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메종의 더마 톡스 안티-그래비티 시리즈는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난 뱀독펩타이드를 포함
한 11가지 펩타이드 컴플렉스가 피부 탄력 및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치온, 극강의   
보습력 부활초 성분이 다양한 자연 유래 성분과 함께 투명하고 광채나는 피부로 선사하는 닥터
메종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Dermatox Anti-Gravity series is the premium line of Dr. Maison. Glutathione and Resurrec-
tion ingredients help to keep your skin clear and radiant with a variety of natural ingredi-
ents. 11 Peptide - Complex contains anti-wrinkle snake peptides to help improve skin elas-
ticity and anti-aging.

DR.MAISON DERMA TOX抗引力系列含有包括改善皱纹效果卓越的蛇毒肽在内的11种
肽复合物，有助于增强皮肤弹性及抗衰老。 谷胱甘肽及保湿力超强的复活草成分搭配
多种纯自然成分，打造剔透、光彩照人肌肤的 DR.MAISON高级系列。

DERMA TOX
ANTI-GRAVITY SERIES

Ampoule 50ml / 1.69 fl. oz.
Cream 50g / 1.74 oz.

소비자 가격 300,000원 / Retail Price KRW 300,000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극강의 보습력을 지닌 부활초의 핵심성분인 글리세릴글루코사이드와 저분
자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하여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Glyceryl Glucoside, a key component of Selaginella lepidophylla(Resurrection plant) with 
ultra-strong moisture that survives in the desert, and low-molecular hyaluronic acid help 
form a moisture barrier on the skin, helping to keep the skin moist and vibrant.

可在沙漠中生存，保湿力超强的复活草的核心成分——甘油葡糖苷和低分子玻尿酸在皮
肤上形成保湿膜，打造水润、富有生机的肌肤。

DERMA TOX
ANTI-GRAVITY AMPOULE

50 ml / 1.69 fl. oz.





주름개선 효과가 뛰어난 뱀독펩타이드를 포함한 11가지 펩타이드 컴플렉스가 피부 탄력 및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고, 미백주사의 주 원료인 글루타치온이 다양한 자연 유래 성분과 함께 
투명하고 광채나는 피부로 가꾸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11 Peptide-complexes with anti-wrinkle snake peptides help skin elasticity and an-
ti-aging. Glutathione, along with a variety of natural ingredients, helps to keep skin 
transparent and radiant.

包括改善皱纹效果卓越的蛇毒肽在内的11种肽复合物帮助增强皮肤弹性及抗衰老，谷
胱甘肽与多种纯天然成分使肌肤剔透、散发光泽

DERMA TOX
ANTI-GRAVITY CREAM

50 g / 1.74 oz.





특허 비타민펩타이드가 포함이 된 총 11가지 펩타이드 성분과 EWG 그린등급 성분만으로 만
들어져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데일리 라인업입니다. 특허 비타민펩타이드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뉴로펩타이드를 결합하여 만든 성분으로 피부에 활성물질 및 수분을 증가
시켜주는 성분입니다.잇꽃꽃추출물과 특허 비타민펩타이드를 비쥬얼화 시킨 레드캡슐은 피부
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피부속으로 녹아들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에 보호작용을 하여 건강하
며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It is a daily line up that can be used in relief as it contains a total of 11 types of Pep-
tide ingredients including patented Vitamin Peptide and EWG Green Grade ingredi-
ents. Patented Vitamin Peptide, formed by combining Niacinamide and Neuro Pep-
tide, helps enhance skin active ingredients and moisture. Red capsule made with 
Tinctorius (Safflower) Flower Extract and Vitamin Peptide naturally melts into the 
skin when it makes contact with the skin, and helps protect the skin from external 
harmful environment to make elastic and healthy skin.

