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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Naor ?
Naor International Skincare Line is a division of the European International group,
Oyimex GesmbH & Co KG, established in 1979.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formulas are the collective results of teams of
world famous chemists and herbalists using the highest-quality natural ingredients and
new leading edge skincare ingredients. All these resulted in sophisticated formulas for a
diversity of skin types and all processes, including comprehensive tests and quality
control based strictly on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These special combinations of natural plant extracts and highly concentrated
herbal extracts combined with the latest biotechnology, synergistically nourish your
skin with age-defying results.
Through Naor’s multi-active system, you receive maximum effectiveness of all the
anti-aging benefits without having to apply numerous products to your skin. All Naor
products use a patented natural biological preservative that has no harmful effects. It is
natural, fresh and an excellent multi-functional age-defying luxury brand.

Naor 는 1979 년에 창업된 유럽의 다국적기업 Oyimex GesmbH & Co.KG 의
자회사입니다.
화학자들과
최첨단

Naor

허브

바이오

스킨케어

전문가들로
피부과학의

제품의
구성된

신소재와

연구개발은
팀에

세계적으로

의해서

천연

명성

있는

화장품

이루어졌습니다.

Naor

제품은

사용하여,

특별히

식물성

추출물을

동양인의 피부에도 매우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Naor

의

모든

제품은

기존의

유해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적으로 특허된 그리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는, 안정성이 인증된 천연 바이오
방부작용효과를

이용하며,

엄격한

국제품질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매우

신선하고

안전한 순수 천연성 화장품입니다.
Naor

는

피부

번거러움으로부터
모공수축,

노화방지를
벗어나,

주름완화와

위해

제품을

기미

지금까지

단순화

주근깨

여러종류의

하여,

검버섯의

피부의

개선

제품을
보습과

등과

같은

사용해야
미백,

했던

리프팅과

복합적

효능을

극대화시키도록 개발된 고품격의 노화방지 전문 명품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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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Herbal Face Scrub Cleanser
This very gentle foaming natural scrub cleanser does not contain any harmful chemical
additives. It is made from Coconut Oil, Certified Organic Aloe Leaf Extracts and a
complex of natural Marine Brown Seaweeds for scrub. This complex seaweeds and
highly concentrated organic herbal essences exfoliate very gently your dead skin cells
and remove make-up and impurities, leaving skin perfectly clean. It is great for all skin
types, even sensitive or oily skin. Apply a small amount on wet face. Massage until
lather forms. Rinse well.
바다의 해초 추출물을 이용한 뛰어난 스크럽 기능과 그리고 천연 코코넛으로 부터
만들어진, 거품이 거의 없는 무공해성 스크럽 클린저입니다. 각질제거를 위한 해초
추출물은

피부에

전혀

자극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알로에의

뛰어난 보습효과와 함께 메이크업 및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주며, 예민한
피부 또는 지성피부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젖은 얼굴에 소량으로 맛사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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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 Glucoside and Marine Seaweed for Naor Cleanser

Naor Scrub Cleanser is "Sulfate free", "Betaine free", "EO/PO free", "DEA/MEA free",
"Harmful Chemical Preservative free". Coco glucoside is a non-ionic surfactant
(foaming agent) synthesised from coconut and glucose. It has excellent dermatological
compatibility. It is very mild on the skin. Based on the Duhring Chamber Test it has the
lowest irritation score of all common surfactants tested. It is free from ethylene oxide,
which can cause nitrosamine contamination, and free from preservatives.

