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피부의 건강한 밸런스를 위한

프리미엄 자연주의 화장품

물과 친해서 수분(피부)에 흡수력이 좋은

천연 에스테르 오일이 함유된 피부에

최적화된 화장품

고급 원료인 에스테르 오일을 아낌없이

첨가한 세계 최초 천연 식물성 에스테르

오일 베이스 제품

타사 제품보다 불필요한 유화제 및

계면활성제 함량을 최소화시킨 제품

미네랄오일, 인공방부제  인공색소, 인공향 등 

각종 유해성분 無첨가

피부의 수분과 유분의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피부 속부터 케어해주는

차원이 다른 건강한 화장품

전 제품의 전성분을 자극적인 화학원료가

아닌 안전한 천연원료로 최대한

대체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연주의 화장품

뛰어난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에도 좋은

착한 성분

국제 화장품 사전(ICID) 및 한국 화장품

사전에도 등록된 안전한 성분

물과 잘 섞이는 성질이 있어 수분(피부)와

잘 맞는 친수성 오일

매우 높은 가격탓에 지금껏 쉽게 화장품

베이스 원료로 사용될 수 없었던 최고급

프리미엄 원료

미세입자 구조로 각종 고급 원료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유아용으로도 적합

(독성, 눈자극성, 인체첩포자극테스트 통과)

자연에서 추출해
피부에 자극이 없는

순수한
식물성 오일

미세입자 구조로

우수한 보습력,영양효과
뛰어난 세정력

아이 피부를 위한 밸런시스 디어 마이 베이비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화 기술
Bio Catalystic Reforming

공정과정

100% 친환경적



순한 클렌징 오일

자극 없이 순하게

클렌징은 확실하게!

자연유래

진정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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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시스

순한 클렌징 오일

카놀라오일에틸에스터즈 / 해

바라기씨오일에틸에스터즈 / 

살구씨오일에틸에스터즈 / 포

도씨오일 / 코코넛오일에틸에

스터즈 / 소르베스-30테트라올

리에이트 / 호호바오일 / 헤이

즐넛오일 / 올리브리퀴드 / 1.2

헥산디올 / 병풀추출물 / 베타

인 / 마치현추출물 / 천연비타

민E / 에칠헥실글리세린 / 적포

도추출물 / 티트리오일 / 레몬

오일 / 그레이프후르츠오일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피부가 좋아하는 저자극 촉촉 클렌징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살구씨 에스테르오일 및 각종 

고급 오일 첨가로 지우는 순간에도 피부영양을 생각한 

제품

고운 초미세 입자 구조의 에스테르 오일 

모공 속 노폐물, 피지, 각질 제거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쏙쏙 뽑아내주어 하루 종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제품

마치 물로 클렌징 하는 것 같이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

메이크업 지울 때는 친유성, 물에 닿을 때는

친수성으로 변하는 효과적인 멀티 클렌징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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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천연추출물 함유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가볍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뜻 바디 오일

02

거칠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자연유래

산뜻 케어

밸런시스

산뜻 바디 오일

올리브오일에틸에스터즈 / 해바라

기씨오일에틸에스터즈 / 동백나무

씨오일에틸에스터즈 / 살구씨오일

에틸에스터즈 / 마카다미아넛오일 

/ 포도씨오일 / 달맞이꽃오일 / 호

호바오일 / 홍화씨오일 / 메드폼씨

드오일 / 아보카도오일 / 아르간오

일 / 1.2 헥산디올 / 천연비타민E 

/ 만다린오일 / 그레이프후르츠오

일 / 라벤더오일 

고급 식물성 원료 다량 첨가

단순히 바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부를 

케어해주고 매끈하게 유지 시켜주는 고급 바디오일

흡수가 빠르고 깊게 침투하여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에 모공을 막지 않음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오랫동안 

꽉 잡아주고 보호해줌

보습에 효과적인 올리브 에스테르 오일 함유

저렴한 원료, 미네랄 오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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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탄탄 스킨

03

피부정화 모공관리

피부 스스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차원이 다른 건강함!

자연유래 밸런시스

기초 탄탄 스킨

정제수 / 아사이베리추출수 / 편

백수 / 알로에베라겔 / 글리세린 / 

히아루론산 / 베테인 / 판테놀  / 

마치현추출물 / 1.2헥산디올 /  갈

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 깔라만시

추출물 / 네추럴리퀴드 / 그레이

프후르츠오일 / 티트리오일

자극성분, 인공향, 유분기가 전혀 없고 수분

으로만 가득 채워 '7스킨법'에 적합한 토너

세안 후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과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하여 깨끗하게 정돈

여러 천연유래 추출물들의 함량비를 높여 다음 제품의 

흡수까지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품

오일 없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논오일 보습제품으로 적합

피부결 관리에 가장 탁월한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깔라만시추출물 첨가



정제수 / 로즈워터 / 알로에베라

겔 / 젤메인 / 동백나무씨오일에

틸에스터즈 / 히아루론산 / 아카

시아콜라겐 / 달팽이점액추출물 

/ 감태추출물 / 올리브유화왁스 / 

로즈힙오일 / 녹차씨오일에틸에스

터즈 / 아르간오일 / 호호바오일 

/ 천연비타민E / 1.2 헥산디올 / 

감초진액 / 젤어시스트 / 로즈우

드오일 / 레몬그라스오일 / 그레

이프후르츠오일 / 프랑킨센스오일

가볍고 빠르게

피부 속 수분 충전을!

부드러운

피부톤 정리까지! 

자연유래

촉촉 수분 에센스

04

피부에 알맞는 유분과 수분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피부 속부터 케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 시켜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다량의 천연성분 함유

높은 항산화 효과로 빛나는 동안 피부를 완성 

시켜주는 제품

산뜻하고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하여 더운 여름

이나 가벼운 수분 충전 시에 적합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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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활력



피부 속부터 차근차근! 