DR.MAISON的DERMA DAY 系列是将包括专利维生素肽在内的11种肽成分及红花提取
物、沙棘果提取物、石榴提取物的红色复合珍珠与天然基础原料配合制成的产品。该
系列是DR.MAISON的日常系列，其含有的天然提取物和肽成分能增加水分，保护肌肤
免受有害环境的伤害，帮助镇定和呵护肌肤。

DERMA DAY 
RED PEARL SERIES





특허 비타민펩타이드를 포함한 11가지의 주요 펩타이드 성분과 레드펄이 외부활동으로 부터  
피부에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자극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물성 추출물이 함유된 성분이 매끄
러운 피부결로 가꾸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가격 36,000원 / Retail Price KRW 36,000

11 types of major Peptide ingredients including patented Vitamin Peptide and red 
pearl helps cleanse dust and skin waste with no irritation and helps its botanical 
ingredients help make smooth skin layer.

包括专利维生素肽在内的11种主要的肽成分和红珍珠可以温和、清洁地整顿由于外界
活动而沉积在皮肤上的灰尘和废物，含有植物性提取物的成分帮助打造光滑的肤质。

DERMA DAY 
RED PEARL CLEANSER

100ml / 3.38 fl. oz.





10가지의 주요 펩타이드 콤플렉스와 특허받은 비타민펩타이드를 함유하여 피부를 생기있게   
선사해주며 비타민C가 풍부한 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은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가
꾸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석류추출물과 잇꽃꽃추출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히알
루론산의 천연보습성분 함유로 보호막을 형성하여 부드럽게 흡수되어 촉촉하고 수분감있는 피
부로 가꾸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가격 38,000원 / Retail Price KRW 38,000

Containing 10 types of major Peptide Complex and patented Vitamin Peptide, it 
helps rejuvenate the skin and its Hippophae rhamnoides L. fruit extracts rich in Vi-
tamin C help turn dull skin into bright and clear skin. Pomegranate extract and 
Tinctorius (Safflower) Flower Extract help soothe the skin, and its natural moisture 
ingredients like Hyaluronic Acid forms skin protective layer to help make moistur-
ized skin which absorbs the ingredients softly.

包括专利维生素肽在内的11种主要的肽成分和红珍珠为肌肤注入生机，富含维生素C的
沙棘果提取物提取物使暗沉的肌肤变得透亮和焕发光彩。 石榴提取物和红花提取物有
助于镇定肌肤，含有玻尿酸的天然保湿成分，形成保护膜，打造水润的肌肤

DERMA DAY 
RED TONER

130ml / 4.39 fl. oz.





특허 비타민펩타이드를 포함한 11가지의 주요 펩타이드 성분과 레드펄이 생기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선사해주며 히알루론산의 천연보습성분이 피부에 수분 보습막을 형성하여 수분증발을 
막아주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관리해 줍니다.

Containing 11 types of major Peptide Complex and patented Vitamin Peptide as 
well as red pearl help make rejuvenated and smooth skin, while natural moisture 
ingredients of Hyaluronic Acid creates a moisture protective layer that prevents 
moisture from evaporating to make moisturized and rejuvenated skin. 

包括专利维生素肽在内的11种主要的肽成分和红珍珠使肌肤细滑、焕发活力，玻尿酸
的天然保湿成分在皮肤上形成保湿膜，防止水分蒸发，使肌肤水润、充满生机。

DERMA DAY 
RED PEARL SERUM

30ml / 1.01 fl. oz.

소비자 가격 58,000원 / Retail Price KRW 58,000





특허 비타민펩타이드와 비타민C가 풍부한 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이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가꾸어 주고 10가지의 주요성분인 펩타이드 콤플렉스가 레드펄과 함께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Patented Vitamin Peptide and Hippophae rhamnoides L. fruit extracts rich in Vita-
min C help make dull skin into clear and bright skin, while 10 types of Peptide Com-
plex and red pearl help make moist and rejuvenated skin.

包括专利维生素肽在内的11种主要的肽成分和红珍珠搭配富含维生素C的沙棘树提取物
使暗沉的肌肤变得明亮剔透，牡丹根提取物的芍药醇成分帮助镇定敏感的肌肤。

DERMA DAY 
RED PEARL CREAM

50ml / 1.7 fl. oz.