클린저의 코코글루코사이드 성분

거품을 내게하는 성분)

Coco Glucoside(

클린저는 얼굴피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대부분 클린저에는, 거품을
내게하는 성분인
등과 같은

Sodium Lauryl(Laureth) Sulfate, Amomonium Lauryl(Laureth)Sulfate

Sulfate 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를 자극하고 알러지를

일으키게하며,인체에 해롭습니다.
사용하지않으며, 해로운

Naor 의

EO/PO(제초제

스크랍 클린저는 이러한

Sulfate(황산염)를

성분)등이 함유되지 않은 코코낫으로부터

추출된 천연성분인 코코 글루코사이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해로운 화학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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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Complete Solution Skin Essences
This Essence is the key product that has been developed to work synergistically with all
Naor Anti-Aging products. It is a special blend of highly concentrated herbal extracts
and a powerful combination of antioxidants that nourish your skin and reduce the
appearance of dullness and wrinkles while moisturizing. Naor Essence lightens a
pigmented skin and reveals a renewed brightening look of youth. It helps reduce
hyperpigmentation which is an excess of pigment in the skin and is often distributed
unevenly. It tightens the pores and balances your skin. This Essence is for all skin types
and is also effective on acne prone skin.
천연 식물성 농축 혼합물 사용으로, 뛰어난 모공 수축효과와 벨런스 그리고 미백,
보습, 노화방지효과 증진을 위한 제품이며, 항균력과 피부의 지방분비 억제효과로
인하여, 예민한 피부, 지성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Naor 제품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용효과의 상승작용을 극대화하게 되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세안후 데이크림, 나이트크림을 사용하기전에 한두번 가볍게 흔들어준
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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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Ultimate Day Cream
A biotechnological breakthrough, Naor Day Cream contains a unique combination of
innovative, safe, natural ingredients that tighten, lift & reduce the visible signs of skin
aging while nurturing the special needs of sun-damaged skin. It helps diminish the
appearance of dark spots caused by UV exposure while deeply moisturizing. This
product also contains a UV pearl encapsulated sunscreen filter that allows your skin to
breathe and keeps make-up looking fresh and lasting all day long. Apply to face after
using Naor Essence. Avoid contact eyes and eyelids.
낮 동안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에 영양을 주며, 공해로부터 피부의 피로를

살

켜줍
센

차

촉
깊숙
곱 잘

덜어주고, 색소침착을 억제하며, 미백과 리프팅효과 그리고 콜라겐 생성
인한 주름

흡
랫

완화와 노화방지효과를 증진시

니다. 자외선

수 되지 않도록 개발되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특히 화장이

오

됩

동안 유지

니다. 지성,

건

성 공용이며, 에

른

스를 바

진으로

단제는 피부
게

이

되고

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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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Ultimate Night Cream
Naor Night Cream is a state-of-the-art cream that significantly reduces the visible signs
of aging of the skin. Deeply moisturizing, the polypeptide formula naturally helps
revitalize the skin as you are sleeping. It tightens and lifts your look while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earance of wrinkles and discoloration like dark spots, age spots and
freckles. It is for all ages and all skin types. Apply to face after using Naor Essence.
Avoid contact eyes and eyelids.

밤 간
시

촉

동안 피부의 재생

진을

왕

촉

성하게 도우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의 완화와

뛰어난 보습, 미백 그리고 단백질 합성
증진시키는

탁월

진으로 인한 주름개선 및 노화방지효과를

한 종합 영양크림 입니다. 지성

후에 사용합니다.

건

센

성피부 공용이며, 에

른

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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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Intensive Eye Cream
The thinnest skin on the human body is around the eyes. Naor Eye Cream is a
breakthrough product which targets the three concerns surrounding the eye area, i.e.
wrinkles, dark circles and dryness. It contains a series of natural biopeptide enzymes
that reduce the appearance of wrinkles, fade dark circles and strengthen blood vessels
around the eye. It is for all skin types. Apply to your eye area. May also be applied
around your lips.

간

인

의

피부중에

제일

얇
눈

은

부분은

눈

눈
혈액 환

주위의

피부입니다.

