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MOS ORGANIC
Formulier THE ORGANIC is COSMOS-ORGANIC certiﬁed cosmetic. COSMOS-ORGANIC has
been develop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y 5 diﬀerent certiﬁcate authorities from 4
countries in Europe to deﬁne common requirements and deﬁnitions for organic cosmetics.

w w w. for mulier.co. kr

포뮬리에 디오가닉 라인은 국제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인 COSMOS-ORGANIC 인증을
받은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COSMOS-ORGANIC은 내용물의 구성 요건뿐만 아니라 원료
의 생산과 가공, 화장품의 제조, 포장, 유통에 이르는 전 공정의 유기농 인증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엄격한 인증입니다.

VEGAN CERTIFICATE
VEGAN CERTIFICATE is to deﬁne a product as the one which does not contain any animal
ingredients or animal-derived ingredients. It suggests the strong standard of cruelty free
and cross contamination and contact during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Partial exception)
비건 인증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준을 준수
하고, 제품의 제조/생산/유통 과정에서 일반 제품과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
하게 관리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일부 제품 제외)

FUNCTIONAL COSMETICS & HUMAN SKIN IRRITATION TEST
Formulier THE ORGANIC are HUMAN SKIN IRRITATION TEST completed cosmetics
proven to be hypo-allergenic. It does not only provide organic requirement but it also
presents the safety and the eﬃcacy(wrinkle / brightening) which skin needs.
포뮬리에 디오가닉의 전 제품은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을 통해 피부 자극이 없는 것을 확인한
저자극 제품입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피부가 필요로 하는 유효성(피부 주름 개선
/미백/자외선차단 등)을 모두 충족하는 유기농 기능성 제품입니다.

CLEAN BEAUTY
Formulier has put its priority on sustainable value of environment and has been strengthening its own standard for its cosmetics, which minimizes environmental inﬂuences
by controlling weight of plastic materials.
포뮬리에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며, Less-Plastic을 넘어
Zero-plastic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무게가 전체
제품의 5% 미만일 시 CLEAN GRADE 등급을 부여하는 자체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Formulier THE ORGANIC are using the paper materials with FSC certiﬁcation and soy ink to
protect nature. FSC is an international certiﬁcation for th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oy ink reduces environmental pollution of VOC by less use of ink usage.
포뮬리에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와 SOY INK를 사용합니다.
FSC는 불법 벌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자원과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격입니다.
콩기름을 사용한 친환경 소이잉크는 우수한 발색으로 잉크 사용량을 줄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입니다.

BIODEGRADATION & LOVE ANIMAL
4 skin items of formulier THE ORGANIC are selectively using bio-degradable ingredients to
minimize the inﬂuence on environment. Formulier pursues good cosmetic formula for
coexistence of human, environment and animals.
포뮬리에 디오가닉의 전 제품은 내용물이 물이나 토양으로 배출되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분해되는 성분들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뮬리에는 사람과 환경, 동물의 공존을 생각하는 착한 포뮬라를 추구합니다.

"The organic" of formulier practices
INFO

true clean beauty and pursues sustainable lifestyle

www.formulier.co.kr

by its eco-friendly and bio-degradable packaging.

Instagram @formulier_cosmetic
42, Oryong 2-gil, Yuseong-gu, Dajeon, 34035, KOREA
+82 1811 8961

SKIN CARE

CLEANSING

SUN CARE
NEW

COMFORT
SKIN TONER

ENHANCING
ESSENCIAL SERUM

INTENSIVE
CARE CREAM

PURE GREEN TEA
CLEANSING FOAM

BENEFIT FOR US
SUN CREAM

Wrinkle care
Completed initial human skin irritation testing

Wrinkle care
Completed initial human skin irritation testing

Wrinkle care
Completed initial human skin irritation testing

Completed initial human skin irritation testing

Brightening . Anti-Wrinkle .Sun Screen (SPF28/PA++)
Completed initial human skin irritation testing

125ml

50ml

50g

150g

40g

Containing organic green tea
extract, it instantly moisturizes skin
and smoothes skin texture.

It moisturizes skin softly by its light
and fresh texture. It smoothes skin texture
and makes it radiant by triple hyaluronic acid
and its organic extracts such as green tea,
centella and yuzu.

As a rich and soft cream with organic
extracts, organic oils and adenosine for ﬁne
wrinkle care, it presents comfort and
moisturization to skin.

As a cleanser containing organic
extracts of green tea, yuzu,
rice bran in its soft and dense foam,
it presents clean and pure skin.

It is an organic non-nano physical
sun cream with organic extracts of
green tea and aloe. It presents fresh
moisture and hypoallergenic use without
harmful chemicals and fragrance.

컴포트 스킨 토너

인핸싱 에센셜 세럼

인텐시브 케어 크림

퓨어 그린 티 클렌징 폼

베네핏 포 어스 선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 완료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 완료

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 완료

피부에 수분을 즉각 공급해 주며
피부 결을 정돈해 주는 순한 유기농
스킨 토너로, 유기농 녹차추출물 등을
함유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가볍고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 결을 촉촉하고 윤기있게 가꾸어 주는
세럼으로, 녹차, 병풀, 유자 등의
유기농 성분과 3중 히아루론산 보습 성분들이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에 리치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편안함을 선사하는
유기농 크림입니다.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아데노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기농 추출물과
오일들이 만드는 보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쫀쫀한 거품이 피부
노폐물을 순하고 상쾌하게 제거해 주는
클렌징 폼으로, 유기농 녹차,
유자수, 쌀겨추출물을 함유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촉촉하고 산뜻한 데일리 저자극 유기농
선크림으로 유해 성분과 인공향료를 배제하고
유기농 녹차와 알로에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 포뮬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