소비자 가격 68,000원 / Retail Price KRW 68,000





닥터메종 더마데이 펩티 앰플 마스크는 트러플, 영지버섯 등 식물성 추출물들이 펩타이드, 히알
루론산과 함께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있는 맑은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텐셀스킨시트는 자연소
재인 유칼립투스 나무를 재생하여 만들어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며, 더마데이 펩티 앰플 마스
크의 유효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소비자 가격 35,000원 / Retail Price KRW 35,000

Botanic extracts such as Truffle and Ganoderma lucidum and Peptide help make 
moist and rejuvenated skin. 100% natural material tencel skin sheet : Tencel skin 
sheet is made using regenerated Eucalyptus tree, and it attaches softly to the skin 
and enables Derma Day Pepti Ampoule Mask active ingredients to be effectively 
delivered.

DR.MAISON DERMA DAY 肽安瓶面膜含有松露、灵芝等植物性提取物及肽和玻尿酸成
分，打造水润、富有生机的肌肤。天丝面膜贴由天然材料蓝桉树再生制成，柔软贴合
肌肤，有效传递DERMA DAY肽安瓶面膜的有效成分。

DERMA DAY 
PEPTI AMPOULE MASK

23 ml x 7ea / 0.78 fl. oz. x 7ea





빛에 따라 반짝이는 얇고 소프트한 촉감의 노메쉬 슬림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피부 밀착력을      
높였습니다. Violet Flower Complex(말로우꽃추출물, 세이지잎추출물, 필드스캐비어스추출
물)과 라벤더추출물이 수분감을 부여하며, 피부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부드럽게 흡수
되어 수분감 있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소비자 가격 50,000원 / Retail Price KRW 50,000

Thin and soft no-mesh slim hydrogel type that shines with light minimized drop-
ping of ingredient and enhanced skin adhesiveness. Malva Sylvestris (Mallow) 
Flower, Sage Extract, Field Caviars, Lavender Extract, known as Violet-complex help 
soft absorption of active ingredients of Peptide that helps make skin rejuvenated, 
and also helps make rejuvenated and moisturized skin. 

无网超薄水凝胶型面膜，触感丝薄柔软，在光线照射下闪闪发光，提高了肌肤的贴合
力。Violet Fliwer Complex(锦葵花提取物、鼠尾草叶提取物、山萝卜提取物)和薰衣草提
取物为肌肤注入水分，有益于肌肤的肽成分被温和吸收，打造水润、富有生机的肌肤。

DERMA VIOLET
AURORA HYDROGEL MASK

21 g x 5ea / 0.74 oz. x 5ea





우수한 커버력은 물론, 모공 수렴과 피지조절에 도움을 주고 7가지의 펩타이드가 피부 속부터  채
워 맑고 투명한 광채피부를 연출해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해 줍니다. 3-SKIN SOOTHING 
CARE 시스템으로 수분 포뮬러가 피부에 닿는 순간 수분충전과 진정효과가 뛰어나며, 끈적임없
이 가볍게 피부결점을 촘촘하게 커버해주어 완벽한 결광 메이크업 완성시켜줍니다.

소비자 가격 45,000원  /  Retail Price KRW 45,000

In addition to its excellent covering, it helps to clean pores and control sebum. 
Seven peptides fill the skin from the inside to clear and transparent light skin to 
produce natural skin tone. The 3-SKIN SOOTHING CARE System enables moisture 
filling and soothing effects as soon as the water Formula touches the skin. It covers 
skin defects with no stickiness. It makes perfect makeup. 

不仅具有优秀的遮瑕力，还有助于收缩毛孔和调节皮脂，7种肽成分使肌肤由内至外亮
白剔透、焕发光彩，展现自然的肤色。 采用3-SKIN SOOTHING CARE系统，水分配方在
接触肌肤的瞬间即刻发挥补水&镇定效果. 不黏腻，轻盈细致地遮盖肌肤瑕疵，打造完美
的光彩妆容

DERMA TOX 
CUSHION

21 COOL VANILLA / 15g
23 NATURAL BEIGE /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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