피부과학의 신소재와 천연 식물성 추출물로 개발되어

주위의

주름,

에

다크서클,

제품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수분유지및

순

3

최첨단

뛰어난

점

바이오

가지 문제
효과를

인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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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Eye Area Care / 눈 주위의 집중관리

아이크림은 매우 특별합니다 주 성분인 핵사펩타이드
펜타 올리고펩타이드
하이룰로닉
산
등 최첨단 신소재와 천연 식물
허브추출물로 개발되어 눈주위의 주름과 다크서클 그리고 늘어진 피부에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Naor
.
,
(Acetyl hexapeptide),
/
(Palmitoyl pentapeptide),Retinol,Coenzyme Q10,
(Hyaluronic Acid), Yeast Extract, Vitamin A/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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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Whitening Skin Serum
This is concentrated with organic plant extracts. This product contains absolutely no
hydroquinone, mercury, steroids or other harmful bleaching substances. Naor Skin
Serum targets reducing the appearance of melanin pigmentation, including dark spots,
age spots, and freckles. It helps reduce hyperpigmentation which is an excess of
pigment in the skin and is often distributed unevenly. It is suitable for sensitive skin that
is prone to allergic reactions or any skin type.

태

탁월
르 것 아닙
밤

인체에 전혀 해롭지않는 농축된 고농도 천연 식물 추출물로 얼굴의 여드름자국,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상

켜줍
눈
접촉
. 센

증진시
특히

니다. 세안후

주위의

사용합니다

에

곧

를 개선하는데, 부작용 없이 그 효과를

르 ,
건조

바로 부위에 바

며

얼굴 전체에 바

는

하게

이

을 피해야 하며, 사용전 한두번 가볍게 흔들어준후에

럼

스 사용은 세

이 완전히

니다.

에만

된 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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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one Age-Defying B.B cream
- Water washable B.B Cream
- Water washable UV-pearls encapsulated
Sunscreen
- High Anti-Aging effects
-

Reduces the visible signs of skin aging
Deeply moisturizing
Certified organic plant extracts
Harmful chemical preservatives free

- Silicon free
- Talc free
- Boron Nitride free
- Solvents, Alcohol, Mineral Oils free
- No fragrance

Naor
Cover–Up Day Cream / 카버업 데이크림
This special cream has the advantages of sunscreen, a foundation and an age-defying
skincare product without the feel of a heavy mask
It has been developed by the latest biotechnology worldwide. This cream is easily
washable with water and contains absolutely no Talc, Silicone, Boron Nitride, Solvents,
Mineral oils or other harmful substances.

자외선 차단제와 색조 파운데이션이, 물에 쉽게 세척이 가능한 수용성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BB 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 사용되는 탈크(Talc), 실리콘(Silicone), 알콜, 솔벤트,
미네랄 오일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효과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미백과 리프팅효과
그리고 뛰어난 보습작용과 함께 주름살 완화와 노화방지효과를 증진시켜줍니다. 지성, 건성
공용이며, 에센스를 바른 후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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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ormulation for men's skin
- Unique blend of highly concentrated herb extracts
- Powerful skin brightening, effective against age spots
- Biopeptides for high Anti-Aging effects
- Certified organic plant extracts with high antioxidants
- Tightens the pores, lifting and firming the skin
- Deeply moisturizing
- Harmful chemical preservatives free
- Silicon free
- Solvents, Alcohol, Mineral Oils free
- No fragrance, No colors

Age-Defying Complete Solution for Men
This essential Anti-Aging product is specially formulated for men's skin. It is a unique
blend of highly concentrated herb extracts and a powerful combination of antioxidants
that nourish your skin and reduce the appearance of dullness and wrinkles while deeply
moisturizing, firming your skin and tightening the pores. This emulsion works at night
to repair and heal any small nicks and cuts caused by shaving. It can be applied in the
morning after shaving and at night. Avoid contact eyes and eyelids

에프트 쉐이브 스킨로션을 겸비한 안티에이징 남성 종합 영양크림입니다. 남성의 어두운
피부색갈을 밝게하며, 모공수축과 함께 피부의 지방 분비량을 조절하고, 항균력이 있는
천연 농축 혼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면도후 상처와 여드름성 피부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력한 노화방지 성분으로 특히 밤시간 동안 피부의 재생촉진을 왕성하게 하며, 뛰어난
보습과 함께 주름과 탄력잃은 피부의 리프팅을 위한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로 종합한 농축
고기능 제품입니다. 면도후, 그리고 나이트 크림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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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Naor is changing the face of skincare?
Naor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
졌나

