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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and Identity 브랜드 의미
HUBISLAB is a professional skin research and development brand based on Human Bio Sciences that aims to
maintain healthy and beautiful skin throughout human life.

휴비스랩(HUBISLAB)는 인간 생명공학(Human Bio Sciences)에 바탕을 둔 피부 연구개발전문 브랜드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
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Brand Philosophy 브랜드 철학
A. Innovation: HUBISLAB continuously innovate ingredients that are beneficial for skin and can be penetrated into dermis
layer based on human bio sciences.
혁신 (Innovation): 생명공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성분의 피부침투를 통해 피부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B. Effectiveness: Always aim to produce products that are superior to the previous version as a results of using innovative
new technologies.
효과 (Effectiveness):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전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C. Creativity: New products with the highest effectiveness and quality are releas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창조 (Creativity):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높은 효과의 최고 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입니다.

3. Brand Concept 브랜드 컨셉
A. HUBISLAB believes that using safe ingredients is the basic moral of a company.
휴비스랩 화장품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원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8-Free

Paraben
파라벤

Benzophenone
벤조페논

DMDM Hydantoin
디엠디엠하이단토인

Thymol
티몰

Artificial Color
인공색소

Butyl Methoxydibenzoylmethane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Imidazolidinyl Urea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Benzyl Alcohol
벤질 알코올

B. HUBISLAB’s products are not made for temporary effects but 'improvement cosmetics' that promotes continuous
improvement.
휴비스랩이 생산하는 화장품은 일시적인 기능의 화장품이 아니며 꾸준한 개선을 약속하는 ‘개선제 화장품’ 입니다.

- HUBISLAB’s core technology, MITT (Macromolecule Intracellular Transduction Technology) is a skin delivery
technology that helps skin change by delivering the ingredients deep into the dermis layer.
- 휴비스랩의 핵심기술 MITT(Macromolecule Intracellular Transduction Technology) 거대분자 전달 기술로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
들을 전달해주어 피부 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C. HUBISLAB is a company with the highest quality and best service.
휴비스랩은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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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ISLAB

Makes you beautiful, it's yours
Our skin care products reinforce and protect skin that has undergone professional skin care treatment. They
are especially formulated to strengthen and safeguard your skin internally before treatment and to sooth and
restore it after treatment.
HUBISLAB unique technology adapts skin biology theory and clinical testing through MITT (Macromolecule
Intracellular Transduction Technology), our products are designed to deliver helpful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and maximize their effects.

Delivery of
valid ingredients
into skin cells

No
artificial additives

MITT SKIN PENETRATION

ORDINARY GROWTH FACTOR

MITT growth factor

Ordinary growth factor

Epidermis

Epi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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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is

Dermis

Collagen

Elastic
Collagen

Fat cells

Hypodermis

01

Skin penetration of cell factors

01

Low penetration of growth factors

02

Induced increase of fibroblasts

02

Trivial effects on fiber cells of the dermis layer

03

Facilitated collagen synthesis

03

Temporary skin enhancement of the epidermis layer

04

Enhanced skin elasticity

Hypo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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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fficacy
compared to other
skin care products

Fat cells

PLATFORM TECHNOLOGY
CONCEPT

Macromolecule Intracellular Transduction Technology (MITT) is an innovative
technology for developing biopharmaceuticals that can safely cure intractable
diseases by combining the macromolecule transduction domain and a therapeutic
macromolecular substance such as a peptide or protein.

MITT

Macromolecule Intracellular Transduction Technology

MTD

Macromolecule Transduction Domain

Cargo

Therapeutic macromolecular substance

DIVERSITY
Therapeutic macromolecular substance
• Antibody
• DNA
• Recombinant protein
• siRNA
• Peptide
• Liposome
• Low molecular weight compound

MTD
Macromolecule Transduction Domain

FEATURE

Innovation
Protein, nucleic acids,
peptides, and other
compounds that were difficult
to transmit can now be
transferred into target cells

Effectiveness

+

Products created as a result of
the new technology results in
greater beneficial effects than
ever before

Business Value

+

A combined market for
different product fields, i.e.
new drugs and functional
cosmetics, can be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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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ISLAB MEDICAL
COSMETICS BRAND

PRODUCT
LIST

1. Pure Balance Line 퓨어 밸런스 라인

5p

2. Post Rays Line 포스트 레이 라인

8p

3. Moisture Max Line 모이스춰 맥스 라인

12p

4. A.C Clearing Line 에이씨 클리어링 라인

15p

5. Derma Max Line 더마 맥스 라인

18p

6. Premium Active Line 프리미엄 액티브 라인

21p

7. Ampoule Line 앰플 라인

24p

8. Bio Cell Fluid Line 바이오 셀 플루이드 라인

27p

9. Pure Ampoule Line 퓨어 앰플 라인

29p

10. Protect Line 프로텍트 라인

31p

11. e+ Epiderma Mask Line 에피더마 마스크 라인

33p

12. Bella Auto 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벨라 오토 MTS

36p

13. Coolion (Cryoelectrophoresis Appliance) 쿨이온

37p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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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01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PURE BALANCE LINE
퓨어 밸런스 라인

Pure Balance Line is designed to revitalize your skin by
removing impurities and make-up residue and by balancing
the skin’s pH level. Based on advanced bio-fermentation
technology, this line both cleans and re-balances your skin.
Its expert cleansing formula minimizes skin sensitivity after
medical treatment and protects the skin barrier.
• Composed of beneficial ingredients that penetrate into the
skin for the next stage
• Created from natural, non-artificial extracts in order to
eliminate any adverse skin reactions
• Formula that maintains the skin’s natural barrier, restores
damaged skin cells, and cleans dirt and oil away gently, yet
thoroughly
Before and/or after laser treatment: Weakly acidic (pH
5.5~6.8) cleanser that helps protect the skin barrier while
removing dead keratin cells and dirt without skin irritation

퓨어 밸런스 라인은 피부의 불순물과 메이크업 잔류물을 제거하고 피부
pH밸런스를 조절하여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혁신적인 생물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깨끗하고 균
형있게 만들어 줍니다. 전문적인 클렌징 포뮬라는 치료를 받은 피부의
민감도를 최소화하고 피부 보호막을 지켜 줍니다.
• 다음 단계를 위해 피부에 침투하는 이로운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인공이 아닌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피부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 피부의 천연적인 장벽을 유지하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며
먼지와 유분을 부드럽고 철저하게 청소하는 포뮬라
레이저 시술 전/후: 피부 자극 없이 각질 세포와 먼지를 제거하며 피
부 보호막을 보호하는 약산성(pH5.5.6.8) 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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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llar Gentle Lip & Eye Remover
미셀르 젠틀 립 앤 아이 리무버
200ml

Special Features
[Gentle lip and eye makeup remover] Contains plant extracts that efficiently remove
makeup residue from sensitive skin around the eyes and lips.
[Skin-protectant and soothing properties] The formula contains centella asiatica
extract, ficus carica (fig) fruit extract, and ulmus davidiana root extract that help sooth
irritated skin around the eyes and lips immediately upon application.
[Highly moisturizing ingredients to prevent dryness] Contains amaranthus caudatus
seed extract, dipotassium glycyrrhizate, and allatoin that help moisturizing the skin and
improve its immunity.

Active Ingredients
[Ficus Carica (Fig) Fruit Extract] This fruit extract is proved to have effects on skin
melanin, trans-epidermal loss, hydration values, and sebum content
[Ulmus Davidiana Root Extract] It has been used as a medicinal herb, it cares the skin as
clean and healthy with anti-oxidant effect. It soothes irritated skin and also improves skin tone
[Ceramide NP] Increases moisture, supports renewal of the skin’s natural protective
layer, and form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moisture loss

Use

제품 특징

[젠틀 립 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식물추출물이 함유되어 마일드하게 눈가와 입가의 색조 메이크
업을 제거 해주는 저자극 포인트 리무버입니다.

[스킨 보호제 및 진정제 특성] 병풀추출물, 무화과추출물과 느릅나무뿌리추출물이 눈가와 입술주의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고습성 재료]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내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줄맨
드라미씨추출물,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알라토인이 포함됩니다.

활성 성분

[무화과추출물] 이 과일 추출물은 피부 멜라닌, 표피 손실, 수화 값, 피지 함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느릅나무뿌리추출물] 약초로서 사용되어 왔고,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며 자
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톤도 개선

[세라마이드엔피] 수분 증가, 피부 자연 보호층 재생을 지원하고 수분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형성

Shake well before using. After saturating an appropriate amount of solution to a
cotton pad, apply the cotton pad onto eye/lip areas and hold for several seconds,
then wipe in one direction to remove make-up residue.

사용

사용 전 흔들어 잘 석어 줍니다. 화장솜에 리무버를 적셔서 색조화장 부위에 3초 동안
방치한 후 닦아줍니다.

Papaya Enzyme Peeling Wash
파파야 엔자임 필링 워시
70g

Special Features
[Plant enzyme-based deep cleanser] Natural papaya extract dissolves easily in cold
water and eliminates dead skin cells without irritation. Patented granular formula
provides outstanding cleansing ability while keeping skin soft and moist.
[Washes away dirt and sebum within the pores] The papain enzyme breaks down
proteins to produce peptone, which washes away dirt and sebum within the pores
without irritation, thereby keeping the skin clean and soft.
[Naturally active ingredients moisturize and revitalize] Natural active ingredients, such as
lactose and hydrogenated lecithin, work to moisturize and revitalize the skin.

Active Ingredients
[Papain (proteolytic enzyme)] Natural protein degrading enzyme that is extracted from
unripe papaya. It inhibits lipid peroxides and breaks down hard keratin
[Bromelain] Natural pineapple enzyme that keeps the skin healthy
[Zea Mays (Corn) Starch] Fine antioxidant powder derived from corn that eliminates
make-up residue
[Allantoin] An effective skin soothing compound that heals damaged skin cells and
promotes new tissue growth. lt is ideal for acne prone and sensitive skin types
Tip(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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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cleansing : Use 2 to 3 times a week as a gentle facial scrub.
Foam cleansing : Work into a lather and use as a foam cleanser.
After laser treatment : This product works as an anti-inflammatory on medically
treated skin. It targets and removes dead skin cells without further irritating the skin.
Use this product frequently to improve skin tone.
For hair and scalp : This product may also be used as a shampoo to remove dead keratin
from the scalp.
Rub an appropriate portion onto wet hands until foamy, massage onto the face and
rinse. Use twice daily, once in the morning and once in the evening.

제품 특징

[식물 효소 기반 딥 클렌저] 천연 파파야 추출물은 찬물에 쉽게 녹고 자극 없이 죽은 피부 세포를 제

거한다. 특허를 받은 그래뉼라 포뮬라는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탁월한 세척 능
력을 제공합니다.

[모공 속 먼지와 피지를 제거] 파파인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펩톤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자극 없
이 모공 안의 먼지와 피지를 씻어내므로 피부가 깨끗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자연 활성 성분으로 보습 및 재활성화] 락토오스나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과 같은 자연적인 활
성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 성분

[파파인] 덜 익은 파파야에서 추출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 지질성 과산화물을 억제하고 단단한 케
라틴을 분해

[브로멜린]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천연 파인애플 효소

[옥수수 전분] 옥수수에서 파생된 미세 산화방지 분말이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

[알란토인]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피부 진정
제. 트러블 및 민감성 피부 유형에 이상적
팁

사용

딥 클렌징 : 순한 스크럽제로 사용하고 주 2-3회 적용합니다.
폼 클렌징 : 충분한 거품을 낸 후 폼 클렌저로 사용합니다.
레이저 치료 후 : 본 제품은 의학 치료를 받은 피부에 항염을 작용합니다. 피부의 자극없이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본 제품을 피부 톤을 밝히기 위해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발과 두피를 위함 : 이 제품은 또한 두피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한 샴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시 적당량을 손에 덜어 미온수로 적당히 거품을 낸 후; 마사지하듯이 문지른 후 물로 씻어냅
니다. 매일 2회, 아침, 저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용
For professional

Refreshing Cleansing Milk
리프레싱 클렌징 밀크
200ml / 1000ml

Special Features
[Low irritation, milk-based cleanser] For all skin types. Completely removes makeup residue and
dermatological waste. This mild cleanser is designed for skin made sensitive by over frequent face
washing, use of chemical substances and antiseptics, and/or dermatological treatments.
[Strengthens damaged(rough) skin for recovery and revitalization] Composed of Hyalo
Matrix, which moisturizes, repairs, and strengthens damaged(rough) skin, and lactin to
help soothe and further moisturize.

