角质面膜, 可柔和去除老化角质,打造亮白肌肤.

다마스크장미꽃수가 함유된 거미줄 필 오프 팩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
해주어 맑은 피부로 관리해줍니다.

Vital Energy

JNN-II

SPIDER WEB
PEEL OFF PACK
Peel-off pack has an elastic spider of web extract
that aid adsorbs your skin and then the web eliminates
waste from the surface of the skin perfectly.

24

Spider Web Gold Peel Off Pack
제이엔엔투 스파이더웹 골드 필 오프 팩 100 ml
Cobweb Peel-off Pack has has 24K pure gold that aid holds the
skin firmly, so it gives an elastic lifting effect.

Face Lifting

含有24K纯金的蜘蛛网去角质面膜,紧致肌肤, 带来富有弹力的提拉效果.

24K 순금이 함유된 거미줄 필 오프 팩으로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어 탄력
있는 리프팅 효과를 선사합니다.

25

Color Cleanse Foam Cleanser
Pore Control
제이엔엔투 컬러 클렌즈 폼 클렌저 포어컨트롤 100 ml CPNP

FDA

The rich chlorophyll in green food has purifying qualities that aid
removes toxins and waste from the body.
内含可有效去除毒素和排出废物的绿色食物复合物,可有效去除引发
肌肤问题的原因的多余皮脂.

독소 제거와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그린 푸드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과잉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Color Cleanse Foam Cleanser
Radiance
제이엔엔투 컬러 클렌즈 폼 클렌저 래디언스 100 ml

CPNP

FDA

the rich lycopene in red food has purifying qualities that aid
improves immunity improvement and antioxidant effects.
含有美白和抗氧化效果卓越的红食物复合物,维生素C衍生物成分可自
然融化,使暗沉肌肤变得明亮干净.

브라이트닝과 항산화에 탁월한 레드 푸드 콤플렉스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자연스럽게 녹아 칙칙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줍니다.

Color Cleanse Foam Cleanser
Revital
제이엔엔투 컬러 클렌즈 폼 클렌저 리바이탈 100 ml

JNN-II

COLOR CLEANSE
FOAM CLEA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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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FDA

피부 관리의
첫 단계

the rich anthocyanin in purple food has purifying qualities that
aid avoids in an antioxidant and anti-aging.

영양가득 컬러 푸드
에너지로 건강하게
딥 클렌징

안티에이징과 건강한 피부 관리에 탁월한 퍼플 푸드 콤플렉스 함유되어 있으며,
풍성한 거품이 클렌징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주고 피부의 유수분밸런스를
지켜줍니다.

含有抗衰老和健康肌肤管理卓越的紫色食物复合物,丰富的泡沫可最
大程度地减少清洁时对肌肤的刺激,保持肌肤水油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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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Moisture Cream Mask
제이엔엔투 아쿠아 모이스처 크림 마스크 30 ml

NMPA

It is filled with moisturizing cream, providing a different level of moisture for
dry and sensitive skin.
含有满满的保湿霜, 为干燥敏感的肌肤带来不同层次的保湿效果.

수분 크림이 가득 함유되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차원이 다른 보습을 선사합니다.

Vita Bright Clinic Cream Mask
제이엔엔투 비타 브라이트 클리닉 크림 마스크 30 ml

NMPA

미백 · 주름개선

It is filled with whitening cream, providing a bright nourishment for dull and
tired skin.
富含美白面霜, 为暗沉,疲惫的肌肤带来亮白, 活力营养.

미백 크림이 가득 함유되어 칙칙하고 지친 피부에 환한 생기 영양을 선사합니다.

Urban Daily Routine Cooling Mask
제이엔엔투 어반 데일리 루틴 쿨링 마스크 25 ml

The double moisturizing prescription for Hyaluronic acid and Trehalose,
immediately calms the tired skin.
玻尿酸,特雷哈洛斯双效保湿配方,可即刻镇定疲惫日常红肿肌肤.

히알루론산, 트레할로스의 더블 보습 처방으로 지친 일상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즉각
진정시켜줍니다.

Urban Daily Routine Propolis Mask
제이엔엔투 어반 데일리 루틴 프로폴리스 마스크 27 ml
The Triple Royal Honey component, which contains the nutrients of three
honey, gently penetrates the skin, giving it a glowing and vivid energy.
蕴含三种蜂蜜营养的三合一蜂王浆蜂蜜成分柔和渗入肌肤,散发光彩与活力.

