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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클케어 에너지 스네일크림 50ml
Wrinkle Care Energy Snail Cream

스킨다임 링클케어 에너지 스네일 크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Skindigm Wrinkle Care Energy Snail Cream strengthens 

skin barrier and helps wrinkle care."

헤브어굿데이 로즈 앰플 50ml
Have A Good Day Rose Ampoule

수분 가득한 장미추출물과 보타닉 복합체가 피부 

깊은 곳까지 흡수되어 맑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해 

주는 윤기 앰플.

Lamiye Have a Good Day Red Rose Ampoule contains 
moisture-filled rose extract and botanical complex. It is 
absorbed deeply into the skin to provide clear and healthy skin.

에브리데이 퀸즈 노니 토너 150ml
Everyday Queens Noni Toner

노니추출물이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각질을 제거하는 AHA BHA PHA 

성분이 맑고 윤기나는 피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Lamiye Everyday Queens Noni Toner contains rich noni extract 
to moisturize sensitive and tired skin. It also has AHA BHA PHA 
ingredients to exfoliate skin to help maintain clear and shiny skin

라미예 보타닉 워터 브라이트닝 마스크팩 25ml
Botanic Water Brightening Mask

16가지 식물추출물을 사용한 마스크팩. 꿀과 

프로폴리스 함유로 피부장벽 강화. 히알루론산이 

수분 공급.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 

주름개선 및 피부 미백에 도움. 

Lamiye Botanic Water Brightening Mask contains natural plant mask pack 
with 16 plant extracts contains honey and propolis to strengthen the skin 
barrier, hyaluronic acid provides deep moisture in the skin, Adenosine 
and niacinamide helps to improve wrinkles and skin whitening. 

인텐시브 워터풀크림 50ml
Intensive Waterful Cream

10가지의 다양한 허브추출물을 함유하여 

촉촉한 피부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유수분 

올케어 수분크림.

"10 kinds of various herb extracts.  
Oil/moisture all-care moisture cream"

헤브어굿데이 스템셀 앰플 50ml
Have A Good Day Stemcell Ampoule

5가지 펩타이드와 4가지 식물 캘러스 배양 

추출물이 함유되어 지치고 힘잃은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채워주는 피부 장벽 강화 앰플.

Lamiye Have a Good Day Stemcell Ampoule contains 5 kinds of 
peptides and 4 plants callus culture extracts to strengthen skin 
barrier. It supplies elasticity and vitality to tired and weakened skin.

스킨다임 과일향 핸드크림 60ml
Skindigm Hand Cream

바나나, 복숭아, 딸기. 거칠어진 당신의 손에 

달콤한 향기와 함께 오랫동안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Banana, Peach, Strawberry. Keep hands moist and 
soft with sweet fragrance.

알로에 베라 수딩젤 300ml
Aloe Vera Soothing Gel 

고농축 알로에 베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 진정 및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Soothes and moisturizes the skin with surprising 
effect of high concentrated aloe vera.

알로에 베라 바디로션 150ml 
Aloe Vera Body Lotion

풍부한 수분을 머금은 알로에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알로에 바디로션입니다. 

Rich aloe moisturizing body lotion soothes dried and 
irritated skin and helps to keep skin soft.

알로에 베라 미스트 60ml
Aloe Vera Mist 

피부를 위해 파라벤無 첨가, 집중적인 진정효과와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활력을 부여해 줍니다. 

Add paraben-free for skin. Intensive soothing and 
hydrating to revitalize the skin.

올리브 샤워젤 500ml
Olive Shower Gel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이 풍부한 스킨다임 올리브 

샤워젤. 수분 보습성분으로 촉촉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Skindigm olive shower gel which has rich moisture for 
dry skin. Keeps moisture with moisture ingredient.

스킨다임 에센스 마스크 8종 25ml
Skindigm Essence Mask 

풍부한 에센스가 촉촉하고 탄력있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Rich essence maskpack helps to make skin moist and elastic and healthy.

에브리데이 퀸즈 센텔라 토너 150ml
Everyday Queens Centella Toner

병풀추출물과 저자극 보타닉 성분이 함유되어 

윤기있고 맑은 피부로 관리. 고운 피부결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Lamiye Everyday Queens Centella Toner contains centella 
asiatica extract and hypoallergenic botanic ingredients for 
which helps a shiny, clear skin, maintain fine skin texture.

골드 에센스 마스크팩 26ml
Gold Essence Mask

골드 호일 마스크의 탁월한 보습력. 

황금추출물의 놀라운 미백효과. 토탈 케어 

마스크팩. 

"Exceptional moisturizing effect of gold foil mask and 
amazing brightening effect of colloidal gold."