Active Ingredients
[Beta-Glucan] Keeps skin hydrated and regenerated
[Hyalo Matrix (Hyaluronic Acid, Hydrolyzed Hyaluronic Acid, Sodium Hyaluronate)]
Combination of three compounds that work synergistically to moisturize and maintain the skin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Peppermint Oi] Soothes skin after sunburn or rash; helps with sebum control
Tip(s)

Use

May be used as a gentle, yet thorough, makeup remover.
With a clean sponge, apply to face and wait for 10-15 seconds before wiping away makeup.
For extremely dry skin, avoid using a foam/bubble cleanser and wash face several
times with Cleansing Milk instead.
Apply to the entire face, gently massage in a circular motion.
Remove makeup residue with a tissue or wash off with lukewarm water.

덕용
For professional

제품 특징

[저자극, 밀크 클렌저] 모든 피부 유형에 사용 가능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피부 노폐물을 완전히 제
거합니다. 이 순한 클렌저는 지나치게 잦은 세안, 화학 물질 사용과 항생제 및/또는 피부과 치료로 민감
해진 피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손상된(거친)피부를 강화하여 복구 및 활력을 줍니다] 히알로 매트릭스를 통하여 손상된(거친) 피부
를 촉촉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활성 성분

[베타-글루칸] 피부 수분 유지 및 재생
[히알로 매트릭스(히알루론산,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피부를
촉촉 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한 세가지 혼합물의 조합
[마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레르기 피
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페퍼민트 오일] 햇볕에 탔거나 발진이 난 후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됨
팁
사용

부드럽고 완벽한 지워주는 메이크업 리무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스펀지로 제품을 얼굴에 바르고 10~15초간 방치한 후 닦아 줍니다.
극도로 건조한 피부에는, 거품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클렌징 밀크로 여러번 세안하세요.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발라줍니다.
티슈로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거나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Refreshing Cleansing Gel
리프레싱 클렌징 젤
200ml / 1000ml

Special features
[Contains only surfactants extracted from nature] Natural surfactants extracted from
corn, coconut, and palm kernel oils work to remove sebum and dead skin cells without
irritating the skin. High quality protein molecules obtained from beans and egg yolks
(similar to cell interstitial proteins) work to moisturize and combat oxidation.
[Rebalances the skin’s pH] Hyaluronate and beta glucan work together to keep the skin
moisturized and smooth. Portulaca oleracea extract and citric acid are both soothing to
the skin and help to rebalance the pH after cleansing.
[Minimized surfactants, maximized cleansing] This product has a lower foaming
capacity compared to average cleansing gels, but it provides maximum cleansing action
while avoiding any moisture loss due to natural, not artificial, surfactants.

Active Ingredients
[Decyl Glucoside] An excellent cleansing element (EcoCert certified), decyl glucoside is a
natural extract from corn, coconut, and palm kernel oils
[Sodium Hyaluronate] With 6,000 times more water-binding capability than regular factors,
sodium hyaluronate locks moisture into the skin barrier and protects it from external hazards
[Sodium PCA] It is a natural moisturizer that attracts moisture in the air to increase moisturizing
ability, and helps maintain healthy skin condition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oisture
[Portulaca Oleracea Extract] This soothing extract neutralizes adverse skin reactions
due to allergies or other irritations
[Citric Acid] Mild acid from orange, lemon, and other citrus fruit that helps to maintain the skin’s pH balance
[Peppermint Oil] Peppermint oil soothes sunburnt or irritated skin and aids in sebum control
Tip(s)

Ma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Papaya Enzyme Peeling Wash to freshen
up the skin without slippery residue.

Use

After using Cleansing Milk, apply an appropriate amount onto the face and rinse
off with lukewarm water.

제품 특징

[자연에서 추출한 계면 활성제만 포함] 옥수수, 코코넛, 야자 기름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 활성제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피지와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콩과 계란 노른자(사이 세포 단백질과
비슷함)에서 얻은 양질의 단백질 분자는 피부 보습을 돕고 산화를 방지합니다.

[피부 pH재조정] 하이알루로네이트와 베타 글루칸은 함께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유지해 줍니다. 미치현출
물과 시트릭애씨드는 모두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안 후 pH를 재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계면 활성제 최소화, 세정 극대화] 일반적인 클렌징 젤에 비해 거품이 적지만, 인공적인 계면 활성제가 아
닌 자연적인 성분으로 수분 손실을 피하면서도 최대의 클렌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활성 성분

[데실글루코사이드] 훌륭한 클렌징 요소(EcoCert인증), 디젤 글루코사이드는 옥수수, 코코넛, 야자
알맹이 기름에서 추출한 천연 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일반적인 요인에 비해 6,000배나 더 많은 수분공급 능력을 가진 소듐하이
알루로네이트는 수분을 피부 보호막에 가두고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

[소듐피씨에이] 천연보습인자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력을 키워주며 수분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마치현추출물] 진정 작용을 하는 추출물로 알레르기나 다른 염증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을 중화시킴
[시트릭애씨드]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pH농도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줌
[페퍼민트오일] 페퍼민트오일은 햇볕에 타거나 자극을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피지 조절을 도와 줌
팁

사용

파파야 엔자임 필릴 워시를 소량 취하여 함께 사용하면 미끈거리는 느낌 없이 산뜻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 밀크를 사용한 후, 얼굴을 적절한 양으로 클렌징 한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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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02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POST RAYS LINE
포스트 레이 라인

Post Rays Line reinforces and protects skin that
has undergone professional skin care treatment. It
is specially formulated to strengthen and safeguard
your skin internally before treatment and to soothe
and restore it after treatment.
• Promotes rapid recovery post laser procedures and
prevents premature aging, hyperpigmentation, and
scarring for healthier and rejuvenated skin
• Helps skin re-gain optimal moisture retention and
repairs the damaged skin barrier, leading to a suppler
and healthy-looking skin
• Helps to repair weakened skin functionality to its
original state, thereby reinstating a healthy skin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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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레이 라인은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받은 피부를 강화
하고 보호합니다. 이것은 치료 전 내부적으로 피부를 튼튼하
게 하고 보호하며 치료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 레이저 시술 받은 후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며 조기 노화,
과색소침착과 흉터를 예방하여 피부를 재생해 줍니다
• 피부 최적의 수분을 보충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
키며 더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 약해진 피부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
써 건강한 피부 보호막 복원

Chamomile Soothing Gel
캐모마일 수딩 젤
500ml

Special Features
[Triple action medicinal complex] Chamomile, rose, and iris are well-known medicinal
plants that have been used in herbal remedies for thousands of years. Their natural
extracts maximize hydration, which is particularly soothing to skin after medical treatment.
This triple complex is also an excellent healing and moisturizing agent for damaged skin.
[Sodium chondroitin sulfate for radiant, moisturized skin] Derived from natural
mucopolysaccharides, this ingredient functions as a skin-softening agent and
maintains moisture in the skin.
[Allantoin to relieve irritated skin] Rose and iris extracts purify the skin while
allantoin provides relief for irritated skin immediately. Portulaca oleracea extract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as its hydrating capability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quickly alleviates allergic skin reactions.
Active Ingredients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 Natural extract with excellent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lt soothes adverse skin reactions
triggered by allergens or other hazards and helps to prevent dryness and acne
[Sodium Chondroitin Sulfate] Natural mucopolysaccharide derivative. lt is used as a
skin conditioner because of its ability to soothe inflammation, restore damage, and
reinforce the skin’s intercellular matrix
[Allantoin] An effective skin soothing compound that heals damaged skin cells and
promotes new tissue growth. lt is ideal for acne prone and sensitive skin type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Tip(s)
Use

This product can be used with other Post Rays Line products to quickly heal and
regenerate the skin after laser treatment.
Apply as needed to irritated, reddened skin.

덕용
For professional

제품 특징
[세 가지 의학적인 복합체 행동] 캐모마일, 장미, 홍채는 수천 년 동안 약초 치료제에 사용되어
온 잘 알려진 약용 식물입니다. 그들의 천연 추출물은 촉촉함을 극대화 시키며 특히 치료 후에
피부를 진정시킨다. 이 트리플 콤플렉스는 손상된 피부를 위한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한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에서 파생된 이 성분은 피부
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며 피부 수분을 유지합니다.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알란토인] 장미와 홍채 추출물은 피부를 정화시키는 동안, 알란토
인은 자극 받은 피부를 즉시 완화시킵니다. 미치현추출물은 수분 함량이 민감한 피부에 진정 효
과를 주고 알레르기성 피부를 빠르게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항균성 및 항염증제로 작용합니다.
활성 성분
[캐모마일꽃추출물] 항균성 및 항염증제 특성이 뛰어난 자연 추출물. 알러지 항원이나 다른
자극요소에 의해 촉발된 피부 반응을 진정시키고 건조함과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줌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 분해물. 그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을 복구
하고, 피부의 세포간 매트릭스를 강화하는 능력 때문에 피부 촉진제로 사용됨
[알라토인]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피
부 진정제. 트러블 및 민감성 피부 유형에 이상적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레
르기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팁

사용

이 제품은 다른 포스트 레이 라인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레이저 치료 후 피부를 빠르게 치료
하고 재생시켜줍니다.

자극 받은 부위, 붉은 피부에 펴 발라 주거나, Coolion 냉동기로 부드럽게 러빙하여 줍니다.

Derma Regener K Solution
더마 리제너 케이 솔루션
120ml / 1000ml

Special Features
[A truly soothing solution for extremely sensitive skin] Specially formulated to
strengthen and restore the skin’s internal structure once capillary vessels expand
and skin redness appears after medical treatment.
[Revitalizes and hydrates the skin] This solution contains nutritive elements that
absorb quickly, thereby strengthening capillary vessels and stimulating cytokines
that soothe and revitalize. Provides nutrients for greater skin health. Arginine and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 nutrients that boost the skin’s health.
Active Ingredient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Arginine] Amino acid that works as a protein building block
[Sodium Hyaluronate] Natural water-binding agent with a smoothing hydration
effect, especially on skin after laser treatment

제품 특징
[극도로 민감한 피부를 위한 진정 솔루션] 치료 후 모세 혈관 확장 및 붉어진 피부의 조직 내부
를 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제작된 제품입니다.
[피부 재생 및 수분 공급] 케이솔루션에 들어 있는 영양소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모세관을 강화
시키고 시토킨을 자극함으로써 피부를 진정시키고 활성화시키 줍니다.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알지닌과 마치현추출물은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활성 성분
[마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레
르기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알지닌] 단백질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아미노산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천연 물 결합체로 수분을 공급하며, 특히 레이저 치료 후 피부에 매우 효과적

Tip(s)

For mask treatment: Cut the gauze to fit the size of your face and dampen with solution
before applying. Store in the refrigerator and use when needed.

팁

Use

After cleansing, dampen a cotton pad with an appropriate amount of solution and wipe
onto skin, starting from the nose and ending at the outer areas of the face and/or neck.

사용

마스크 트리트먼트: 거즈를 얼굴의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 케이솔루션으로 거즈를 충분히
적셔준 후 적용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세안 후, 첫 단계에서 화장솜에 적당량을 덜어 피부결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
게 펴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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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용
For professional

Derma Regener Moisturizer
더마 리제너 모이스춰라이저
120ml / 500ml

Special Features
[Minimized sensitivity, maximized moisturization]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lead to the decline of hydrating lipids and endocrine secretions, the skin becomes
increasingly dehydrated. Derma Regener Moisturizer contains Centella Asiatica Extract to
deliver moisture and to soothe skin made sensitive by these hazards.
[Delivers intense hydration] Betaine, vegetable oil, and other complex elements deliver
intense hydration to the skin. This moisturizing formula calms the skin comfortably without
adding any irritation after laser treatment.
[Revitalizes skin with essential nutrients] Tocopheryl acetate (Vitamin E) has antioxidant
properties that revitalize the skin. It is an excellent protection against keratin loss while
eliminating sebum and calming inflammation.

Active Ingredients

[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 Contains more than 60% of Oleic acid, a single unsaturated
fat, and 14 to 22% Palmitolinic acid, the main ingredient of parchment to protect skin with
strong antibacterial action. It is quickly absorbed into the skin without the need for lightness
and stickiness, helps moisturize and regenerate the skin to prevent aging and wrinkles
[Centella Asiatica Extract] Eliminates acne scars and regenerates cells; boosts collagen,
improves skin elasticity, and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hazards
[Tocopheryl Acetate (Vitamin E)] Has skin soothing, hydrating, and antioxidant effects
Tip(s)

Frequent usage recommended for red or dry skin. Maximize effects by using this
product with an additional nutritive cream.

Use

Use after toner. Dab an appropriate amount over the entire face and pat gently until absorbed.

