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se Once Again, 20’s아름다움보타니컬화장품 브랜드
천연약용식물에바이오 기술을더한보타니컬브랜드, 에스테틱전문화장품 ‘ROA’입니다.
뷰티콜라겐 ROA는 1300년전부터젊음을지키는묘약으로사용된천역 약용식물제 1대원료시벅톤과현
대과학의실중적연구가 결합되어탄생한순식물성화장품브랜드입니다.



세포재생 +치료기술력
Cytothesis(세포재생) + Remedy(치료법)의합성어로 Cytomedy는 ‘세포를치료하다’라는뜻

Let your 20’s Rise Once Again
’20대 때의피부로 다시 한 번 떠오르자’ 라는 의미

1,300년전부터젊음을지키는묘약으로사용된천연식물과
현대과학의실증적연구가결합되어탄생한시벅톤순식물성화장품

로아오메가세븐리페어라인





다양한 유통채널: 자체 브랜드샵



주요판매처: 해외매장

§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포루투갈(2019년: 유럽 CPNP 전제품 등록완료)

§ 중국 위생허가(REPARO 11개 완료) ROA 전제품 등록 진행중(6월 완료예정)

§ 홍콩, 대만, 베트남, 온,오프라인

§ 미국 아마존



§ 제주 롯데 면세점

§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 중원 롯데 면세점

§ 인천공항 동편 면세점

§ 신세계 면세점 본점

§ 신세계 면세점 센텀

§ SM 서울 면세점

§ 갤러리아 면세점

오프라인 판매처 : 면세점



다양한 유통채널: 백화점

§ 중국 상해 요우이 백화점 “한국 브랜드 최초 입점”
§ 중국 항저우 TOP 20 우린인타이 백화점 (REPARO)

§ 대전 선병원, 중국 메리마마, 홍풍아태 병원, 산후회복센터, Yestar 성형병원

§ 브랜드 OEM. ODM 생산의뢰



SNS마케팅 :블로그,위챗,인스타그램등



초순도 발효콜라겐(제조기술특허)

마이크로 캡슐안정화
임상데이트 완료
콜라겐 합성
세포재생(임상)

#3. 기적의 치유 열매 시벅톤 :
1300년을 이어온 식물성 오메가 7
.

로아의기술스토리
Sea Buckthorn Fruit Oil Emulsion

팔미토레익산으로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의 일
종으로 식물에서 찾아보기 드문 성분이나, 산
자나무 열매 오일을 나노 에멀젼화 시켜 시벅
톤이 지닌 오메가 7 성분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세포재생과 콜라겐 합성의 피부미용에 유효한
효과를 줍니다.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초순도 발효콜라겐

콜라겐은 모공 500~600내로 들어갈수 있도록 최대한
분자량을 작게 하기 위하여 초고압의 물에 의해 분해된
"삼중 나선 구조"의 콜라겐입니다.
피부에 도포후 피부에 남아 위력을 발휘합니다. 계속

사용 할 경우 각질층의 수분 양이 증가하고 피부 본래
의 장벽 능력도 올라갑니다.

초정광천수

#2탁월한 치료효과의
기적의 물 초정광천수

초정리 광천수는 세계광천학회에서 미국의 샤
스터, 영국의 나포리나스와 함께 세계3대 광천
수로 꼽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정리 광천수
는 수질과 성분이 가장 우수한 약수로 전해 내
려오고 있습니다.600여년 전 발견된 초정약수는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에 의하
면 세종대왕께서 2차에 걸쳐 머물며 눈병을 고
쳤고, 세조 임금 역시 피부병을 고쳤다는 기록
이 있습니다.항아토피 성분과 각종 순수 미네랄
이 풍부한 이 물은 초정 지하 100M에서 생성되
는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물입니다. 





ROA의초순도발효콜라겐특허기술
건강에 좋고, 피부에도 좋은 초정광천수와 콜라겐

만족하지 못하는 콜라겐의 효과!진정한 콜라겐의 효과를위해 제안합니다.