세가지 꿀의 영양을 담은 트리플 로얄 허니 성분이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눈부신
광채와 생생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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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상품 이미용부문

REAL FRESH TROPICAL MASK
It provides the 5 types of tropical fruits fresh nutrition as is it,
so it makes your skin to be more shine and elastic.

Real Fresh Tropical Mask Avocato
CPNP

제이엔엔투 리얼 프레시 트로피컬 마스크팩 아보카도 25 ml

주름개선

Avocado extract supplies moisture to dry skin.
保湿营养 乳木果油：
富含不饱和脂肪酸，易吸收，能加强皮肤的保湿能力，对中干性及角
质受损之肌肤加以滋润.

아보카도 추출물이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Real Fresh Tropical Mask Mangosteen
제이엔엔투 리얼 프레시 트로피컬 마스크팩 망고스틴 25 ml CPNP

주름개선

Vitamin-rich mangosteen ingredients supply enough moisture to make skin
look lively.
生机营养 富含山竹成分，补充水分生机及令肌肤洁净干爽.

비타민이 풍부한 망고스틴 성분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Real Fresh Tropical Mask Litchi
제이엔엔투 리얼 프레시 트로피컬 마스크팩 리치 25 ml 주름개선
Litch extract, also called the king of fruits, is added to make your skin
shiny and resilent.
活力充电 含有梨子提取物成分呵护肌肤的同时为你带来清新活力.

Moisture

Radiance

Vitality

과일의 왕으로도 불리는 리치 추출물이 함유되어 빛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Real Fresh Tropical Mask Papaya
제이엔엔투 리얼 프레시 트로피컬 마스크팩 파파야 25 ml

CPNP

주름개선

Papaya ingredient with rich vitamin C strengthens skin barrier.
角质护理 富含维生素C木瓜成分具有改善脂质代谢，从而保护了皮脂和障壁.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한 파파야 성분이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Real Fresh Tropical Mask Almond
제이엔엔투 리얼 프레시 트로피컬 마스크팩 아몬드 25 ml CPNP

주름개선

Almond ingredient protects dry skin and helps to keep it smooth.

Improving the skin texture

Soothing

镇定肌肤 含有杏仁成分助于干燥的皮肤润和效果及皮肤保护和滋润.

아몬드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매끄럽게 가꾸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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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il Solution Toner

DERMA ING

SNAIL SOLUTION SERIES
Mucin, allantoin, glycolic acid, and other ingredients in snail secretion
help to relieve damaged skin, and maintain a firm and vital skin.

더마 아이엔지 스네일 솔루션 토너 150 ml

수출전용

Instantly provide hydrates to relieve skin thirst. Make your skin moisturize and
enhance absorption of the next step of cosmetics.
即刻补充水分,帮助缓解肌肤干渴,水润调理肌肤,提升下一阶段化妆品的吸收.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어 피부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며 다음 단계 화장품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Snail Solution Emulsion
수출전용

더마 아이엔지 스네일 솔루션 에멀전 150 ml

Maintain balance between oil and moisture to ensure smooth skin care. Olive
oil protects against dryness and helps to revitalize skin.
保持油分和水分平衡,帮助管理光滑肌肤,橄榄油可预防干燥,打造富有活力的肌肤.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매끈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며 올리브 오일이 건조함을
예방하여 활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Snail Solution Serum
더마 아이엔지 스네일 솔루션 세럼 75 ml

수출전용

미백 · 주름개선

Delivers the concentration of active Ingredients. It contains camu camu fruit
which has high amount Vitamin C to provide vitality.
浓缩剂型可紧密贴合有效成分,含有富含维生素C的佳木卡姆热媒提取物,帮助补充生机.

쫀쫀한 농축 제형으로 유효 성분 밀착 전달해주며, 비타민 C가 풍부한 카무카무열매추출물을
함유하여 생기 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Snail Solution Cream
더마 아이엔지 스네일 솔루션 크림 50 ml

수출전용

미백 · 주름개선

Manage your skin with well-textured elasticity. Contains ceramide ingredients
to help strengthen skin barrier.
营养质地使松弛的皮肤富有弹力,神经酰胺有助于强化皮肤壁.