제품 특징
[민감도 최소화, 수분 극대화] 수분을 흡수하는 지질과 내분비 분비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적과
외적 요인들로 인해, 피부는 더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더마 리제너 모이스춰라이저는 수분을 공급
하고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병풀추출물을 포함되 있습니다.
[강한 수분 공급] 베타인, 식물성 오일 그리고 다른 복잡한 원소들은 피부에 많은 수분을 공급합니
다. 이 보습제는 레이저 시술 후 자극을 최소하 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줍니다.
[필수 영양소로 피부 재생]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비타민 E)는 피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항산화 특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를 제거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면서 케라틴 손실을 예방합니다.
활성 성분
[마카다미아오일] 단일 불포화지방인 올리인산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고,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의 주요 성분인 팔미톨레인산을 14 ~ 22% 함유하고 있음. 가볍고 끈적임 없
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보습, 재생을 도와 피부의 노화와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병풀추출물] 여드름 흉터 제거 및 세포 재생;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피부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외
부 자극에서 피부 보호함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비타민 E)]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
팁

사용

붉거나 건조한 피부에 자주 발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영양 크림(케이 크림/셀 크림)과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케이솔루션 사용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Derma Regener K Cream
더마 리제너 케이 크림
40g / 500ml
덕용
For professional

Special Features
[Soothing cream to relieve skin from external hazards] It alleviates redness, both immediate
and continuously, along with general bruising and discoloration, which is especially important
for weakened skin, extremely sensitive skin that has undergone dermatological treatment,
such as laser treatment or MTS.
[Dual anti-wrinkle and whitening function] Niacinamide and adenosine work to visibly improve
the appearance of freckles and skin discoloration, along with boosting skin elasticity.
[Ultimate improvement through strengthened skin functions] Peptide-derived adenosine
and ceramide work to strengthen the skin barrier and its functions. Approved by the KFDA
as a double function cosmetic (whitening, anti-aging), this product is effective at toning
and lifting and at improving overall skin health.

Active Ingredients
[Niacinamide] Derived from niacin, or vitamin B3. It is both heat and light stable, making
it minimally reactive in comparison to other whitening compounds. It brightens the skin,
strengthens the skin barrier, and prevents moisture loss (2.0%)
[Adenosine] Stimulates dermal cells to produce more collagen, a key protein that supports the
skin and gives it its youthful firmness (0.04%)
[Menadione (Vitamin K)] Essential in aiding the body's process of blood clotting, which helps the
body heal wounds, bruises, and areas affected by surgery
[Centella Asiatica Extract] Eliminates acne scars and regenerates cells; boosts collagen,
improves skin elasticity, and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hazard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Tip(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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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ream is highly effective against bruising and discoloration after laser cosmetic
surgery, PPC treatment, or plastic surgery, including the double eyelid surgery. It may be
applied on its own or after cleansing and toning.
Apply all over the face after cleansing.

Double function cosmetic (brightening, wrinkle correcting)
2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제품 특징
[외부 자극적인 물질로부터 피부를 완화시키는 진정 크림] MTS, 레이저 시술 후 매우 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나타나는 멍과 붉은 피부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름 방지 및 미백 이중 기능] 나이아신아마이드 및 아데노신은 피부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근깨
와 피부 변색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기능을 합니다.

[최고의 개선을 통해 피부 기능을 강화시킨다] 피부 보호막과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펩타이드 유도

제인 아데노신과 세라마이드가 작용한다. KFDA가 이중 기능성 화장품(미백, 노화 방지)으로 승인한
이 제품은 토닝 및 리프팅에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피부 건강하게 가꿔 줍니다.

활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 또는 비타민 B3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열과 빛에 안정되어 다른 미백 화합

물과 비교할 때 최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피부를 밝게 하고,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 손
실을 방지 (2.0%)

[아데노신] 피부세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콜라겐을 생산하게 만든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고 젊어 보이
는 효과를 줌 (0.04%)

[메나디온(비타민K)] 신체의 상처, 멍, 수술 부위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 응고 과정을 돕는 효과가 있음

[병풀추출물] 여드름 흉터 제거 및 세포 재생;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피부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외부 자극에서 피부 보호함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레르기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팁
사용

이 크림은 레이저 수술, PPC 시술, 쌍꺼풀 수술 등 성형 수술 후 멍이나 피부 변색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이 크림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세안과 토닝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덕용
For professional

Derma Regener Cell Cream
더마 리제너 셀 크림
40g / 500ml

Special Features
[Maintains moisture and inhibits scar tissue after CO2 laser surgery]

[Prevents abnormal growth of damaged cells, assists in skin renewal] It boosts
collagen levels by helping new fibrous tissue to grow from damaged tissue. It also
prevents the expansion of scar tissue and keloid formation.
[Anti-bacteria] It prevents secondary wound contamination. It contains no
parabens (butylparaben, methylparaben, etc.), making it safe to use, even on
extremely sensitive skin.

[손상된 셀의 비정상적인 성장 방지, 피부 재생 지원] 콜라겐 수치를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피부 조직이 자라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흉터 조직의 확장과 켈로이드 형성을 막는습니다.
[항균성] 2차 상처의 오염을 방지한다. 파라벤(부틸파라벤, 메틸파라벤등)이 들어 있지 않아
매우 민감한 피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proper care is not taken after CO2 laser surgery]
1. Higher risk of contamination by bacteria
2. Death of skin cells due to dryness
3. Delayed healing due to cell division interference
4. Scarring after the scab sloughs off

[Skin condition after using Derma Regener Cell Cream]
1. Wounded skin protected from germs and dirt
2. Healthy hydration levels maintained after medical treatment
3. Skin cell renewal activated
4. Scar tissue and scab formation reduced

[CO2 레이저 수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1. 박테리아에 의한 오염의 위험도 높음
2.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세포의 괴멸
3. 세포 분열 간섭으로 인한 치료 지연
4. 딱지가 떨어진 후 상처 남음

[더마 리제너 셀 크림을 사용 후 피부 상태]
1. 세균과 먼지로부터 상처난 피부를 보호
2. 치료 후 건강한 피부 수분 유지
3. 피부 세포 재생이 활성화됨
4. 흉터 조직 및 딱지 발생 감소

Active Ingredients
[Hyalo Matrix (Hyaluronic Acid, Hydrolyzed Hyaluronic Acid, Sodium Hyaluronate)]
Combination of three compounds that work synergistically to moisturize and maintain the skin
[Ceramide NP] Increases moisture, supports renewal of the skin’s natural protective
layer, and form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moisture loss
[Centella Asiatica Extract] Eliminates acne scars and regenerates cells; boosts
collagen, improves skin elasticity, and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hazard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Trehalose] Possesses a superior hydration capability and is highly effective for
soothing the skin
[Tocopheryl Acetate (Vitamin E)] Has skin soothing, hydrating, and antioxidant effects
[Allantoin] An effective skin soothing compound that heals damaged skin cells and
promotes new tissue growth. lt is ideal for acne prone and sensitive skin types
[Sodium PCA] It is a natural moisturizer that attracts moisture in the air to increase
moisturizing ability, and helps maintain healthy skin condition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oisture

Use

제품 특징
[CO2 레이저 수술 후 수분 유지 및 흉터 억제]

Apply an appropriate amount to the face after laser treatment.

활성 성분

[히알로 매트릭스(히알루론산,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세가지 혼합물의 조합
[세라마이드엔피] 수분 증가, 피부 자연 보호층 재생을 지원하고 수분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
을 형성
[병풀추출물] 여드름 흉터 제거 및 세포 재생;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피부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외
부 자극에서 피부 보호함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레르기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트레할로스] 뛰어난 수분 공급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토코페릴아세테이트 (비타민 E)]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
[알란토인]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피부 진
정제. 트러블 및 민감성 피부 유형에 이상적
[소듐피씨에이] 천연보습인자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력을 키워주며 수분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사용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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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MOISTURE MAX LINE
모이스춰 맥스 라인

Moisture Max Line provides long-lasting
hydration and revitalization to the skin through
the 3 steps moisturizing system (hydrating,
nourishing, protecting) by supplying not only
moisture, but also nourishment and protection
to dry, rough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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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스춰 맥스 라인은 3단계 모이춰라이징 시스템
(수분 공급, 영양 공급, 보호)을 통해 피부에 오래 지속
되는 수분 및 재생 제공하며,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보호
해줍니다.

Moisture Max Cleansing Foam
모이스춰 맥스 클렌징 폼
150ml

Special Features
[Moisturizing cleanser of rich, fine foam] Rich, fine bubbles gently clean skin
impurities not only the surface, but also the pores without irritation and prevents
dryness while maintaining essential moisture, creating a smooth skin texture.
[Protect and soothe skin] 3 types of hyaluronic acids, patented ingredient AQUAXYL,
and sodium PCA help protect and soothe the skin.
Active Ingredients
[Hyalo Matrix] Three different kinds of hyaluronic acids help moisturize the skin
[AQUAXYL] A moisturizer that combines the xylitol from the origin of the European
birch and glucose from wheat to enhance the ceramide composition on the
epidermis to keep the skin moisturized
[Sodium PCA] It is a natural moisturizer that attracts moisture in the air to increase
moisturizing ability, and helps maintain healthy skin condition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oisture
Use

Dampen the face, take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product and lather with water.
Gently massage in circular motions and rinse with lukewarm water.

제품 특징
[풍성하고 미세한 거품의 보습 클렌저] 풍성하고 미세한 거품이 모공까지 깔끔하게 클렌징 해
주어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에 보습효과까지 부여 해 주며, 매끄러운 피부 결을 만들어줍니다.
[피부 보호 및 진정효과 부여] 3중히알루론산과 특허성분인 AQUAXYL 성분, 소듐피씨에이 성
분이 피부 보호 및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 성분
[3중히알루론산] 분자량이 각기 다른 3가지의 히알루론산이 피부의 보습에 도움을 줌
[AQUAXYL] 유럽산 자작나무 유래의 자일리톨과 밀 유래의 글루코오스를 결합한 보습제로
표피에서 세라마이드 합성을 높여 보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질층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
[소듐피씨에이] 천연보습인자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력을 키워주며 수분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사용

적당량을 물과 함께 손위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문지른 다음
미온수로 헹구어 냅니다.

Moisture Max Aqua Mist
모이스춰 맥스 아쿠아 미스트
30ml / 120ml

Special Features
[Strengthening the skin moisture by using NMF] It contains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uch as polyglutamicamide, algae extract, and betaine to enhance the
moisture retention of skin. It is rich in minerals, polysaccharides, vitamins, and
amino acids, which protect skin and help increase skin elasticity.
Active Ingredients
[Hyaluronic Acid Matrix (Sodium Hyaluronate, Hydrolyed Hyaluronic Acid,
Sodium Acetylated Hyaluronate)] It induces activation of skin cells to help skin
regeneration and to relieve symptoms such as wounds and burns quickly
[Sodium PCA] It is a natural moisturizer that attracts moisture in the air to increase
moisturizing ability, and helps maintain healthy skin condition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oisture
[Xylitol (Xylityluglucoside, Anhydroxylitol, Xylitol, Water, Glucose)] Internationally
patented ingredient. Xylityluglucoside, Anhydroxylitol, Xylitol combined moisturizer.
Increase the composition of Aqua Phorin-3 on the epidermis and increase the
composition of ceramide to promote the synthesis of major proteins that are high
in the stratum layer at the same time. Excellent multi-moisturizer that increases
hyaruronic acid and NMF in the dermis layer, improving the surface of the skin
visually within 24 hours

제품 특징
[천연보습성분 함유로 인한 피부수분력강화] 폴리글루타믹애씨드, 조류추출물, 베타인 등 천
연 보습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의 수분보유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미네랄, 다당류, 비타민, 아
미노산 등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 성분
[히알루론산 복합체(Sodium Hyaluronate, Hydrolyed Hyaluronic Acid, Sodium
Acetylated Hyaluronate)] 피부세포의 활성화를 유도시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거나 상처
나 화상같은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효과를 지님
[소듐피씨에이] 천연보습인자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력을 키워주며 수분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자일리톨(Xylitylglucoside, Anhydroxylitol, Xylitol, Water, Glucose)] 국제특허원료. 자
일리틸글루코사이드, 안하이드로자일리톨, 자일리톨이 결합된 보습제. 표피에서 아쿠아 포
린-3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높여 보습을 유지하는동시에 각질층을 고성하
는 주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 진피층에서 히아루론산,
NMF를 증가시키므로 24시간 내에 피부 표면을 시각적으로 개선시키는 뛰어난 멀티 보습제

Tip(s)

Apply it to the entire face before make-up. You can spray over make-up to finish it up.
Spray it on a thin cotton pad(s) and apply on dry parts as a light mask pack.

팁

Use

Spray over the face after cleansing. You can use it as a toner or spray over makeup.
Reapply whenever necessary.