로아의핵심기술현황



로아의핵심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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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Sea buckthorn Oil”이어야 하나?로아의기술스토리



• 대표적오메가 7이함유된식물
• 주로말,고래기름, 마카다미아에함유, 마카다미아보다월등히높은수치를자랑
• 체내에충분히합성되지않는성분
• 피부를보호하는피지와손톱, 머리카락의핵심성분중하나
• 세포재생및콜라겐합성의유효성분으로뷰티소재로주목

 하버드의대집중연구및뷰티업계에서주목하는영양성분 Omega 7

Sea Buckthorn Omega 7의 효능

왜? “Sea buckthorn Oil”이어야 하나?로아의기술스토리

다른식물성오일에는들어있지않은오메가 7 (palmitoleic acid)성분이 함유되어
‘세포재생’과 ‘콜라겐 합성’의피부미용에유효한효과팔미토레익산으로알려진불포화
지방산의일종으로식물에서찾아보기드문성분. 
오메가 7지방산의놀라운효능은 현대에이르러미국에알려지기시작
희귀하지만강력한효능의 “MUFA(Monounsaturated Fat,불포화지방)"가언론에보도,
임상연구결과에등장



비타민성분
A,C,E

식물성오메가성분

오메가 3,6,7,9함유

항산화성분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성분

미네랄성분

천연색소성분
카로티노이드류

• 열매 – 콜라겐 재생 촉진   피부탄력 및 보습    주름예방  

• 잎, 씨 – 피부상처 보호작용,항여드름균 활성,피부영양 및 보호    

• 뿌리 – 피부염, 건성, 화상 등의 치료 항산화 항노화,피부톤 및 조직개선

피부영양 및 보호

로아의기술스토리

SEA BUCKTHORN BERRY – 영양성분
시벅톤베리는 중국 고대왕실에서도 소화제로 활용되는 식물로 중국인들이 약용식물이라는 이미지가 높은 식품
임



Ø 2015년 6월:산자나무 오일 파우더 외 특허출원

Ø 2016년 8월:산자나무+콜라겐 융합기술 개발완료(특허 외 5건)

의 기술적인 성과

Ø 2016년 11월 ROA Cytomedy 브랜드를 런칭

Ø (1)가치성분 함유량을 높이는 추출기술 개발,

Ø (2) 안전성을 높이는 제형개발

Ø (3) 산자나무추출물과 콜라겐의 융합기술 을 통해 산패로부터의 안정

성 및 주름개선효과,항산화 효과를 이끌어낸 소재 개발에 성공.

Sea Buckthorn 연구
소

로아의핵심기술현황



기술력자료

서원대학교 글로벌피부임상센터을통해
ROA제품의 핵심 원료인 시벅션오일 및 에멀젼과 캡슐의 시험을 진행
콜라겐 합성 능력과 세포활성 테스트 결과

- 기능성 고시원료 수준의 콜라겐 합성 능력 확인
- 세포 독성이 없으며 세포 활성 능력 확인



* 뷰티콜라겐 특허 및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ISO 9001/14001 >

<콜라겐을포함하는모발조성물및 그제조방법>< 저분자콜라겐의제조방법 > < 미코박테리움스메그마티스에의한
항균조성물 >

로아의기술스토리





u 유효성분의효과적사용방법 및효과

1. 기초화장마지막단또는완성후 1~2방울을손바닥에덜어 피부온도로
감싸듯이흡수시킨다.

2. 보습차단막이형성되어영양성분을 피부깊숙히침투시키며 천연오일
수분막이자연스러운 윤광효과를드립니다.

피부장벽 개선을위해서는 기초단계에서~
피부영양을위해서는기초중간단계에서~
피부광채 및영양성분잠금 블럭기초마지막 단계에서~

오일감과수분감을동시에느끼는수분폭탄!

리프팅과주름의 흔적을 지우는 오일!

▶유효성분의피부전달력 :
+보습력, 피부장벽강화, 유수분밸런스’에
+ 씨벅션오일 ‘오메가7, 플라보노이드’성분이리프팅효과및콜라겐합성과세포재생, 항산화효능.

+ 오일의산패를막기위해, 콜라겐과 한천으로오일을캡슐화한안전제형
+ 미끌, 끈적이는무거운느낌은없애고산뜻하고촉촉한사용감을살리다.

▶유효성분의안정성 : 
로아캡슐에센스는피부가 흡수할수있는 나노미터 크기로 만들어진캡슐이피부세포사이를자극없
이 이동시벽선콜라겐등풍부한영양성분을피부에 전달해줌과동시이특히 피부의 수분이 날라가는

것을방지해주고방어막을 형성하여피부의수분을 지켜주는역할을함

u 홍콩뷰티화장품협회

   하이테크기술성분권위대상



Ø 안티에이징의기능을더한페이셜오일!수분감과유분감을동시에느
끼는에센스형페이셜오일! 

