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자임 파우더 70g
ENZYME POWDER
민감 피부도 사용 가능한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선인장추출물
#왕귤나무씨추출물
#파파인추출물

*브러쉬 별도구매

레노덤 홈케어 
RENODERM HOMECARE

리프레싱 겔 클렌저 300g
REFRESHING GEL CLEANSER
보습작용이 뛰어난 저자극 겔 클렌저

#위치하젤워터#알파인로즈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글로코사미노글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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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셔닝 토너 300ml
CONDITIONING TONER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무알콜 토너

#제주해양심층수
#아르니카추출물
#캐모마일추출물

보타니컬 리프레싱 겔 200g
REFRESHING GEL
수분 공급이 뛰어난 진정마스크 & 세럼

#병풀추출물#판테놀#마치현추출물 

래디언스 크림 50g
RADIANCE CREAM
3가지 복합 히알루론산, 로얄젤리 추출물 
등이 함유된 강력한 수분·영양 크림

#하이드롤라이즈드글리코사미노글리칸
#로얄젤리#에델바이스추출물

마린 미스트 80ml
MARINE MIST
미네랄워터 베이스의 미스트로 
식물유래 성분들이 피부 진정 
및 강력한 수분을 공급

#미네랄워터#캐모마일꽃추출물
#아르니카꽃추출물

데이 롱 비비크림 15g
DAY LONG BB CREAM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촉촉하고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멀티 BB쿠션

#호호바씨오일 #녹차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블루벨벳 마스크 1pad / 25g
BLUE VELVET MASK
바이오셀룰로오즈 원단으로 
강력한 보습 및 즉각적인 
진정 효과의 마스크

#바이오셀룰로오즈원단#코코넛워터
#아르니카꽃추출물#캐모마일꽃추출물

폴리고눔 스킨세이버 S  15g / 50g
POLYGONUM SKIN SAVER
폴리고눔 성분과 자연 유래 성분이
함유된 손상피부 회복 크림

#폴리고눔추출물 #병풀추출물 #비타민E

뷰스틱 1EA / 2EA
BEAU STICK
인체 근육과 골격에 맞추어 고안된
제품으로 미세순환과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도자기형 미용기구

비-콤플렉스 앰플 10ml
B-COMPLEX AMPOULE
피부 탄력과 광채 선사에
도움을 주는 영양 앰플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사이아코노발아민#판테놀
#병풀추출물

프

로

텍

터

뷰

티

툴

데이 롱 선 쉴드SPF50  50g
DAY LONG SUN SHILED
자외선을 포함한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풍부한 보습감의 멀티 선 크림

#병풀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마데카식애씨드#마데카소사이드

리바이탈라이징 앰플 10ml
REVITALIZING AMPOULE
속보습을 잡아주는 코어강화 수분 앰플

#하이드롤라이즈드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
#연꽃추출물#락토바실러스발효용해물
#히비스커스꽃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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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WHITOX peel
화이톡스
다양한 피부 고민을 위한 각질주기 정상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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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은 적어지고 다운타임은 짧아진 최신 마이크로 스피큘의 각질주기 촉진 프로그램 

피부 각질 주기를 촉진하는 마이크로 스피큘(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성분이 피부 활성
작용을 도와 각질제거, 톤 업 상승, 영양공급 등의 효과를 주어 화사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피부주기 촉진 프로그램

1.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 동결건조
청정 해양 지역에서 채취한 스펀지를 동결건조 후 부드러운 파우더 성상인 마이크로 스피큘로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특수 가공한 형태

2. 안정성 & 안전성
파우더와 액티베이터가 일정한 비율로 안정적으로 블랜딩되어 있으며 pH가 피부와 
동일한 범위에 있어 자극없이 안전함

3. 뛰어난 사용성
1회 용기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생적이며, 사용성이 뛰어남

화이톡스 특징

WHITOX PEEL 화이톡스

화이톡스  소개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 클렌징 브러쉬

효       과 : 파파인 효소와 선인장 추출물이 함유되어 자극없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전처리 클렌징 단계

주요성분 :  #선인장추출물 #왕귤나무씨추출물 #파파인추출물

사용방법 : 충분히 거품을 낸 엔자임 파우더를 얼굴에 도포 후 제거한다. 

보타니컬 리프레싱 겔

효       과 : 항균, 항염작용과  보습감을 극대화하여 필링의 자극을 최소화시켜주는 1차 마스크 단계
주요성분 : #병풀추출물 #판테놀 # 마치현추출물
사용방법 : 얼굴 전체에 도포한다.

화이톡스 필 + 마린미스트

효       과 :  특수한 가공법으로 동결건조된 마이크로 스피큘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필링 작용을 하여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필링 단계

주요성분 :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로즈마리잎오일 #비타민E

사용방법 : 화이톡스 필을 이마, 볼, 코, 턱 순으로 도포 후 실리케이트를 심어준다.

블루벨벳 마스크

효       과 :  바이오셀룰로오즈 원단으로 강력한 보습효과와 즉각적인 진정효과의 마스크 단계

주요성분 :  #바이오셀룰로오즈원단 #코코넛워터 #아르니카꽃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사용방법 : 블루벨벳 마스크를 20분 방치 후 화이톡스 필을 제거한다.

마린미스트

효       과 :  미네랄워터 베이스의 미스트로 식물유래 성분들이 피부 진정 및 강력한 수분을 공급

주요성분 : #미네랄워터 #캐모마일꽃추출물 #아르니카꽃추출물

사용방법 :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래디언스 크림

효       과 : 복합 히알루론산, 로얄젤리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강력한 수분·영양을 공급해주는 단계

주요성분 : #하이드롤라이즈드글리코사미노글리칸 #로얄젤리 #에델바이스추출물

사용방법 : 얼굴에 가볍게 흡수시킨다.

데이 롱 BB 크림 SPF37 [기능성 화장품]

효       과 : 외부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주며, 붉음증 및 회복을 도와주는 마무리 커버크림

주요성분 : #호호바씨오일 #녹차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사용방법 : 얼굴에 가볍게 도포한다.

클렌징
단계

1차
마스크
단계 

필링
단계 

마스크
단계 

수분공급
단계 

마무리크림
단계 

마무리
프로텍터
단계 자연스러운

안면 리프팅
트러블 케어 &
모공 타이트닝

균일한 피부결 &
상승된 톤업

피부 컨디션 상승

화이톡스  주요성분

화이톡스가 필요하신 분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각질주기촉진
#톤업효과

로즈마리잎 오일
#피부순환촉진
#에너지부여

비타민 E
#항산화효과
#피부영양

알란토인
#자극완화
#피부보습

WHITOX PEEL
 화이톡스

화이톡스  프로토콜

화이톡스  임상자료

BEFORE BEFORE

AFTER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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