진주 에센스

콜라겐 에센스

스네일 에센스

에그 에센스

허니 에센스

알로에 에센스

밀크 에센스

그린티 에센스



광채 워터팩 150ml
Brightening Water Pack

肤彩  妖水 水面膜（亮白）

진정 워터팩 150ml
Calming Water Pack

肤彩  妖水 水面膜（镇定）

탄력 워터팩 150ml
Firming Water Pack

肤彩  妖水 水面膜（弹力）

퍼밍365 라인

스페셜 라인

데일리 B5 모이스쳐 3종 기초세트 
Daily B5 Moisture Trio Set / 肤彩 B5保湿 三件礼盒

비타민B5 + 히알루론산 조합으로 가볍게 매일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스킨 케어 세트 
Skin care set that cares skin moist with a combination of vitamin B5 + hyaluronic acid.

데일리 B5 모이스쳐 토너 130ml
Daily B5 Moisture Toner / 肤彩 B5保湿 润肤水

퍼밍 365 토너 130ml
Firming 365 Toner / 肤彩  365紧致 润肤水

퍼밍 365 에멀젼 130ml
Firming 365 Emulsion / 肤彩  365紧致 润肤乳

퍼밍 365 크림 50ml
Firming 365 Cream / 肤彩  365紧致 营养面霜

퍼밍 365 에센스 50ml
Firming 365 Essence / 肤彩  365紧致 精华液

데일리 B5 모이스쳐 에멀젼 130ml
Daily B5 Moisture Emulsion / 肤彩 B5保湿 润肤乳

데일리 B5 모이스쳐 에센스 50ml
Daily B5 Moisture Essence / 肤彩 B5保湿 精华液

데일리 B5 모이스쳐 크림 50ml
Daily B5 Moisture Cream / 肤彩 B5保湿 营养面霜

"스킨스노두 요물팩(워터팩)은 바쁘고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초간편, 단 30초로 간편하게 세수하면서 피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워터팩 입니다.  

각종 추출물들이 불필요한 노폐물 및 각질을 제거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Skinsnodu Water Pack is a water pack made for modern people who are busy and have no time, and users can wash and care skin at once in just 30 seconds.  
Various extracts remove unnecessary waste and old dead skin cells, helping soothe sensitive skin to make smooth skin."

베리베리 타이트닝 모공앰플 30ml
Berry Very Tightening Pore Ampoule

肤彩  紧致修复 安瓿（高浓缩）

스킨스노두 베리베리 타이트닝 모공앰플은 

상큼한 8가지 베리 추출물과 7펩타이드 

함유로 각종 모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상큼하게 케어하는 상큼이 모공앰플입니다. 

Fresh pore ampoule which cares freshly through 
helping to solve pore problem with fresh 8kinds of 
berry extracts and 7 peptide.

인리치드 아이크림 30ml
Enriched Eye Cream / 肤彩  紧皱 眼部霜 

"글로우 반전 세럼은 자연유래 식물성 

오일을 첨가하여 피부 자극을 줄여 

주고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촉촉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Glow reverse serum contains natural 
botanic oil to reduce skin irritation and 
balance the skin, preventing evaporation of 
moisture for  
moist skin."

글로우 반전 세럼 50ml
Glow Reverse Serum / 肤彩 润光转换精

스킨스노두 인리치드 아이크림은 

아데노신, 7펩타이드, 3히알루론산 

등을 함유하여 촉촉함과 영양감을 

동시에 주는 올케어 아이크림입니다.

All care eye cream which supplies moisture 
and nutrition with adenosine, 7 peptide and 
3 hyaluronic acid.

클렌징워터 300ml
Cleansing Water

肤彩 深层清洁水（卸妆兼用）

"스킨스노두 클렌징워터는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촉촉하고 산뜻함을 선사하는 워터 타입의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 후에도 당김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꿀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This water-type cleansing product focuses on moisture and 
freshness, and it cleans residues on the skin, helping to make 
smooth and moist skin without dryness even after cleansing"

스킨스노두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의 잘 지워지지 않는 아이 메이크업과 입술 

메이크업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지워주는 2층구조의 

메이크업 리무버 입니다.

It is a two-layer makeup remover that cleans gently indelible 
eye makeup and lip makeup such as mascara and eyeliner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80ml
Lip&Eye Make-up Remover

肤彩 眼唇部 卸妆水

데일리 B5 모이스쳐 라인

퍼밍365 3종 기초세트
Firming365 Trio Set / 肤彩  365紧致 三件礼盒

블랙 콜라겐 콤플렉스로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스킨 케어 세트.
Skin care set that gives skin elasticity and vitality with black collagen complex.

데일리 B5 모이스쳐 라인은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비타민 B5와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수분 가득한 모이스쳐 라인입니다. 
The Daily B5 Moisture Line contains vitamin B5 and hyaluronic acid to keep the skin moist. It is a 
product full of moisture that keeps dry skin moist.

퍼밍365 라인은 3가지 형태의 히알루론산과 블랙콜라겐 콤플렉스를 함유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해결하고 탄력과 생기에 도움을 주어 365일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게 해줍니다.

The Firming365 Line that contains 3 types of hyaluronic acid and black collagen complex to solve 
dryness of the skin and to help elasticity and vitality to keep skin healthy for 365 d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