Ø 계절상품이아닌 1년연중사용하는 오일제품!

Ø 에센스보다강한안티에이징과보습력, 크림보다강한 콜라겐합성과세
포재생그리고지속력을지니는오일제품

Ø 명품화장품에서앞다투어개발하는마이크로캡슐에센스. 그러나 Sea 
Buckthorn열매오일 오메가7담은브랜드는없습니다.

Ø ROA가 Sea Buckthorn 열매오일오메가7을최초로콜라겐캡슐에담
았습니다.

 ROA캡슐 에센스미리보기

규격 :5.5x5.5x13 

임상데이트 완료
콜라겐 합성
세포재생(임상)



스킨케어 제품의 생명력은피부전달력!
1. 시벅톤 열매오일에는 식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귀한 필수지방산이자 피부와 헤

어 네일건강 유지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오메가 7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재생을

돕지만 빨리 산패되고 산화되는 문제점

2. 스킨케어 제품의 생명력은 피부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부가 섭취할 수

있는 물질들로 만들어진 로아 시크릿 캡슐이 피부 세포사이를 자극없이 이동하여 원형

그대로의 Sea buckthorn OIL과, 콜라겐 등 풍부한 영양성분을 피부에 전달

3. 그물구조로 만든 캡슐을 순간 응집하여 구형의 캡슐형태를 유지하고 캡슐 속의 Sea 

Buckthorn 오일 및 피부에 도움을 주는 영양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

4. 끈적이는 오일 NO! 피부에 닿는 즉시 물처럼 가볍게 스미는 하이브리드 텍스처.       

5. 오일 추출물을 머금은 수천 개의 미세 버블이 피부에 닿는 즉시 분해돼 맑고 환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6. 수분광채, 탄력광채, 윤기광채의 3스텝 효과



씨벅톤오일 100%의단점

Ø 페이셜오일은보습력, 피부장벽강화,유수분밸런스,촉촉물광피부표현을
위 사용하는잇아이템

Ø 오일특유의끈적이고무거운질감,끈적임과번들거림등먼지에노출되어
때문에오일사용을꺼리게된다.

Ø 천연오일그중에서도순수 100%시벅톤오일은 가장빨리산패및산화로
인하여 피부가자극을느낄수있다.

Ø 시벅톤열매오일에는프라보노이드등 고유의천연색상으로인해피부가
노랗게물든다.

Ø 산화되기쉬워개봉 후시일이지나면기름의찌든향이나기도하고 그
로 인한피부트러블이발생할수도있다.

Ø 평소사용하는기초제품에섞어서 소량사용하기때문에실질적효과를기
대하기어렵다.





















전성분

Carbanated Water,Water,Butylene
Glycol,1,2Hexanediol,Glycerin,Hippopha
eRhamnoidesOil,PEG40,Hydrogenated
Castor Oil,Polygonum Multiflorum Root
Extract,FRAGRANCE,SodiumCitrate,Citr
ic Acid,Trisodium EDTA





규격 : 4.8 x 4.8 x 15.5 츠

[Ingredient]
Water,Alcohol Denat,Dipropylene Glycol,
1,2-Hexanediol,PEG-60,Hydrogenated Castor
Oil,Glycerin,Octyldodeceth-16
Fragrance,Trehalose,Sodium,Citrate,Disodium
EDTA,Citric Acid,Hippophae Rhamnoides Fruit
Oil,Carbonated Water,Hydrolyzed Collagen

































주요성분 규격 : 5.5x5.4x12





































[Ingredient] 규격 : 6x6x8





ROA 오메가7 Repair Vita collagen

l  98% 천연 피쉬 콜라겐 파우더 2% 비타민과 히알루론산 과립코팅

비타콜
라겐

l 천연 100% 콜라겐과  비타민이 만나 피부케어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비타민이코팅된노란과립콜라겐

제품의 특징

콜라겐에 부족한 비타민으로
노랗게 과립 코팅하였습니다.
WHP공법으로 생산된 초순
도 발효 콜라겐은
피부에 흡수가 용이한 500달
톤의 작은 분자량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v 초순도 발효 콜라겐 특허원료

콜라겐을 우리 몸속에 작용하게 하기 위해 초고압 효소분해 공법을 통해 필요한
콜라겐을 빠르고 높게 흡수되도록 한 초순도발표 콜라겐만의 고유기술로 만들어
진 콜라겐입니다.