자생력을 높여주는 

최고급 앰플

자연유래

자생력 밸런스

동백나무씨오일에틸에스터즈 / 홍화씨유 / 포도씨유 / 녹차씨오일에틸에

스터즈 / 호호바오일 / 수박씨오일 / 헤이즐넛오일 / 호두씨오일 / 선인장

씨드오일 / 아사이베리씨드오일 / 1.2 헥산디올 / 세라마이드 / 코엔자임 

Q10 / IGF / EGF / FGF / 천연비타민 E / 에칠헥실글리세린 / 엘레미

오일 / 프랑킨센스오일 / 라벤더오일

밸런스 앰플

05

무너진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가장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조절해주는 제품

건조한 U존은 유·수분 수치 UP! 

번들거리는 T 존은 유분 수치 DOWN! 수분 수치 UP!

고급원료인 동백나무씨에스테르오일 및 각종 천연성분을 

아낌없이 가장 많이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

모공을 막지 않고 산뜻하고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피부에 

적합한 제품

피부 깊은 곳에서부터 탄력, 주름 개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3종 펩타이드 성분과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오일 기술이 함께 

작용하여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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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시스

쫀쫀 회복크림

정제수 / 녹차추출수 / 알로에베라겔 / 젤메인 / 

올리브오일에틸에스터즈 / 동백나무씨오일에틸에

스터즈 / 올리브유화왁스 / 마카다미아넛오일 / 

로즈힙오일 / 호두씨오일 / 글리세린 / 병풀추출

물 / 히아루론산 / 캐비어추출물 / 콜라겐 / 아보

카도오일 / 스윗아몬드오일 / 피치커넬버터 / 호

호바버터 / 세토스 / 판테놀 / 베타인 / 1.2헥산디

올 / 젤어시스트 / FGF / 에칠헥실글리세린 / 천

연비타민E / 라벤더오일 / 그레이프후르츠오일

손상 받은 피부를 위한

피부 장벽 강화 회복 크림!

자연유래

회복 진정

06
쫀쫀 회복크림

보습 및 탄력에 효과적인 올리브에스테르오일이 첨가

되어 신경쓰이는 눈가, 팔자주름, 목주름 등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

콜라겐, 병풀추출물, FGF 등 고급 추출물들을 아낌없이 

첨가하여 자극받은 피부의 진정 및 회복시켜주는 피부

장벽 강화제품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보호막을 유지

바를 때 일시적인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감보다 피부를 더 

생각하여 불필요한 화학성분을 최소화시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잘 

문지르며 발라주시면 촉촉하고 뽀송하게 스며듭니다.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Bio Catalystic Reforming



밸런시스

디어 마이 베이비
클렌징 오일

카놀라오일에틸에스터즈 / 포

도씨오일 / 해바라기씨오일에

틸에스터즈 / 살구씨오일에틸

에스터즈 / 호호바오일 / 녹차

씨오일 / 코코넛오일에틸에스

터즈 / 소르베스-30테트라올

리에이트 / 헤이즐넛오일 / 마

치현추출물 / 베타인 / 병풀추

출물 / 레몬오일 / 만다린오일 

/ 천연비타민E / 1.2 헥산디올 

저자극 깔끔

자연유래

아이들 외출에 필수적인 유아용 선크림 !! 

그러나 클렌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바르는 제품이 순하면
지우는 제품도 순해야 한다!

디어 마이 베이비
클렌징 오일

01

아이 피부에 최적화시켜 
자극 없이. 순하게! 
그러나 클렌징은 확실하게!

자연에서 온 성분으로 연약한 아이 피부가 좋아하는 
저자극 촉촉 클렌징

폼클렌징 제품으로 완벽히 씻어내기 힘든
유아용 선크림제품과 하루종일 쌓인 미세먼지를 
촉촉하고 가볍게 씻어 내주는 제품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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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눈가는 피해서 사용해주세요.



밸런시스

디어 마이 베이비
바디 오일

올리브오일에틸에스터즈 / 

달맞이꽃오일 / 동백오일

에틸에스터즈 / 마카다미

아넛오일 / 포도씨오일 / 

호호바오일 / 아르간오일 

/ 에치움오일 / 애플씨드오

일 / 홍화씨오일 / 메드폼

씨드오일 / 아보카도오일 / 

컴프리인퓨즈드오일 / 1.2

헥산디올 / 천연비타민E / 

오미자Co2오일 / 만다린

오일 / 캐모마일로만오일

항산화 활력

자연유래

02

디어 마이 베이비
바디 오일

밸런시스만의 천연 에스테르 기술
Bio Catalystic Reforming

기저귀 짓물림 등 민감성 피부 케어 및 진정에 효과적인 프리미엄 
천연추출물 다량 첨가분 
(컴프리 인퓨즈드오일, 에치움오일, 달맞이꽃오일, 오미자CO2오일 등)

각종 유해성분 및 화학성분 무첨가로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고급 아로마오일 중에서도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오일 들로만 배합하여 
향까지 안전한 제품

흡수가 빨라 산뜻하게 마무리 되어 끈적이지 않으며 보습까지 꽉 
잡아주는 제품

기존의 쓰고 계시는 로션 등의 제품을 사용하실 때

함께 섞어서 바르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한번!

내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

따뜻한 엄마 손길과 함께

마사지 해주세요~



홈페이지

www.balances-cosmetic.com

판매몰

www.sluna.co.kr  |  www.ebiogp.co.kr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주)제이엘비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밸런시스의 모든 제품들은

친환경적인 바이오기술을 통하여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직접 제조,유통을 통하여 중간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들을 최소화 시키고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최대한 고급화 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