사용

메이크업전 얼굴 전면에 분사 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화장 후에 분사하여 모이스춰한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얇은 화장솜에 적당량을 분사하여 건조한 부위에 올려주어 간편한 팩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얼굴 전면에 뿌려줍니다. 토너 대신 사용하거나 메이크업 위에 사용 가능하며 필요시
마다 수시로 사용을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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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Max Hydro Moisturizer
모이스춰 맥스 하이드로 모이스춰라이저
120ml

Special Features
[Endless moisturization] The best moisturizer which absorb quickly without any
sticky feelings and becoming more moisturized over time.
[Hyaluronic acid] Excellent moisturizer that prorides smooth skin and keeps dry
skin moisturiz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atery cream form] It is moist yet soft, emulsified cream type that absorbs
quickly without stickiness. It is suitable even for those who doesn't like to use
lotion due to its stickiness or stuffiness.
Active Ingredients
[Algae Extract (Myrothamnus Flabellifolia Leaf Extract)] Growing in the middle of
South African rocks, the resistance to drying is so great that it can be used as a
moisturizing ingredient
[AQUAXYL]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patented ingredients, Xylityluglucoside,
Anhydroxylitol, and Xylitol, increases the composition of the aquaphorin-3 in the
epidermis and increases ceramide synthesis
[TRIPLE HA] A combination of 3 types of hyaluronic acid (Sodium Hyaluronate, Hydrolized
Hyaluronic Acid, Sodium Acetylated Hydrochloride) that provides excellent hydration
[Hydrolyzed Collagen] A type of marine collagen extracted from fish rich in amino
acids that has excellent skin friendliness and moisturization, and excellent absorption
helps moisturize and vitalize the skin to maintain the skin function
Use

After toner, dispense an adequate amount and apply all over the face and neck.
Gently pat to improve absorption.

제품 특징
[끝없이 차오르는 촉촉함]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보습 층을 촘촘하게 매워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 촉촉해지는 최고의 보습입니다.
[히알루론산 함유로 보습막 형성] 보습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에 매끄러운 수분
막을 형성하고 건조한 피부에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촉촉한 묽은 크림 제형]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유화 크림타입이라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끈
적이거나 답답함이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서 로션바르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가능합니다.

활성 성분
[부활초추출물(미로탐누스플라벨리폴리아잎추출물)] 남아프리카 바위틈에 자라며, 건조에 대한
내성이 매우 커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식물로 보습 컨셉으로 사용
[AQUAXYL] 국제특허원료로 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 안하이도자일리톨, 자일리톨이 결합된 보
습제로 표피에서 아쿠아 포린-3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높여 보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질층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
[TRIPLE HA] 저분자와 고분자 3가지의 히알루론산의 복합체 로 피부에 뛰어난 보습력을 가짐
[하이드로라이즈드콜라겐] 아미노산이 풍부한 어류에서 추출한 마린콜라겐의 한 종류로 피부 친
화성과 보습력이 우수하고, 뛰어난 흡수력으로 피부에 보습과 활력을 부여해 생기있는 피부 유지
에 도움을 줌
사용

토너 사용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 전체에 골고루 펴 바른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Moisture Max Hydro Cream
모이스춰 맥스 하이드로 크림

40g

Special Features
[Proper water balance] The fast and powerful moisturizing supply helps remove
skin irritation quickly and provides a glossy moisturizing film that keeps skin
moisturized for a long time.
[Moisture film formation with hyaluronic acid] Highly moisturizing hyaluronic compounds
form a smooth moisture film on the skin and keep dry skin moisturized for a long time.
[Comfort and soft texture] It has a silky feel, like a primer, and is moisturized and
neatly finished without being sticky. It's light texture is suitable to be used on oily skin.

제품 특징
[적절한 유수분 밸런스] 빠르고 강력한 보습 공급으로 피부 수분갈증을 빠르게 해소해주며,
피부를 오래오래 촉촉하고 윤기있게 지켜주는 유수분 보습막을 선사합니다.
[히알루론산 함유로 보습막 형성] 보습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에 매끄러운 수분
막을 형성하고 건조한 피부에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텍스처] 프라이머처럼 실키한 느낌으로 끈적이지 않으면서 촉촉하고 깔
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지성피부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Active Ingredients
[AQUAXYL]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patented ingredients, Xylityluglucoside,
Anhydroxylitol, and Xylitol, increases the composition of the aquaphorin-3 in the
epidermis and increases ceramide synthesis
[Ceramide NP] Increases moisture, supports renewal of the skin’s natural
protective layer, and form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moisture loss
[Hibiscus Esculentus Fruit Extract] Rich in vitamins, beta-carotene and fat-soluble
vitamins, which helps the removal of active oxygen, production of collagen, and
increases the elasticity of skin dermis layer
[Green Propolis Extract] A rare green-propolis extract from Brazil's pristine nature.
Strong antioxidants, including the vitality of Bacaris, a medicinal plant that lives
only in 3% of Brazil's land, helps to produce strong and healthy skin

활성 성분
[AQUAXYL] 국제특허원료로 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 안하이도자일리톨, 자일리톨이 결합된
보습제로 표피에서 아쿠아 포린-3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높여 보습을 유지하
는 동시에 각질층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
[세라마이드엔피] 수분 증가, 피부 자연 보호층 재생을 지원하고 수분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형성
[오크라열매추출물] 오크라는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성분,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 활성산소
제거와 콜라겐합성, 피부진피층을 탄력있게 만들어 줌
[그린프로폴리스추출물] 브라질 청정자연에서 얻은 진귀한 그린프로폴리스 추출물. 오직 브
라질 국토의 3%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약용식물 바카리스의 생명력이 담긴 강력한 항산
화 성분이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에 도움을 줌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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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nse an adequate amount at the last stage of your skincare routine, and apply
evenly to face and neck.

사용

기초 스킨케어의 마무리 단계에서 적당량을 얼굴과 목 전체에 펴 발라 흡수 시킵니다.

SERIES 04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A.C CLEARING LINE
에이씨 클리어링 라인 (CLEARING & REFINING) 정화 및 정제

A.C Clearing Line is a gentle cleansing regimen
for acne prone skin and is designed to be
used after cosmetic skin treatment. Its special
formula cleans and clarifies impurities from
your skin and tightens it without dryness or
irritation.

에이씨 클리어링 라인은 여드름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
를 위한 부드러운 화장품으로, 피부 시술 후에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포뮬라로 피부의 노폐물
을 깨끗하게 하며 건조함이나 자극 없이 피부를 활력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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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ying Cleansing Gel
퓨리파잉 클린징 젤

200ml

Special Features
[Low irritation gel cleanser] For all skin types. Completely removes makeup residue
and excretory waste. This mild glycerin-based gel cleanser is designed for skin made
sensitive by excessive face washing, use of chemical substances and antiseptics, and/or
dermatological treatments.
[Reduces excessive sebum secretion] Natural exfoliating agents, such as salicylic acid
and green tea extract, gently slough off dead skin cells and any abnormal oil buildup in the
pores. Salicylic acid and green tea extract is ideal for those with acne and/or congested
pores and an oily skin type.
[Revitalizes skin with antioxidants] Green tea extract works as a powerful antioxidant,
protecting the skin against oxidative damage. It has an immediate soothing effect on
inflamed tissue and prevents acne complications.

Active Ingredients
[Salicylic Acid] Natural exfoliating agent that gently sloughs off dead skin cells and any
abnormal oil buildup in the pores. Salicylic acid is ideal for those with acne and/or congested
pores and an oily skin type
[Camellia Sinensis (Green Tea) Leaf Extract] Powerful and natural antioxidant ingredient
[Zinc PCA] Moisturizes the skin and regulates sebum production, thereby controlling excess oil
buildup. lt is effective for helping to treat acne and eczema
[Beta-Glucan] Compound extracted from fungi and grains that strengthens the immune
system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Use

Rub an appropriate portion onto wet hands until foamy, massage onto the face
and rinse. Use twice daily, once in the morning and once in the evening.

제품 특징

[저자극 젤 클렌저]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 가능합니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순한 글리세린 젤 클렌징은 과도한 세안, 화학 물질 및 항균제 사용 및/또는 피부과 치료로 민감한 피부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를 줄입니다] 살리실산, 녹차 추출물과 같은 천연 제거제는 죽은 피부 세포와 모공의 비

정상적인 오일 축적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살리실산과 녹차 추출물은 여드름성 피부 및/또는 모공이
막힌 피부와 지성 피부 타입에 이상적입니다.

[항산화제로 피부 재생] 녹차 추출물은 산화 피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한
다. 감염된 조직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고 여드름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활성 성분

[살리실산] 천연적인 각질 제거제로써 죽은 피부 세포와 모공의 비정상적인 오일 축적을 부드럽게 제거해
줌. 살리실산은 여드름성 피부 및/또는 모공이 막힌 피부와 지성 피부 타입에 이상적
[녹차추출물] 강력하고 천연적인 산화 방지 성분

[징크피씨에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지 생산을 조절하여 과도한 오일 증축을 제어하여 여드름과 습진
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임

[베타-글루칸] 곰팡이와 곡물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항균 및 항염증 제로 작용
사용

적당량을 젖은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마사지하듯이 문지른 후 물로 씻어냅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사용합니다.

Active Control Solution
액티브 컨트롤 솔루션
120ml

Special Features
[Rebalancing and moisturizing solution for sebum control] Tea tree oil evens out sebum
production and hydration for clarified pores and healthy skin. lt is highly effective for oily, acneprone skin types.
[Calms down skin sensitized by external hazards] Portulaca oleracea extract, a natural
antioxidant, heals skin from damage, shields it from external hazards, and keeps it healthy.
[Deep hydration and maintenance] Aloe barbadensis leaf and betaine are moisturizing
ingredients that penetrate deeply into the epidermis. Hydrating, soothing, and refining, they work
immediately to repair the damages to the skin barrier.

Active Ingredient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controls sebum in the pores and refines and smooths the skin’s surface
[Salicylic Acid] Natural exfoliating agent that gently removes dead skin cells and abnormal
oil buildup in the pores; helpful for treating acne or congested pores
[Tea Tree Oil] Well-known natural astringent that eliminates sebum, tightens pores,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Niacinamide]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for skin whitening function. Its main action is
to inhibit tyrosinase production, which decreases melanin formation (0.5%)
[Zinc PCA] Moisturizes the skin and regulates sebum production, thereby controlling excess
oil buildup. lt is very effective against acne and eczema
[Aloe Barbadensis Leaf Juice 3.0%] [Beta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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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gauze mask: Cut gauze to fit the size of your face. Dampen with solution
before applying. Store the mask in refrigerator and use when needed.

Use

After cleansing, dampen a cotton pad and wipe onto skin, starting from the nose and
ending at the outer areas of the face and/or neck.

제품 특징

[피지 제어를 위한 재균형 및 수분 공급해주는 솔루션] 티트리오일은 깨끗한 모공과 건강한 피부를 위
해 피지 생산과 수분을 배출 시킵니다. 그것은 지성, 여드름 피부에 매우 효과적이다.
[외부 자극으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천연 산화 방지제인 미치현추출물은 피부를 손상
으로부터 치유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며 피부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깊은 수화 및 유지] 알로에베라잎즙와 베타인은 표피 깊숙이 침투하는 보습성 재료로 이들은 즉시
피부 보호막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수분, 진정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활성 성분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러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살리실산] 천연적인 각질 제거제로써 죽은 피부 세포와 모공의 비정상적인 오일축적을 부드럽게 제
거해줌; 여드름이나 막힌 모공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됨
[티트리오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조이고 피부에 향균성 및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
진 천연 수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효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티로시나아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작용 (0.5%)
[징크피씨에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지 생산을 조절하여 과도한 오일 증축을 제어한다. 여드름과
습진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임
[알로에베라잎즙 3.0%] [베타인 1.0%]
팁

사용

거즈 마스크: 거즈를 얼굴의 크기에 맞게 잘라주고 솔루션으로 거즈를 충분히 적셔준 후
적용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세안 후, 첫 단계에서 화장솜에 적당량을 덜어 피부결을 따라 얼굴 및/또는 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Active Control Moisturizer
액티브 컨트롤 모이스처라이저
120ml

Special Features
[Balancing oil control (Pore secretion corrector)] The ultimate solution for stressed and
oily skin, this product works to control excessive sebum production and to decrease
breakouts and redness.
[Oil control with porous polymer action] Absorbs excessive sebum, which causes
problematic skin, with the Methyl Methacrylate Crosspolymer.

Active Ingredients
[Allantoin] An effective skin soothing compound that heals damaged skin cells and
promotes new tissue growth. lt is ideal for acne prone and sensitive skin types
[Niacinamide]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for skin whitening function. Its main action is
to inhibit tyrosinase production, which decreases melanin formation (0.5%)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Sodium Hyaluronate] Natural water-binding agent with a smoothing hydration effect,
especially on skin after laser treatment
[Tea Tree Oil] Well-known natural astringent that eliminates sebum, tightens pores,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on the skin
Tip(s)

After cleansing, apply to the face, focusing on excessively oily areas. Use twice daily,
once in the morning and once in the evening.

Use

Apply before acne occurs as a preventative measure or after using Active Control Solution.