Ø 1. WHP공법의 초순도 발효 콜라겐
Ø (특허번호  제10-1394230호 )







사용방법
파우더 1스푼과 비타민 토너 또는 정제수 ½스푼을 잘 저어서
희석한 다음 원하는 부위에 마사지 하듯이 바르고 토너 또는 추가하며
맛사지 해줍니다.
3~4분후에 미온수 또는 해면으로 닦아낸후 기초화장으로 마무리 하시
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봉한 용기에 나누어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보습 재생. 미백. 리프팅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TREATMENT 트리트먼트(1시간)

클렌징 효소필링 1차 팩 트리트먼트 맛사지 미용기계 장벽 바이탈케어

베이스 앰플 2차 팩 마무리 효능효과 임상데이터













2 In 1 Magic+
       

(중화제 필요 없는 매직 스트레이트제
with bond seal)



- 중화제 없이 매직펌이 가능한 아미셀 스트레이트제입니다. (복구 헤어실)

- 악성 곱슬머리를 생머리로 피는데 효과적이며,
    볼륨매직과 모발복구 및 지속력이 뛰어납니다.

■ 2 In 1 Magic+ 이란?



- 중화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최초의 신제형 매직스트레이트제입니다. 

- 초순도 발효 콜라겐이 함유된 아미셀 성분이 파괴된 큐티클 층과 모발 내부까지 침투하여

   끊어진 큐티클을 다시 복귀 시키고,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 줍니다.

- 매직 스트레이트제 도포 후 머리를 헹구지 않고 바로 시술로 들어갈 수 있어 시술 시간을

   30~40분 줄일 수 있습니다.

- 도포 후 기다리기만 해도 연화작용이 되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쉽게 매직 스트레이트

   시술이 가능 합니다.

- 흘러내리지 않는 에멀전 타입으로, 매직기 사용시에도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아 사용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술시 또는 시술후에도 펌제 특유의 잔취 현상이 없습니다.

- 모발 손상 없이 시술 가능하며, 손상모의 경우 복구까지 가능해 매직효과가 더 큽니다.

- 손상모발에 대한 모발복구 기능이 커서 전문 모발 클리닉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반곱슬은 3~4개월, 악성곱슬은 23일간 유지될 정도로 한번 시술로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2 In 1 Magic+

제품 특징



구분 2 In 1 Magic+ 타 매직 스트레이트제

구성 하나의 매직 스트레이트제 1제, 2제 나눠져 있음

시술 방법 및 시간
매직 스트레이트제 도포 후 자연방치

머리를 헹구지 않음

1제, 2제 나눠서 도포 후 자연방치.

머리를 계속 헹궈야 함

시술 후 냄새 냄새가 거의 없음 최소 5일 이상 남아있음

손상도
손상 없이 시술 가능

손상모발은 복구시술도 가능
손상 있음

유지력

일반모 또는 반곱슬모의 경우 한번 시술로

3~4개월 유지

흑인 악성곱슬모(malignant curly) 23일간 매

직유지

주기적 시술 필요

사용모발

흑인모, 곱슬모, 반곱슬모, 악성곱슬모, 손상모,

건강모,

염색모

곱슬모, 일반모, 건강모, 손상모

■ 타 매직 스트레이트제와 비교



- S-Type(Mild) 손상모(탄머리, 녹은머리 , 칼라 머리)

  손상모(탄머리, 녹은머리 포함) 매직 스트레이트제로, 별도 클리닉 없이도
  모발 복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 H-Type(Hard) 건강모
  모발 스트레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주로 건강모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2 In 1 Magic+스트레이트제 종류



- 샴푸 → 타올드라이(수분 80% 건조) → 펌제 도포 → 비닐캡 씌우기 →

자연방치 30분 → 드라이 건조 (건강모 80% 건조, 손상모 90%~100% 건조) →

  매직기 사용(손상도에 따라 150~200도에서 7~8회, 건강모 일수록 고온으로 사용)

- 참고 사항

결과확인을 위해 마지막에 물 스프레이를 뿌려 머리가 그대로면 완성.

   곱슬기가 나타나면, 매직프레스 몇 회 더 합니다.

■ 사용방법



- 아미셀(Amicell)

  천연 콜라겐 원료 아미셀은 양전하(+)를 띄며 음전하(-) 모발에 작용 모발 큐티클층과

  모피질 위에 증착 되고, 그 결과 모발에 투습된 콜라겐이 분리되지 않고 오래 유지하여,

  모발력을 강화시킵니다.