자연과 최첨단 바이오 피부과학의 결합
자연으로 부터
Natural Biological Self-Preserving System / 천연 바이오 자가 방부작용

대부분의 인공 화학방부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로 부터 흡수된 방부제
성분은 혈관을 통해 온 몸으로 퍼져 인체에 축적 되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방부제는
생산자가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상업적인
이유로 첨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성분들이 천연 식물과 허브 원료의 중요한
성분들을 파괴하기 쉽다고 합니다. Naor 의 모든 제품은 기존의 유해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적으로 특허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는 천연 바이오 자가
방부작용효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A Powerful Anti-Aging Activity / 피부 노화방지를 위한 항산화작용

얼굴 주름살을 포함한 모든 노화현상은 신체의 산화작용에 의한 손상이 그 원인이라 합니다.
항산화작용은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며 또한 새로운 피부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보통 항산화물질은 비타민 A.C.E 그리고 베타 카로텐등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피부의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콜라겐 보호와 기타 질병을 막는
역활을 합니다.
Naor 의 항산화 성분 효과와 다른 제품의 항산화 효과비교.
효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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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Active Ingredients / 천연 식물성 성분
천연 식물과 허브 추출물의 배합

알로에 피부의 보습 콜라겐합성 손상된 피부리페어, 피부노화방지.
캄프리 항균력 피부리페어 모공수축 노화방지, 피부윤택, 항산화제.
케모마일 강력한 피부재생능력 피부리페어, 피부결 윤기, 항균력.
베어베리 피부미백 각질제거 노페물제거, 모공수축.
페초울리 아로마 테라피 피부스트레스 불면증, 신경안정, 피부탄력.
빌 베리 보습 피부의 활력과 윤택 부드러운 피부결, 노화방지.
코코낫 보습영양 피부수축 리프팅 피부발란스, 각질제거.
호호바 오일 강력한 보습 항산화제 주름완화, 피부영양.
말로우 항산화 여드름성 피부 각질제거 피부재생력.
에키니샤 항균성 면역증가 피부염증 여드름성 피부, 자외선보호.
엠블리카 항산화제 노화방지 미백효과 멜라닌 억제.
쉬어버터 자외선 보호효과 비타민 피부리페어, 피부보습 영양.

Aloe:
/
,
,
Comfrey:
/
,
,
,
Chamomile:
/
,
Bearberry:
/
,
,
Patchouli:
/
,
,
Bilberry:
/
,
,
Coconut:
/
,
,
Jojoba:
/
,
,
Mallo:
/
,
,
,
Echinacea:
/
,
,
,
Emblica:
/
,
,
,
Shea Butter:
/
,
E,

Moisturizing / 보습작용

; 자연으로 부터의 최고 보습효과를 주는 물질중 하나 입니다. 이 물질은
아기의 태반과 탯줄에 그리고 아기의 피부에서 발견됩니다. 피부 아래층에 있는 조직은
물과 단백질의 복합체, 그리고 하이룰로닉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이룰로닉산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50 세에 다다르면 젊었을 때 가졌던 양의 거의 50%
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부를 통해 이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야 말로 피부의 보습과
노화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Hyaluronic Acid

Collagen /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콜라겐생성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로 피부 손상의
복구능력이 떨어지고 점점 피부는 탄력과 수분을 잃게 되어, 피부의 건조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Peptides 는 일종의 변형 단백질로, 이것이 인간의 조직형성 세포로 주입되면,
세포들을 자극하여 피부밑 콜라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하이룰로닉산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자극으로 인하여, Peptides 사용 2
개월후에는, 콜라겐 합성 생산을 거의 350% 까지 도운 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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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rightening & Lightening / 피 부 미 백

의 에센스와 데이, 나이트 크림은, 여러 기능과 함께, 밝고 하얀 피부를 위하여
집중적으 로 개발된 제품으로, 사용 약 2-3 주 후부터는 스스로 얼굴 피부가 하얗게
밝아짐을 느끼게 되며, 곧바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피부톤이 달라 졌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Naor

비타민

C 와 Naor
성분의 미백효과 비교

명 아시안 자원 여성대상 테스트 결과
는 피부의 소프팅과 미백효과의 측정도.