제품 특징

[오일 컨트롤 (모공 분비물 보정)] 노화와 지성피부를 위한 궁극적 솔루션인 이 제품은 과도한 피지
생산을 억제하고 여드름 형성과 붉은 피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공성 폴리머 작용을 통한 오일 제어] Methyl Methacrylate 크로스 폴리머로 피부 문제를 일으
키는 과도한 피지를 흡수합니다.

활성 성분

[알라토인]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피부 진정제.
트러블 및 민감성 피부 유형에 이상적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효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티로시나아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작용 (0.5%)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러지 피부에 진
정 효과가 있음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레이저 시술 후 피부에 원활한 수화 효과가 있는 천연 수분 결합제

[티트리오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조이고 피부에 항균성 및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천연 수렴제
팁

사용

세안 후 과잉 피지 부위에 집중해 바르세요.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각한 번씩 사용하세요.
여드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책으로 쓰거나 액티브 컨트롤 솔루션 사용 후에 바르세요.

Active Control Cream
액티브 컨트롤 크림
40g

Special Features
[Skin-soothing, antioxidant sebum control] Mushroom extract (beta glucan) controls
excessive sebum, tightens pores, rebalances oily skin, and reduces skin redness.
[Maximized double moisturizing effect] Betaine and sodium hyaluronate work to penetrate
deeply into the skin and add a protective, water-locking layer, resulting in a double moisturizing
effect. Apply to skin that is chronically affected by acne, especially to dull and dry areas.

Active Ingredient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Ceramide NP] Increases moisture, supports renewal of the skin’s natural protective layer, and
form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moisture loss
[Beta Glucan] Compound extracted from fungi and grains that strengthens the immune
system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Tea Tree Oil] Well-known natural astringent that eliminates sebum, tightens pores,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on the skin
[Niacinamide]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for skin whitening function. Its main action is to
inhibit tyrosinase production, which decreases melanin formation

Use

Apple to the entire face as a final step to your skin care procedure.

제품 특징

[피부 진정, 항산화 피지 조절] 버섯 추출물(베타 글루칸)은 과잉 피지를 조절하고, 모공을 단단히 조
이고, 지성 피부를 컨트롤하여 피부 붉어짐을 줄여줍니다.

[이중 수분 효과 최대화] 베타인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보호막을 생성함
으로써 수분 보충 효과를 2배로 증가시킵니다. 여드름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부, 특히 무뎌지
고 건조한 부위에 바르세요.

활성 성분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러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세라마이드엔피] 수분 증가, 피부 자연 보호층 재생을 지원하고 수분 손실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을 형성함
[베타-글루칸] 곰팡이와 곡물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항균 및 항염증 제로 작용

[티트리오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조이고 피부에 향균성 및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
진 천연 수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효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티로시나아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작용

사용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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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05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DERMA MAX LINE
더마 맥스 라인

Derma Max Line applies the 3 steps brightening
system (prevention brightening, pigmentation
brightening, regeneration brightening) to revive
dull skin, provide cleanliness and brightness to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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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 맥스 라인은 3단계 브라이트닝 시스템(예방미
백, 색소미백, 재생미백)을 통해 윤기없는 피부를 개
선 하여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덕용
For professional

Derma Max Brightening Serum
더마 맥스 브라이트닝 세럼
50ml / 300ml

Special Features
[Patented ingredient MADEWHITE and COS-VCE which uses vitamin-C to induce light
skin tone] It suppresses melanin formation with patented whitening agent MADEWHITE,
vitamin C, derivatives COS-VCE, and vitamin B compounds and keeps the skin
complexion bright. It also suppresses the production of free radicals and melanin by a
tripeptide, which connects by glutamic acid, cysteine, and glycine.
[Control water balance] Trehalose is a type of sugar present in the natural world such as
microorganisms, plants, and insects. It also contains sodium hyaluronate, which absorbs
moisture 1,000 times of its weight, which forms a moisturizing membrane on its skin.

Active Ingredients
[MADEWHITE(Madecassoside)] Whitening patented ingredient. It is an extract from centella
asiatica extract called tiger grass
[Niacinamide] Vitamin B complex, which suppresses pigmentation and strengthens skin barrier
[COS-VCE(3-O-Ethyl Ascorbic Acid)] Patented ingredient. Vitamin C derivatives help
whitening by stopping melanin inhibition
[Glutathione] One of the amino acids, a tripeptide which connects glutamic acid, cysteine, and
glycine, helps to whiten skin complexion by suppressing active oxygen and melanin production
[Trehalose] A type of sugar present in the natural world, possesses a superior hydration
capability and is highly effective for soothing the skin

Use

At the serum stage, dispense an adequate amount and apply over the face and neck.
Gently pat to improve absorption.

제품 특징

[특허원료인 MADEWHITE 와 비타민C유도체인 COS-VCE 로 밝은 피부톤 유지] 특허받은 미백성분인 MADEWHITE
와 비타민C 유도체인 COS-VCE, 비타민B 복합체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고, 밝은 피부톤
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아미노산중 하나인 글루탐산과 시스테인, 글리신이 연결된 tripeptide 형태인 글루타치
온으로 인하여 활성산소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하여 밝은 피부톤으로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벨런스 조절] 미생물, 식물, 곤충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질의 한 종류이며, 버섯 및 사막에서 자라는
부활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트레할로스로 피부에 촉촉함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자신의 무게에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함유로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하여 줍니다.

활성 성분

[MADEWHITE(Madecassoside)] 미백 특허 원료.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는 병풀추출물에서 추
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의 효과 및 미백효과 부여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B 복합체로, 색소침착 억제 및 피부장벽 강화 효과
[COS-VCE(3-O-Ethyl Ascorbic Acid)] 제조방법 특허 원료. 비타민C 유도체로 멜라닌 형성 억제
로 인하여 미백에 도움을 줌
[글루타치온] 아미노산중 하나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이 연결된 tripeptide 형태로, 활성산소
억제 및 멜라닌 생성 억제로 인하여 미백에 도움을 줌
[트레할로스] 미생물, 식물, 곤충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질의 한 종류. 버섯 및 사막에서 자라는 부
활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줌
사용

세안 후 세럼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 전체에 펴 발라 흡수시킵니다.

덕용
For professional

Derma Max Brightening Cream
더마 맥스 브라이트닝 크림
40g / 300g

Special Features
[Immediate whitening effect] It contains titanium dioxide, patented whitening agent MADEWHITE
and vitamin B compounds to suppress melanin formation and maintain bright skin tone.
[Adjusting the oil-water balance] Shea butter is a powerful antimicrobial plant-based agent,
which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a folk remedy in Africa, provides moisture to dry
skin to make skin moisturized. 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 contains more than 60% of
Oleic acid, a single unsaturated fat, and 14 to 22% Palmitoleic acid, the main ingredient of
parchment that protects skin with strong antibacterial action. It gives skin a fresh feeling of
use, and regulates the skin’s balance.

Active Ingredients
[MADEWHITE(Madecassoside)] Whitening patented ingredient. It is an extract from centella
asiatica extract called tiger grass
[Niacinamide] Vitamin B complex, which suppresses pigmentation and strengthens skin barrier
[COS-VCE (3-O-Ethyl Ascorbic Acid)] Patented ingredient. Vitamin C derivatives help
whitening by stopping melanin inhibition
[Glutathione] One of the amino acids, a tripeptide which connects glutamic acid, cysteine, and
glycine, helps to whiten skin complexion by suppressing free radicals and melanin production
[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 Contains more than 60% of Oleic acid, a single unsaturated fat,
and 14 to 22% palmitoleic acid, the main ingredient of parchment to protect skin with strong antibacterial action. Also known as vanishing oil, which is quickly absorbed into the skin without the need
for lightness and stickiness. It helps moisturize and regenerate the skin to prevent aging and wrinkles
[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 Maintaining plant life from the fruit of the long-used cedar
tree as an African folk remedy. Rich in natural vitamin A, D, E and F, moisturizes rough, dry skin
Use

Use as the last skin care step. Apply an appropriate amount onto face and neck.
Gently pat to improve absorption. (Day / Night)

제품 특징

[즉각적인 미백 효과] 자외선 차단 성분인 티타늄디옥사이드와 특허받은 미백성분인 MADEWHITE, 비타민B 복합
체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고, 밝은 피부톤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유수분 벨런스 조절] 또한, 아프리카의 민간치료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시어나무의 열매에서 채취한 식물
성 유지로,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주며,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을 60%이
상, 강력한 항균직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의 주요성분인 팔미톨레인산을 14~22% 함유하고 있는 마카다미
마오일로, 피부에 산뜻한 사용감을 주며, 피부의 밸런스를 조절해 줍니다.

활성 성분

[MADEWHITE(Madecassoside)] 미백 특허 원료. 호랑이풀이라고도 불리는 병풀추출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의 효과 및 미백효과 부여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B 복합체로, 색소침착 억제 및 피부장벽 강화 효과
[COS-VCE(3-O-Ethyl Ascorbic Acid)] 제조방법 특허 원료. 비타민C 유도체로 멜라닌 형성 억제로 인하여 미백
에 도움을 줌
[글루타치온] 아미노산중 하나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이 연결된 tripeptide 형태로, 활성산소 억제 및 멜라닌 생
성 억제로 인하여 미백에 도움을 줌
[마카다미아오일] 단일 불포화지방인 올레인산 60% 이상 함유하고 있고, 강력한 항균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피
지의 주요 성분인 팔미톨레인산을 14 ~ 22% 함유하고 있음. 가볍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베니싱오일
(Vanishing oil : 사라지는 오일) 이라고도 불리며, 피부 보습, 재생을 도와 피부의 노화와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시어버터] 아프리카 민간치료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시어나무의 열매에서 채취한 식물성 유지. 천연비타민 A,
D, E, F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줌
사용

스킨케어 마지막단계에서 적당량을 얼굴과 목에 펴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밤 /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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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 Max Brightening Clinic
더마 맥스 브라이트닝 클리닉
50g

Special Features
[Pigmentation-correcting and whitening] Tranexamic acid and vitamin COMPLEX
help correcting pigmentation and whiten the skin.
[Cream that provides strong moisturization] It contains sievert and moisturizes your skin.
[Skin soothing cream] Asiaticoside, allantoin, and beta-glucan compounds
help soothe irritating skin.
Active Ingredients
[BEAUPLEX VH] Vitamin complex with the combination of tocopheryl acetate,
sodium ascorbyl phosphate, niacinamide, calcium pantothenate, pyridoxine HCl,
maltodextrin, sodium starch octenylsuccinate, and silica, provides whitening and
antioxidants effects
[Asiaticoside] It reduces skin irritation and helps improve skin elasticity. It provides
nutrients to improve damaged skin and skin marks
[Beta-Glucan] It is found in cell walls such as mushrooms, oats, barley, yeast,
etc. and is a natural polymer component with a regular structure. It helps with
immune-boosting and antioxidants. Skin barrier formation protects skin from skin
contamination caused by external stimuli and promotes the creation of growth
factors for epithelial tissue

Use

Use as the last skin care step. Apply an appropriate amount onto face and neck.
When skin feels extra dull and dry, may apply additional layer to the concerned area.
(Night)

제품 특징
[기미개선 및 미백 기능성] 트라넥사믹애씨드 성분과 비타민 COMPLEX성분이 기미 개선 및 미백
에 도움을 줍니다.
[촉촉한 보습력을 선사하는 크림] 시어버터 함유로 피부에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피부진정효과를 주는 크림]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과 알란토인 성분, 베타-글루칸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 성분
[BEAUPLEX VH]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 나이아신아마이드, 칼슘
판토테네이트, 피리독신에이치씨엘, 말토덱스트린, 소듐스타치옥테닐석시네이트, 실리카 복
합물로서 비타민 COMPLEX. 미백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줌
[아시아티코사이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영양을 공급해 손
상된 피부, 피부흔적 개선에 도움을 줌
[베타-글루칸] 버섯, 귀리, 보리, 효모 등 세포벽에서 발견되며 규칙적인 구조의 천연 고분자
성분이다. 면역증강 작용,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상피 세포의 성장 인자 생성 촉진함

사용

스킨케어 마지막단계에서 적당량을 얼굴과 목에 펴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집중케어가
필요한 부위에는 충분히 덧발라줍니다. (밤)

DERMA MAX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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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06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PREMIUM ACTIVE LINE
프리미엄 액티브 라인

Premium Active Line improves skin that
loses elasticity due to stress and external
environment by supplying tightening effects and
rich nourishment to help to achieve firm skin.