쫀쫀한 텍스처가 늘어진 피부를 탄력 넘치게 관리해주며,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Snail Solution Eye Cream
더마 아이엔지 스네일 솔루션 아이크림 30 ml

수출전용

미백 · 주름개선

Firmly replenishes wrinkles to improve elasticity around eyes. Smooth without
stickiness to allow to use in day and night.
紧致细纹,帮助改善眼周肌肤弹性,不黏腻,柔软,白天和夜晚均可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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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주름을 탄탄하게 채워주어 눈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끈적임 없이 부드러워 낮과 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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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L HAND CARE LINE
Necessities for personal hygiene management.

에탄올 70% 함유!
소독 99.9% 효과!
Contained 70% erhanol!
99.9% disinfection effect.

CLEAN TOK HAND GEL
제이엔엔투 클린 톡 핸드 겔 20 ml FDA OTC
Helps not to lose hands' cleanliness anytime, anywhere.
It keeps your hands to be clean and moist immediately when you use.
富含美白面霜, 为暗沉,疲惫的肌肤带来亮白, 活力营养.

언제 어디서나 손의 청결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사용 즉시 손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CLEAN-L SAFE HAND WIPES 20wipes

항균

제이엔엔투 크린엘 세이프 손세정 티슈 20매 FDA OTC

99.9% 효과

Everywhere it provide a strong disinfeting effect for maintaining clean
hands. Presents a fresh finish with non-stick feeling.

99.9% antibacterial

玻尿酸,特雷哈洛斯双效保湿配方,可即刻镇定疲惫日常红肿肌肤.

어디서든 강력한 소독 효과를 부여하여 손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끈적임 없는 사용감으로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합니다.

34

CLEAN-L CARE WIPES

CLEAN-L SAFE HAND WIPES 50wipes

제이엔엔투 크린엘 케어 티슈 20매 FDA

제이엔엔투 크린엘 세이프 손세정 티슈 50매 FDA OTC

The tissue provened by antibactierial test instantly keeps you hands and it is free
paraben and allergen product, so it maintains your hand's cleanliness safer.

Everywhere it provide a strong disinfeting effect for maintaining clean
hands. Presents a fresh finish with non-stick feeling.

蕴含三种蜂蜜营养的三合一蜂王浆蜂蜜成分柔和渗入肌肤,散发光彩与活力.

玻尿酸,特雷哈洛斯双效保湿配方,可即刻镇定疲惫日常红肿肌肤.

항균 테스트로 검증된 티슈! 즉각적으로 손의 청결도를 지켜주며 파라벤, 알러젠 FREE
제품으로 더욱 안전하게 손의 청결도를 유지합니다.

어디서든 강력한 소독 효과를 부여하여 손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끈적임 없는 사용감으로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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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s

History 沿革 연혁
2020

2016

03 유럽인증 CPNP 발급 완료

08 카메룬 수출

2019

07 ISO22716(ISO GMP) 승인
05 대한민국 우수상품 대상, 사회공헌경영상 수상
0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12 유럽인증 CPNP 등록 진행
10 베네수엘라 수출
09 ISO 22716(ISO GMP) 갱신
대만 홈쇼핑 건강식품 런칭
멕시코 수출
말레이시아 수출
04 인도네시아 마스크 정식 수입
등록 완료 및 수출

2018
12 홍콩 수출
1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09 러시아 수출
08 서울특별시장 포상(모범여성 기업인 상)
05 서울 어워드 우수 상품 수상(10품목)
04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 사업 참여
01 태국, 베트남 수출

2017
12 ‘벤처기업’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11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수상(29 품목)
05 인도 수출
02 카자흐스탄 수출
01 중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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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화장품/식품 공장 준공
09 ‘죠이라이프’로 사명 변경
05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ISO 22716 인증업체
(ISO-GMP)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밴처기업 확인서 획득

화장품 제조업 증명

유럽 CPNP 인증

중소기업 경영대상

하이 서울 우수 상품 수상

대한민국 우수상품 대상

2013~2014
2017.11 화장품 제조업 등록
2013.07 여성기업 인증
2013.06 화장품 사업부 신설
2013.05 ‘죠이프린라이프’로 사명 변경

2010~2012
2012.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정
2010.11 신관 4층 건물 증축

2002~2007
2007.11 고용환경 개선사업 실시
2005.11 설비고도화 사업 실시
2002.05 대지 750평 매입, 증축 (본사준공)
2002.02 ‘죠이프린테크’ 설립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