16
ITA (Individual Typology Angle)

Naor Skin Whitening Effect / 화이트닝 효과

미백효과를 위한 많은 물질들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됨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피부미백을 위한 제품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하이드로퀴논, 크롬, 수은(Mercury)이나, 독성을 일으키는 표백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Naor 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는 천연 식물성 농축
추출물을 사용합니다. Naor 세럼은, 피부의 색소침착을 일으키는 물질이 내부로부터 종종
불균형적으로 피부에 분배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근본적으로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얼굴의 기미, 검버섯 주근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피부톤의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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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ing & Firming with the special blend of herbal extracts / 리프팅과 수축
순수 허브로 개발된, 콜라겐 합성촉진과 피부탄력을 획기적으로 돕는 새로운 개념의 식물성 신소제
입니다.센텔라 아시아티카 (Centella Asiatica(Gotu Kola)),로즈메리 (Rosemary (Rosmarinus
Officianalis)), 에키니샤 (Echinacea Augustafolia)의 세 가지 허브식물의 추출물로 연구 개발되었으며,
임상실험결과, 54%의 피부주름 개선효과(decrease superficial facial lines)와, 33%의 피부 탄력효과
(increase firmness), 18%의 리프팅효과(anti-sagging), 그리고 18%의 모공수축효과(increase skin
thickness and density)가 입증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피부상처의 치유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AntiAnti-Aging with Co Q10 / 코엔자임과 노화방지효과
코엔자임 q10 은 우리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며, 세포내의 에너지생산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결과 이물질은 피부의 조직에 활력을 주고 보습과 영양을 주어 주름을 없애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며,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실험결과,
사용 후 1 개월 후에는 32% 의 주름감소효과를 그리고 3 개월 후에는 57% 의 감소효과를 나타내며,
피부 노화방지효과는 1 개월 후에 34% 에서 그리고 3 개월 후에는 45% 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Moisturizing / 보습작용
Hyaluronic Acid; 자연으로 부터의 최고 보습효과를 주는 물질중 하나 입니다. 이 물질은 아기의
태반과 탯줄에 그리고 아기의 피부에서 발견됩니다. 피부 아래층에 있는 조직은 물과 단백질의
복합체, 그리고 하이룰로닉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이룰로닉산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 50 세에 다다르면 젊었을 때 가졌던 양의 거의 50% 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부를
통해 이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야 말로 피부의 보습과 노화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Anti-Wrinkles / 주름
Peptides;

펲타이드는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피부 밑의 근육을 자극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이러한

근육자극은 주름으로 골이 생긴 부위의 근육을 수축시켜, 주위의 근육을 평평하게 만들어 외형상
주름이 없어지게 보이게 하는 신소재입니다. 이 성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시간이 경과됨에따라
근본적으로 주름을 없애주는 동시에, 새로운 주름의 형성을 막는 효과를 내는 매우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피부주름이 복합적인
복합적인 성분들로 인하여 개선되는 과정

“Fresh”
Fresh” and Alive Cosmetics / 신선한 화장품
우리가 시중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이 공장에서 제조된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신선하게 만들어진 화장품은 그 원료들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Naor 의 모든 제품에는

히표

생산일자와 유효기간이 엄격

기됩니다.

MultiMulti-Active Systems / 단순화된 고기능 화장품

M

v

ulti-Acti e 의 처방으로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내도

사용

할필

록

개발되었습니다.

MakeMake-Up & Sun Screen / 화장과 자외선
화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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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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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외선으로 생기는 피부의 손상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않 록

여

능

러 가지 기

성의 화장품을

요가 없습니다.

수되는 것을 막아

줍

니다.

니다.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니다.