프리미엄 액티브 라인은 노화와 외부 환경으로 인해
탄력이 저하된 피부에 타이트닝 효과 및 풍부한 영향
을 공급해주어 탱탱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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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용
For professional

Premium Active Revival Essence
프리미엄 액티브 리바이벌 에센스
50ml / 300ml

Special Features
[Strong moisturizing premium bio-serum] Collagen is used to provide excellent
moisturization to the skin.
[Boosts skin regeneration and elasticity] Peptide compounds give skin
regeneration and elasticity.
[Skin soothing effect] Asiaticoside and allantoin compounds help soothe irritating skin.
Active Ingredients
[Hydrolyzed Collagen] More than 90% of this ingredient can be absorbed quickly
and easily by the body, helping to connect between cells. It makes skin soft by
forming a film, and helps keep skin moisturized and moist
[Asiaticoside] It reduces skin irritation and helps improve skin elasticity. It provides
nutrients to improve damaged skin and skin marks
[Madecassoside] It is an ingredient derived from a plant called centella asiatica
that helps repair damaged skin and regenerate skin. It controls excessive sebum
and helps soothe the irritated skin. It helps to reduce pigmentation, strengthen
skin's elasticity by helping to prevent aging, induces collagen and elastin synthesis.
It helps improve atopy dermatitis, tendon and itching

Use

At the serum stage, dispense an adequate amount and apply over the face and
neck. Gently pat to improve absorption.

제품 특징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바이오 세럼] 콜라겐 함유로 촉촉하고 우수한 보습감으
로 피부에 수분감을 부여합니다.
[피부 재생, 탄력을 선사해준다] 펩타이드 성분들이 피부 재생과 탄력을 부여합니다.
[피부 진정효과를 준다] 아시아티코사이드 성분과 알란토인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
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 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90% 이상 몸에 쉽고 빠르게 흡수되며, 세포와 세포 사이를 결합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한 피부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아시아티코사이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영양을 공급해 손
상된 피부, 피부흔적 개선에 도움을 줌
[마데카소사이드] 센텔라아시아티카(병풀)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를 케
어 해주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조절하며, 자극받은 피부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피부 재생을 통해 남은 흉터, 색소를 개선.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
을 준다. 노화방지,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 탄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건선,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을 줌
사용

세안 후 세럼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 전체에 펴 발라 흡수시킵니다.

Premium Active Botol Ampoule
프리미엄 액티브 보톨 앰플
30ml

Special Features
[Botox to be applied directly on the skin] It contains botulinum-derived ingredient,
a similar substance of Botox, which is effective in correcting wrinkles.
[Hyaluronic base] High-capacity hyaluronic acid keeps moisturizing defense strong.
[Demonstrate various improvement effects of wrinkles] 4 weeks of use will have
significant improvement of wrinkles.
Active Ingredients
[Soothing ingredients (centella asiatica extract, madecassoside, asiaticoside)]
The use of centella asiatica extract, madecassoside and asiaticoside will reduce
irritation of skin and provide regeneration effect
[Four peptides] Contains Acetyl Hexapeptide, TGF, IGF, and FGF to boost skin
regeneration and elasticit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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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every night after cleansing and toning, apply 4-5 drops to a dry face and neck.
Do not pat it, wait for a few seconds and then apply lotion and cream.

제품 특징
[바르는 보톡스] 보톡스 유사물질인 보툴리늄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름개선에 효과적임.
[히알루론산 베이스] 고함량의 히알루론산 사용으로 보습방어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양한 주름개선효과 입증] 4주사용만으로도 미간, 눈가, 팔자, 목 등의 주름개선뿐만 아니라
볼처짐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 성분
[진정성분 (병풀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병풀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사용으로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피부 재생 효과도 부여
[4가지 펩타이드] 아세틸헥사펩타이드, TGF, IGF, FGF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재생 및 피부의
탄력에 도움을 부가시킴

사용

매일 저녁 토너로 피부결 정돈 후 4~5방울의 앰플을 주름부위부터 얼굴과 목전체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두드리지말고 자연 흡수 시킨 후 로션과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덕용
For professional

Premium Active Eternal Eye & Face Cream
프리미엄 액티브 이터널 아이 앤 페이스 크림
40g / 300g

Special features
[Contains more than 60% of BotalixTM] Combination of patented botulinumderived ingredient and bio-antioxidants (haematococcus, deinococcus ferment
extract filtrate, marine polyphenol).
[Contains five patented ingredients] BL Fill-UP, AQUAXYLTM, COS-VCE, Acemella Oleacea
Extract, MultiEX BSASM Plus. It helps to improve six kinds of wrinkles, improve rough skin
texture, strengthen skin barriers, and has double moisturizing, and face-lifting effects.
Active Ingredients
[Botulinum-derived component] Ingredient that is similar to Botox that is effective
in improving wrinkles
[Deinococcus Ferment Extract Filtrate] An ectopic microorganism that survives in
extreme environment which has a strong life force and antioxidant effect

Use

Use every morning and evening as the last skin care step. Apply an appropriate
amount onto face and around the eyes.

제품 특징
[보탈릭스(BotalixTM) 60% 이상 함유] 특허받은 보툴리늄 유래 성분과 바이오 항산화 물질
의 결합 (해마토코쿠스, 데이노코쿠스발효추출물, 마린폴리페놀).
[5가지 특허물질 함유] BL Fill-UP, AQUAXYLTM, COS-VCE, Acemella Oleacea Extract,
MultiEX BSASM Plus. 6중 주름 개선, 거친 피부결 개선에 도움, 피부 장벽 강화, 이중 보습효과,
안면 리프팅에 도움을 줌.
활성 성분
[보툴리늄 유래 성분] 보톡스 유사 물질로 주름개선에 효과적인 성분
[데이노코수스 발효 추출물]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호극성 미생물로서 강력한 생명력과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사용

매일 아침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눈가와 얼굴전체에 펴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PREMIUM ACTIVE LINE

25

SERIES 07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AMPOULE LINE
앰플 라인

Ampoule Line is an array of concentrated serums
designed to quickly boost moisture and nutrient
levels and to increase the skin’s elasticity from
deep within. It provides complete hydration,
bolsters the skin’s natural defenses, and guards
against moisture loss for 12 to 36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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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 라인은 수분과 영양소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깊
은곳으로부터 탄력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농축 세
럼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천
연 방어를 강화하며, 12시간에서 36시간 동안 수분 손
실을 막아줍니다.

Chamomile Complex 70% Ampoule
캐모마일 컴플렉스 70% 앰플
50ml

Special Features
[Sodium chondroitin sulfate for radiant, moisturized skin] Derived from natural
mucopolysaccharides, this ingredient functions as a skin-softening and hydrating agent.
[No chemical additives - all natural formula] This product contains no chemical additives,
emulsifiers, preservatives, artificial colors, or artificial fragrances (e.g., mineral oil, PEG,
lanolin, parabens, etc.) in order to minimize skin sensitivity after skin care treatment.
Active Ingredients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Water] Highly effective at alleviating
inflammation, dryness, acne, and skin allergies
[Portulaca Oleracea Extract] Provides moisture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has a soothing effect on sensitive skin and allergic skin reactions
[Centella Asiatica Extract] Eliminates acne scars and regenerates cells; boosts
collagen, improves skin elasticity, and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hazards
[Sodium Chondroitin Sulfate] Natural mucopolysaccharide derivative. lt is used as
a skin conditioner because of its ability to soothe inflammation, restore damage,
and reinforce the skin’s intercellular matrix
Use

Apply evenly over the entire face after cleansing and toning.

제품 특징
[빛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에서 파생된 이 성분
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화학 첨가제 없음 - 모든 천연 수식] 본 제품에는 피부 관리 후 피부 민감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화학 첨가제, 유화제, 방부제, 인공색소 또는 인공 향료(예: 미네랄 오일, 피이지, 라놀린,
파라벤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 성분
[캐모마일꽃추출물] 염증, 건조함, 여드름, 피부 알러지를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미치현추출물] 수분을 공급하고 항균성 및 항염증제의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와 알러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음
[병풀추출물] 여드름 흉터 제거 및 세포 재생; 콜라겐 증가하고 피부 탄력성 향상시키며 외부
자극에서 피부 보호함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 분해물. 그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을 복구
하고, 피부의 세포간 매트릭스를 강화하는 그것의 능력 때문에 피부 촉진제로 사용됨

사용

세안 및 토닝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Hyaluron Complex 65% Ampoule
하알루론 컴플렉스 65% 앰플
50ml

Special Features
[Composed of moisture-rich compounds] Perfectly designed to hydrate and
revitalize sensitive skin. This ampoule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irritated and
extremely dry skin.
[Provides enough hydration to stabilize the skin’s biological balance] Its usage
thereby increases skin elasticity and solves chronic dryness.
[Regenerates the skin barrier] Increasing hydration up to 100% for 12-36 hours.
Active Ingredients
[Sodium Hyaluronate] Natural water-binding agent that moisturizes and soothes
[Hydrolyzed Collagen] A type of natural collagen that regenerates skin cells and
improves elasticity
[Dipotassium Glycyrrhizate] Active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extracted from licorice root that balances the skin’s pH (oil/moisture), eliminates
sebum, reduces skin irritation, and tightens pores
[Sodium PCA] It is a natural moisturizer that attracts moisture in the air to increase
moisturizing ability, and helps maintain healthy skin conditions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moisture
[Rosa Centifolia Flower Water] The presence of Vitamin C, a powerful antioxidant
in the flower helps to protect skin cells from free radicals and prevent sunburn. Its
astringent properties help tighten pores and reduce the redness and inflammation
due to distended capillaries
Use

Apply evenly over the entire face after cleansing and toning.

제품 특징
[수분 함량이 높은 화합물로 구성됨] 민감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다시 활성화하도록 고
안되었습니다.
[특히 자극을 받았고 극도로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이다] 피부의 생물학적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분 공급합니다. 따라서 피부 탄성을 높이고 만성 건조증을 해결합니다.
[피부 보호막을 다시 활성화시킴] 12-36시간 동안 수분을 100%까지 증가시킵니다.
활성 성분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천연 물 결합제임으로써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킴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탄성을 향상시키는 천연 콜라겐
[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피부의 pH (기름/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피지를 제거하고, 피
부 염증을 줄여주고, 모공을 꽉 조이는 감초에서 추출한 활성 항균제 및 항염증제
[소듐피씨에이] 천연보습인자이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력을 키워주며 수분량을
조절하여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서양장미꽃수] 꽃에서 추출한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비타민C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
호하고 햇볕에 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줌. 이 추출물은 피부를 수축시켜 모공을 단단하게
하며, 팽창된 보세혈관으로 인한 붉은 피부와 피부 염증을 줄여줌.

사용

세안 및 토닝 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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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Tree Complex 60% Ampoule
티트리 컴플랙스 60% 앰플
50ml

Special Features
[Balancing and moisturizing oil control serum] Tea tree oil balances out sebum
production and controls hydration, resulting in clarified pores and healthy skin. lt is
highly effective for oily, acne-prone skin types.
[Soothes skin sensitized by external hazards] Sodium chondroitin sulfate
replenishes moisture and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hazards.
[Skin hydration and maintenance] Biosaccharide gum-1 and trehalose are
naturally derived compounds that penetrate deeply into the epidermis. Hydrating,
soothing, and refining, they work immediately to repair damaged skin barrier.
Active Ingredients
[Biosaccharide Gum-1] Made through plant fermentation processes, this natural
skin-softening ingredient binds a layer of water to the epidermis for long lasting
moisturization. It also functions as an anti-irritant
[Sodium Chondroitin Sulfate] Natural mucopolysaccharide derivative. lt is used as a
skin conditioner because of its ability to soothe inflammation, restore damage, and
reinforce the skin’s intercellular matrix
[Tea Tree Oil] Well-known natural astringent that eliminates sebum, tightens pores,
and works as an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on the skin
[Trehalose] Possesses a superior hydration capability and is highly effective for
soothing the skin
[Allantoin] An effective skin soothing compound that heals damaged skin cells and
promotes new tissue growth. lt is ideal for acne prone and sensitive skin types
Tip(s)
Use

Dab onto acne affected areas and pat gently until absorbed.
After medical treatment, apply evenly over the entire face as an emulsion.

제품 특징
[밸런싱 및 보습 오일 컨트롤 세럼] 티트리오일은 피지 생산의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조절하여 깨끗
한 모공과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지성, 여드름 피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는 수분을 보충하고 외
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피부 수분 및 유지] 바이오사카라이드검-1과 트레할로스는 표피 깊숙이 침투하는 자연에서 파생된
화합물이다. 그들은 즉시 피부 보호막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수분, 진정 및 정제 작업을 합니다.
활성 성분
[바이오사카라이드검-1] 식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천연 피부 연화성 성분은 물을
표피와 결합시켜 오래 지속되는 보습작용을 한다. 그것은 또한 자극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 분해물. 그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을 복구
하고, 피부의 세포간 매트릭스를 강화하는 그것의 능력 때문에 피부 촉진제로 사용됨
[티트리오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조이고 피부에 항균성 및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천연 수렴제
[트레할로스] 미생물, 식물, 곤충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질의 한 종류. 버섯 및 사막에서 자
라는 부활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줌
[알라토인]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료하고 새로운 세포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피
부 진정제. 트러블 및 민감성 피부 유형에 이상적
팁

사용

여드름 부위를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깁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는 에멀전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Vitamin-C Complex 50% Ampoule
비타민-C 컴플렉스 50% 앰플
50ml

Special Features
[Vitamin C based brightening formula] Vitamin C reduces discoloration, brightens the
skin, and encourages collagen synthesis. It works well in conjunction with niacinamide to
lighten the skin.
[Skin lightening capability] Niacinamide lightens skin tone by preventing the formation of
freckles and decreasing melanin production.
[Sodium chondroitin sulfate for radiant, moisturized skin] Derived from natural
mucopolysaccharides, this ingredient functions as a skin-softening and hydrating agent.
Active Ingredients
[Ethyl Ascorbic Acid] Antioxidant that inhibits the activity of tyrosinase, thus preventing
the synthesis of melanin. It also accelerates the synthesis of collagen, improving the
skin’s elasticity and tone
[Dipotassium Glycyrrhizate] Active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gent extracted
from licorice root that balances the skin’s pH (oil/moisture), eliminates sebum, reduces
skin irritation, and tightens pores
[Niacinamide]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for skin whitening function. Its main
action is to inhibit tyrosinase production, which decreases melanin formation (2.0%)
[Biosaccharide Gum-1] Made through plant fermentation processes, this natural
skin-softening ingredient binds a layer of water to the epidermis for long lasting
moisturization. It also functions as an anti-irritant
[Peppermint Oil] Relieves itchiness and redness from sun exposure and controls sebum secretion
Tip(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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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ort the aftereffects of IPL laser treatment, apply to hyperpigmented
skin, such as age spots and freckles.
After cleansing and toning, dab an appropriate amount to problematic skin and
pat gently until absorbed.

제품 특징
[비타민 C 기반 브라이트닝 앰플] 비타민 C는 변색을 줄이고 피부를 밝게 하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그것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피부를 밝게하는 효과가 있다.
[피부 브라이트닝 기능]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주근깨 형성을 막고 멜라닌 생성을 줄여 피부톤
을 밝게 합니다.
[빛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소듐콘드로이틴설페이트] 천연 뮤코다당류에서 파생된 이 성분
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작용합니다.

활성 성분
[에칠아스코빌에텔]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멜라닌의 합성을 막는 산화 방지제.
그것은 또한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톤을 개선시킴
[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피부의 pH (기름/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피지를 제거하고, 피
부 염증을 줄여주고, 모공을 꽉 조이는 감초에서 추출한 활성 항균제 및 항염증제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효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
습니다.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티로시나아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작용 (2.0%)
[바이오사카라이드검-1] 식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천연 피부 연화성 성분은 물을
표피와 결합시켜 오래 지속되는 보습작용을 한다. 그것은 또한 자극을 방지하는 기능도 함
[페퍼민트오일] 햇빛에 노출 때문에 발생된 가려움과 붉음을 완화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함

팁

사용

IPL 레이저 시술의 후유증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대와 주근깨와 같은 과색소침칙인 피부
에 적용합니다.
세안 및 토닝 후, 적당량을 문제가 있는 피부에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SERIES 08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BIO CELL FLUID LINE
바이오 셀 플루이드 라인

Bio Cell Fluid Line has a lineup of highly functional solution that rejuvenates skin tissue through
active substances. It leads to deep penetration of highly enriched substances and maximizes
device effectiveness. Recommended professional devices such as Cryo Electroporation,
Iontophoresis, Ultrasound, Galvanic for great synergic effects.
장비의 효능을 극대화 시키고 고농축의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며 앰플 내 활성 성분이 피부
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고 기능성 앰플입니다. 바이오 셀 플루이드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장비는 일렉
트로포레레이션, 이온토포레시스, 초음파, 갈바닉, 등 피부 및 바디 관리 장비이며 최근 냉동 테라피를 이용한 크
라이오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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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sture Max Bio Cell Moisturizing Fluid
모이스춰 맥스 바이오 셀 모이스춰라이징 플루이드

A.C Clearing Bio Cell Purifying Fluid
에이씨 클리어링 바이오 셀 퓨리파잉 플루이드

2ml (12ea)

2ml (12ea)

Moisturizing Fluid re-balances skin’s pH level, protects skin from dehydrating,
maintains skin elasticity, avocado fruit extract in the fluid protects skin from
damage by improving skin’s interface, prevents wrinkle by maintaining strong
hydration and moisture

Purifying Fluid prevents bacterial growth, improves and adjust skin’s problem, helps
to enhance skin protection, prevent excessive secretion of sebum, prevent skin
dehydration and aging, and helps to improve skin moisture content providing clear
and smooth skin with tea tree extract

[Active Ingredients] Allantoin,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Chamaecyparis Obtusa
Leaf Extract, Persea Gratissima (Avocado) Fruit Extract, Cornus Officinalis Fruit
Extract
[활성 성분] 알란토인, 알로에베라잎추출물, 편백나무잎추출물, 아보카도열매추출물, 산수유
추출물

[Active Ingredients] 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Extract, Chamaecyparis Obtusa
Leaf Extract, Houttuynia Cordata Extract, Allantoin
[활성 성분] 티트리추출물, 편백나무잎추출물, 어성초추출물, 알란토인

모이스춰라이징 플루이드는 피부의 pH 레벨을 재조정하며 탈수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
부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아보카도열매추출물은 피부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피부를 손상으
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에 수분과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름을 방지합니다

Derma Max Bio Cell Brightening Fluid
더마 맥스 바이오 셀 브라이트닝 플루이드

Premium Active Bio Cell Peptide Fluid
프리미엄 액티브 바이오 셀 펩타이드 플루이드

2ml (12ea)

2ml (12ea)

Brightening Fluid helps to improve skin complexion, prevent pigmentation,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against free radicals with Arbutin, provides moisture,
whitening, and elasticity along with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aging with
green tea extract

Peptide Fluid prevents and reduces fine lines and wrinkles, shows significant
skin lifting effect by increasing skin elasticity and protein binding, and enhances
regeneration of skin cells

브라이트닝 플루이드가 아부틴을 통해 거칠고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여 색소침착을 예방하
고 활성산소에 대한 보호능력을 강화합니다. 함유된 녹차추출물은 노화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동시에 수분과 미백, 탄력을 공급해줍니다

[Active Ingredients] Arbutin, Camellia Sinensis (Green Tea) Leaf Extract, Morus Alba
Bark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Extract, Niacinamide
[활성 성분] 알부틴, 녹차추출물, 상백피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30

퓨리파잉 플루이드는 티트리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트러블성 피부
를 개선 및 조정하며 피부 보호 기능을 향상시켜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피부 탈수 현상
을 막아줍니다. 피부 진정 및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화사하
고 부드럽게 가꾸어줍니다

펩타이트 플루이드가 아데노신을 통해 잔주름과 주름을 예방 및 감소시키고, 피부 탄성 및 단
백질 결합을 증가시켜 피부를 리프팅 합니다. 피부 세포의 재생력을 향상시켜줍니다

[Active Ingredients] Adenosine, Hydrolyzed Collagen, Centella Asiatica Extract, BetaGlucan
[활성 성분] 아데노신,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병풀추출물, 베타글루칸

SERIES 09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PURE AMPOULE LINE
퓨어 앰플 라인

Pure Ampoule Line has a lineup of highly functional ampoules that can be applied to an effective
and professional skin care procedure. It is suitable for all skin types and conditions, and can be
used with MTS treatment to maximize its function.
퓨어 앰플은 매일 다른 피부 컨디션 및 피부 타입에 맞춰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피부 권리를 할 수 있는 고 기능성 앰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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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 Max Pure Vitamin-C
더마 맥스 퓨어 비타민-씨
100% Vitamin-C Brightening Ampoule

Ascorbic Acid Fine Powder 0.2g / Solution 4ml (5ea)

Powder: The ascorbic acid component is in a state of being stabilized by refining
with powdery powder. When combined with the solution, it changes into an ampoule
and is rapidly absorbed, while delivering the effect to the skin without modifying.
Solution: It induces the skin’s absorption of the powder, which helps deep
penetration and strengthens the moisture of the skin surface.

Use

1. Push the pump on top of the ampoule bottle to release the vitamin-c powder.
2. When the powder is released into the solution, shake the bottle to mix it well.
3. Apply the well-mixed ampoule solution to the entire face.

Premium Active Pure Collagen
프리미엄 액티브 퓨어 콜라겐
100% Collagen Anti-Aging Ampoule

Collagen Powder 0.2g / Solution 4ml (5ea)

Powder: Purified hydrolyzed collagen from the clean waters is purified with low molecular
weight to facilitate penetration of the skin and build up the skin matrix structure firmly.
Solution: Helps aggregation of low-molecular weight powder to help deep penetration
into the skin and form a moisturizing film on the skin surface to maintain moist sk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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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ush the pump on top of the ampoule bottle to release the collagen powder.
2.When the powder is released into the solution, shake the bottle to mix it well.
3.Apply the well-mixed ampoule solution to the entire face.

It effectively removes pigmentation such as freckle and blemish and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vitamin C and arbutin, which is effective for whitening, so it maintains clean
and clear skin.
미백에 효과적인 비타민C와 알부틴 성분의 다량 함유로 기미, 잡티 등의 색소침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유지 시켜줍니다.

파우더: 아스코르빅애씨드 성분이 분말 형태의 파우더로 정제되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솔루
션과 배합 시 앰플로 변화하여 빠르게 흡수됨과 동시에 효능을 가감 없이 피부속에 전달합니다.
솔루션: 파우더의 피부 흡수를 유도하여 깊은 침투를 도와주고 피부표면의 보습력을 증각시킵니다.

사용

1. 앰플 병을 가볍게 감싸 쥔 상태에서 앰플 위 펌프를 엄지손가락으로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누릅니다.
2. 파우더가 앰플 속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흔들어 잘 섞이도록 합니다.
3. 잘 혼합된 앰플을 토너로 정리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It is very effective for skin regeneration with an ampoule that is collagen-based and
excellent effects in wrinkle improvement and promotes skin regeneration.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주름 개선 및 피부 재생 촉진에 탁월한 효능을 주는 앰플로 재생관리에 효
과적입니다.

파우더: 청정 해역에서 채집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을 저분자로 정제하여 피부침투가 용
이하며 피부 메트릭스 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줍니다.
솔루션: 저분자화된 파우더의 응집을 도와 피부 속 깊은 침투를 도와주고 피부표면에 수분보습
막을 형성하여 축축한 피부를 유지시킵니다.
사용

1.앰플 병을 가볍게 감싸 쥔 상태에서 앰플 위 펌프를 엄지손가락으로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누릅니다.
2.파우더가 앰플 속으로 이동하면 충분히 흔들어 잘 섞이도록 합니다.
3.잘 혼합된 앰플을 토너로 정리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SERIES 10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PROTECT LINE
프로텍트 라인

Protect Line is an extension of the Post Rays line-up which is designed to be used on skin that
has undergone professional skin care treatment. It safeguards the skin against UV damage and
provides a natural barrier against moisture loss to soothe and restore the skin from inside out.
프로텍트 라인은 포이트 레이 라인의 연장선이며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거친 피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UV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을 막는 천연 장벽을 제공하여 피부를 안쪽부터 진정시키고 복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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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Rays UV Protect Sun Block SPF50+ PA+++
포스트 레이 유브이 프로텍트 선 블록 SPF50+ PA+++
50g

Special Features
[Complete UV protection for stressed-out skin (SPF 50+ PA+++)] This product
protects the skin against UV radiation and prevents hyperpigmentation. It is ideal
for skin sensitized by laser treatment or other medical procedure. With zinc oxide as
its main ingredient, there is zero irritation, so it may be safely applied to extremely
sensitive and/or aging skin.
[Prevents the signs of aging from UV exposure] Complete, non-irritating UV
protection that prevents dryness and dullness in aging skin. This sun block contains
special ingredients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healthy, and the invisible matte
formula allows it to go on smooth and stay on all day.
Active Ingredients
[Zinc Oxide] Fine mineral that blocks UVA and UVB rays and reduces skin irritation
during sun exposure. It effectively deflects possible UV damage and resists against
heat and moisture loss by creating a barrier on the skin’s surface. Zinc oxide should be
used to protect against hyperpigmentation after laser treatment
[Hydrolyzed Collagen] A type of natural collagen that regenerates skin cells and
improves elasticity
[Acetyl Hexapeptide-8] Similar action to botox fillers, which increase skin elasticity
[Ubiquinone (Oxidized CoQ10)] Powerful antioxidant that prevents the skin from aging

Use

Evenly apply to the whole face as a final step to skin care (before
BB cream or foundation).