차

단제는 인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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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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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r 화장품은 다릅니다

피부의 노화는 25세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나노입자 시대입니다. 화장품 성분의 입자(100나노미터)가 피부조직의 간격
(200나노미터)보다도 작아서,침투력이 뛰어나며, 그 효과가 예전에 비해 탁월한 반면에,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성 화학성분 역시 어느때보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미백을
위해 사용되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 (Hydroquen,Cr.Hg등) 들이, 세계유명 maker
제품들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화학방부제와 기타 화학첨가물 역시 매우
해로우며, 이러한 화학물질로 인하여, 화장품 주요성분들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Naor는 자연의 천연허브추출물과 최첨단 바이오 신소제들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살아있는
화장품입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못한 놀라운 효과를 사용후 곧바로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Naor는 Consultant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일체의 상업광고없이 사용자들의 구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Naor는 무었이 다른가?
1)Certified Organic/ 보증된 유기농으로부터
Naor의 이름은 Natural(천연) 과 Organic(유기농)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농약이나
살충제없이 재배됨이 보증된, 무공해 천연성분들을 사용합니다.
2)화학방부제와 유해 화학첨가물
기존의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허된 천연바이오
자가방부작용효과를 이용하며, 색갈이나 인조향기와 기타유해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aor스크럽 클린저 는 Sulfate, Betaine, EO/PO, DEA/MEA등과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천연제품입니다
3)미백을위한 식물 추출물 과 자외선차단제
뛰어난 미백효과를위해, Naor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않은 농축된 식물추출물을 사용합니다.
데이크림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차단제가 피부깊숙이
스며드는것을 막으며, 자외선 차단효과와 그리고 화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줍니다.
4)뛰어난 기능성효과
최첨단 신소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식물성만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은, 그 안전성과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Naor는 최첨단 바이오 신소재와 천연식물성 추출물의
결합으로, 사용후 2-3주 안에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Naor의 모든 제품은 햇빛과
공기의 접촉으로 인하여,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위해, Airless펌퍼의 용기를 사용합니다.
5)신선한 화장품
화장품구입시, 그 제품이 생산일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생산된지 오래된
화장품은 대부분의 성분들이 매우 불안정 할 수도 있습니다. Naor는 생산일자를 엄격히
표기하며, 그 성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이 최대한 신선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6)단순화된 화장품
Naor 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해야했던 번거러움에서 벗어나, 단순화된
제품으로, 여러 기능과 효능을 극대화 시킨 화장품입니다.
.

{PAGE }

Naor 화장품 사용방법
1)낮에는, 스크럽클린저 - 에센스 - 데이크림 그리고 밤에는, 스크럽클린저 - 에센스 나이트크림 라인으로, 다른 기능성제품을 전혀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이 낮과 밤을 위해
충분합니다.
2)스크럽클린저는 스크럽 기능이 있어, 얼굴전체를 부드럽게 맛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루에 두번이상 사용해도 좋습니다.
3)에센스는 모공수축, PH벨런스를 위한 스킨토너와, 보습을위한 로션 그리고 피부영양과
기능성이 함유된 것으로, 세안후 데이크림, 나이트크림을 사용하기전에 한두번 가볍게
흔들어준후에 사용합니다
4)화이트닝 세럼은 필요시, 얼굴의 여드름자국, 기미, 주근깨, 검버섯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며, 세안후 곧바로 부위에 바르며,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눈주위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사용전 한두번 가볍게 흔들어 준후에 밤에만 사용합니다. 에센스
사용은 세럼이 완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합니다.
5)아이크림은 세안후 곧바로 혹은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사용전 혹은 마지막으로
사용합니다.
6)Naor 데이크림, 나이트크림은 기존의 제품들에비해 점도가 낮아, 묽고, 가벼운
크림입니다. 불필요한 성분들을 배제시키고, 일체의 왁스나 실리콘과같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센스후에 사용합니다.
7)에센스와 세럼은 많은 네추럴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사용시 한두번 흔들어
주면 좋습니다.
8)카버업 데이크림은 에센스 사용후 또는 에센스-데이크림후에 사용합니다.
9)남성용 화장품은 많은 기능이 종합된 All In One 크림으로 세안후 밤과낮으로 사용합니다.
10)Naor의 모든 제품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공기와 햇빛으로부터 차단된
용기를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따라 색갈이 부라운 색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효과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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