제품 특징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를 위한 완벽한 자외선 차단 (SPF 50+ PA +++)] 이 제품은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과색소침착을 방지합니다. 그것은 레이저 치료 또는 다른 의학적 치료에
의해 민감해진 피부에 이상적입니다. 징크옥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여 자극이 없으므로 극도
로 민감한 피부 및/또는 노화된 피부에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UV 노출로 인한 노화의 징후 방지] 노화 된 피부에 건조함과 둔감을 방지하는 완전, 자극 없이
자외선 차단 UV 보호. 이 선 블록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투명한 메트 수식으로 피부가 매끄럽게 하고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습니다.
활성 성분
[징크옥사이드] UVA 및 UVB 광선을 차단하고 태양 노출 시 피부 자극을 줄이는 미세 무기질.
그것은 가능한 UV 손상을 효과적으로 막고 피부 표면에 장벽을 만들어 열과 수분 손실을 방
지합니다. 징크옥사이드를 레이저 치료 후 과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탄성을 향상시키는 천연 콜라겐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보톡스 충진제와 유사한 작용
[유비퀴논 (산화 코엔자임큐텐)] 노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사용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얼굴 전체를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BB 크림
또는 파운데이션 전).

Post Rays Blemish Balm SPF36 PA++
포스트 레이 블레미쉬 밤 SPF36 PA++
50g

Triple function cosmetic (brightening, wrinkle correcting, UV protect)
3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른개선, 자외선차단)
Special Features
[Effectively protects skin against UV rays through a complex of physical and chemical filters]
[Prevents the signs of aging from UV exposure] Brightening and moisturizing, it forms an extra
smooth layer on the skin.
[Increases skin elasticity and brightens skin tone] HUBISLAB’s special formula has a highviscosity texture that enhances its cover-up capability. It provides excellent, longlasting sebum
absorption to prevent skin dullness and is paraben-free (butylparaben, methylparaben), making
it safe for everyday use.
Active Ingredients
[Zinc Oxide] Substance that physically blocks UV radiation. It protects against light
and heat, keeping sensitive/pigmented/photosensitive skin from worsening after
dermatological treatment
[Hydrolyzed Collagen] A type of natural collagen that regenerates skin cells and
improves elasticity
[Adenosine] Key energy molecule that also constitutes cell DNA. It promotes protein
synthesis and metabolic processes within the sub-epidermal cells to inhibit skin aging,
including photo-aging, wrinkle formation, and skin hardening
[Arbutin] Hypoallergenic and naturally whitening extract that neutralizes tyrosinase,
thereby stopping melanin formation. It has a powerful whitening effect on freckles,
facial moles, and hyperpigmented sk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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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ly apply to the whole face as a final step to skin care.

제품 특징
[물리적 및 화학적 필터의 복합체를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UV 노출로 인한 노화의 징후 방지] 피부톤을 밝히고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에 부드러운 레이
어를 형성합니다.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피부톤을 밝힙니다] HUBISLAB의 특수 포뮬라는 커버력을 향상시
키는 점도가 높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지 흡수
를 탁월하고 오래 지속하며 파라벤 프리 (부틸파라벤, 메칠파라벤)이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
기에 안전합니다.

활성 성분
[징크옥사이드] UV 방사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빛과 열에서 보호하여
치료 후 민감/색소/감광성의 피부를 악화하지 않도록 유지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탄성을 향상시키는 천연 콜라겐
[아데노신] DNA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에너지 분자입니다. 그것은 광피부 노화, 주름 형성, 피
부 경화를 억제하기 위해 피하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 및 대사 과정을 촉진
[알부틴] 저자극성 및 자연적인 미백 추출물은 티로시나아제를 중화시켜 멜라닌 형성을 중단
시킵니다. 그것은 주근깨, 얼굴의 점 및 색소 침착성 피부에 강력한 미백 효과를 줌

사용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얼굴 전체를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SERI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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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PIDERMA MASK LINE
에피더마 마스크 라인

e+ Epiderma Mask Line has both modeling mask for professional use and mask pack for personal use.
All three types of modeling mask contains Diatomaceous Earth that is found in the deep surface
of the sea or lake, this porous matter not only deeply hydrates and replenishes skin with various
minerals, but it also purifies skin to give a healthy glow, and Alginate which is a marine plant-based
fiber that effectively removes skin impurities and ultimately leaves skin looking smooth and radiant.
Nova Cell Masks are made specially to soothe and calm, while supplying abundant moisture and
nourishment to the skin after skin treatments at home.
에피더마 마스크 라인에는 전문적인 사용을 위한 모델링 마스크와 개인 사용을 위한 마스크 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링 마스크는 바다나 호수바닥에 쌓여 생성된 다공성 물질로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수분 배가 효
과에 탁월하며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줌으로 피부 정화 및 유해물질 흡착하여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
움을 주는 규조토와 해조류 성분의 약 20-30%를 차지하는 끈적끈적한 점성의 섬유질로 뛰어난 노폐물 제거 효과
와 매끈한 피부결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알기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바셀 마스크는 피부가 치료를 받은 후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
어진 홈케어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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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piderma Nova Cell Soothing Mask
에피더마 노바 셀 수딩 마스크

+e Epiderma Nova Cell Brightening Mask
에피더마 노바 셀 브라이트닝 마스크

Aloe, witch hazel, and allantoin have calming and soothing effects, and
are good for acne and atopic dermatitis. These ingredients are also
effective in relief damaged skin by preventing dry skin from cracking,
improving water retention, and breaking down dead skin cells to provide
soft and smooth skin

Strawberry, rose and mango extract not only have skin protection and
antioxidant effects, they also help skin toning, elasticity, anti-aging, and
lifting. By promoting the production of collagen, melanin pigmenta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appearance of blemishes and freckles, is
suppressed to help develop bright and clear skin

25g (5ea)

알로에, 위치하젤, 알란토인은 진정 및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드름 및 아토피 피부
염 등에 효과적입니다. 손상된 피부의 완화에 효과적이어서 피부가 건조해져 트는 현
상을 방지해주며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죽은 세포의 제거를 도와주어
서 거친 피부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Active Ingredients] Salicornia Herbacea Extract, Phragmites Communis Extract,
Bambusa Vulgaris Extract, Hamamelis Virginiana (Witch Hazel) Extract, Centella
Asiatica Extract,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Trehalose
[활성 성분] 퉁퉁마디추출물, 갈대추출물, 밤부사불가리스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추출
물, 병풀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트레할로오스

25g (5ea)

딸기, 장미, 망고추출물은 피부 보호효과와 항산화효과 뿐만 아니라 피부 토닝, 탄력, 노
화방지, 리프팅 등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여 밝고 깨끗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Active Ingredients] Rosa Centifolia Flower Extract, Mangifera Indica (Mango)
Fruit Extract, Fragaria Chiloensis (Strawberry) Fruit Extract, Camellia Sinensis
(Green Tea) Leaf Extract, Punica Granatum Fruit Extract, Carica Papaya (Papaya)
Fruit Extract, Pyrus Malus (Apple) Fruit Extract

[활성 성분]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망고추출물, 비치스트로베리추출물, 녹차추출물,
석류추출물, 파파야열매추출물, 사과추출물

e+ EPIDERMA MAS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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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piderma Cooling Modeling Mask
에피더마 쿨링 모델링 마스크
1kg

e+ Epiderma Cooling Modeling Mask containing Peppermint
Extract that has cooling and moisturizing functions, Alginate to
remove skin waste, both ingredients help to soothe stressed skin
and to keep skin healthy

쿨링 및 보습기능이 있는 페페민트 추출물과 함께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좋은
알기네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건강하게 가
꾸어주는 에피더마 쿨링 모델링 마스크

e+ Epiderma A.C Control Modeling Mask
에피더마 에이씨 컨트롤 모델링 마스크
1kg

e+ Epiderma A.C Control Modeling Mask containing Tea Tree
Extract and Portulaca Oleracea Extract to help repair skin function
by gently removing excess sebum and waste, reducing irritation
from the external hazardous environment
티트리추출물, 마치현추출물이 함유되어 과잉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
해주고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
는 에피더마 에이씨 컨트롤 모델링 마스크

e+ Epiderma Brightening Modeling Mask
에피더마 브라이트닝 모델링 마스크

1kg

e+ Epiderma Brightening Modeling Mask containing Vitamin C
and Kiwi Fruit Extract to help recover dry and dull skin, to brighten
skin complexion, and to re-balance skin’s pH level by supplying
moisture to maintain skin’s health
비타민씨와 키위추출물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를 밝게 가꾸어 줌과
동시에 수분공급으로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피부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에피더
마 브라이트닝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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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12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Bella Auto Microneedle Therapy System (AMTS)
벨라 오토 MTS

A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that can adjust length
of needles delicately by 0.2mm to 2.0mm
Induce collagen in the inner skin with minimal removal and damages
to the skin
Naturally improve skin condition without artificially paralysis, stiffening
and cutting the skin
Effective wound healing system is one of Bella’s unique technologies
33G needle is used to minimize the pain from rapid vertical movement
Immediate daily life is possible, right after the treatment with HUBISLAB’s
Bella Auto MTS!
●

●

●
●

바늘 길이를 0.2mm-2.0mm 까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
는 전문 피부관리 시스템
●
●
●
●
●

피부 제거나 손상 최소화 피부층에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인공 마비, 경직, 피부진단 없이 피부 상태를 자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효과적인 상처 치유 시스템은 벨라의 독특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신속한 수직 이동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33G 미세 바늘을 사용합니다.
HUBISLAB의 Bella Auto MTS로 치료 후 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

Microneedling treatment is a total skin solution from beauty to medical
purpose(wrinkle, whitening, skin complexion, collagen induction, skin
cell, stretchmark, scar, pigments, pore, cellulite and sc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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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justable needle length meter from 0.2 ~ 2.0mm

2

The core technology of MTS, adjustable 3-step speed

3

Sterilized 9 needles safely make micro channels in the skin in a

Now you can select needle’s length to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skin
It helps minimize unnecessary pain on your skin with length meter

Using 11000RPM motors, Bella Auto MTS is stable and powerful
LED light to see each step easily

short time (approx.150~200 thousand channels/5 minutes) and
delivers the active ingredients into the skin

MTS 치료는 주름, 미백, 피부톤, 콜라겐 유도, 피부 세포, 스트레치마크, 흉터, 색
소, 모공, 셀룰라이트, 두피 등 미모에서 의학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피
부 솔루션

바늘 길이를 0.2mm-2.0mm 조절 가능
피부 부의에 따라 바늘의 길이를 선택
길이가 짧아 피부에 불필요한 통증을 최소화

MTS의 핵심 기술, 조정 가능한 3단계 속도 조정
11000RPM 모터를 사용하여 벨라 오토 MTS는 안정적이고 강력함
각 단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LED 조명

9개의 바늘을 살균한 후 단시간(150~200,000채널/5분) 안에 피부
에 마이크로채널을 안전하게 만들어 활성 성분을 피부로 전달한다

HUBISLAB HUMAN BIO SCIENCE LAB

SERIES 13

COOLION-Perfect skin care appliance!
쿨이온 – 완벽한 피부 관리 기구!

Coolion's cooling function can quickly soothe damaged skin after
receiving MTS treatment
Coolion is a device that can be administered on the skin effectively
without needles or cosmetics
Almost no damage and skin irritation, compared to existing therapies, skin
penetration depth of the nutrition component the amount is greatly improved
The penetration rate of active ingredients into the dermis layer when
using Coolion reaches 80-90% while normal penetration rate without
Coolion only has 5-10%
Coolion maximizes the efficiency for treatments such as freckles,
pigmentations due to inflammation, acne, wrinkles, skin rejuvenation,
toning, whitening, lifting and nutrition

Coolion의 쿨링 기능은 MTS, 레이저 시술 후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 시킬
수 있음
Coolion은 바늘이나 화장품 없이 효과적으로 피부를 관리 할수 있는 기구이다
기존 관리법과 비교하여 피부 손상 및 자극이 거의 없이 영양 성분 피부 침투 깊
이가 크게 개선됨
Coolion을 사용할 때 활성 성분의 진피층 침투율은 80-90%이며 Coolion이

●

●

●

●

●

●

●

●

●

없는 정상 침투율은 5-10%에 불과함
Coolion은 주근깨, 염증으로 발생된 색소, 여드름, 주름, 피부재생, 토닝, 미백,
●

리프팅, 영양 등의 치료 효율을 극대화함

Soothing
진정

Rejuvenation

Nutrition

안티에이징

영양

Whitening

Toning

미백

토닝

Lifting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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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스랩
GNI CO., LTD
5F 501, 63-12, Dongtancheomdansaneop 1-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82-505-600-8880 I Fax. +82-505-333-8880 I www.hubi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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