- 폴리아미노산

   모발의 아민기와 카르복실기에 공유 결합을 유도 두피 자극 없이 모발을 단단하고

   늘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 2 In 1 Magic+ 스트레이트제 주요성분 및 기능











• 본 과제 ‘모발 스타일링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저자극 원료 및교반 시스템 개발’은
   ‘저분자 콜라겐을 이용한 저자극 원료 개발및 교반 시스템 구현’

• 따라서 저분자 콜라겐을 활용하여 개발한 원료로 모발에직접 작용하여 모발을 회복 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저자극 원료

< 콜라겐의 손상 모발 적용 개념도 >





오일감과수분감을동시에느끼는수분폭탄!

정전기와열손상에
고통받는머리카락을위한!

시벅톤오일헤어에센스

윤기
.

보습.
.
탄력

No! D4, D5를 배제 했습니다.

시벅톤오일의풍부한영양성분이  손상
모발을복구시켜 줍니다.



오일감과수분감을동시에느끼는수분폭탄!

로아 시벅톤 오일 헤어에센스

Ø 젖은 모발과 두꺼운 모발에 사용하는 오일로
시벅톤 오일이 함유 되어 있고
부시시한 모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Ø 특히 건성 모발에 사용하기 좋고,
오일 에센스가 즉각적인 보습은 물론 모발을
보호하고 한올한올 윤기를 주며
모발 손상을 케어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Ø 염색, 파마와 환경적 요인 등
화학 물질에 의해 손산된 모발의 재생에 도움을 주고
드라이 시간을 줄여주며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해주고, 윤기를 부여해 줍니다.

Ø 여름철에는 자외선 보호와 습도에 의한
곱슬을 방지해주고, 겨울철에는
정전기를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Ø 데미지 케어, 빛나는 윤기, 내추럴 스타일링 효과,
촉촉한 보습, 산뜻한 정돈감,
외부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 볼륨 다운

Ø 하나의 오일로 7가지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물론
향이 좋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Ø 플로럴 향의 무난한 향기와 적당한 점도로
편안한 사용감을 주고 아르간, 카멜리아, 마룰라, 올리브
등의 7가지 오일 성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Ø 헤어 에센스는 젖은 모발에 한 번, 다 말린 모발에 한 번
이렇게총 두 번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잦은 펌, 염색 시술에 지쳐 있는 머리카락에
단비 같은 헤어 에센스로사용하세요사용법 : 샴푸후 젖은 상태에서 도포후 스타일링, 마른상태에서

한번더 도포(머리끝 살짝~)

잦은 펌과 염색, 자외선으로 부시시해진 손상모발
긴급 복구, 즉각적 효과
천연 시벅톤 오일 헤어에센스

촉촉한 모발
사용후 끈적이지 않는 손

시벅톤 오일이 풍부한 로아 시벅톤오일
헤어에센스는 모발에 잔여감 없이 빠르게
흡수되면 손상되고 거칠어진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원료 :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NO!!!
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Cyclotetrasiloxane, 

D4)
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 

D5)
ü 사이클로메티콘Cyclomethicone이(D4 / D5 )



Ø 실크 테라피 전성분 :오리지널 에센스 : 사이클로펜타실록산( D5),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디메치콘올,
사이클로헥사실록산,변성알코올,C12-15알킬벤조에이트 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에칠에스터(0.5%), 페녹시에탄올, 판테놀, 향료, 벤질벤조에이트, 헥실신남알, 리
날룰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시트로넬올,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유제놀 프로틴 앰플 :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하이드롤라이
즈드실크 (3%), 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드, 프로필렌글라이콜, 쿼터늄-80,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사이클로헥사실록산, 판테놀, 페녹시에탄올, 카프릴릴글라이콜, 헥
실렌글라이콜, 포타슘소르베이트, 향료, 벤질벤조에이트, 헥실신남알, 리날룰,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시트로넬올,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부틸페닐메칠
프로피오날, 유제놀

Ø 모로칸 오일 전성분 : Cyclopentasiloxane(D4), Dimethicone, Cyclomethicone D4,D5), Butylphenyl 
Methylpropional,

Argania Spinoza Kernel Oil(Argan Oil), Linum Usitatissimum (Linseed) Seed Extract, Parfum (Fragrance), DNC Yellow-11, DNC Red-17, 
Coumarin, Benzyl Benzoate, Alpha-Isomethyl Ionone

ü 현실은 !!! 미국,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하 D4)’ 및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하 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원료를 전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명품(90% 이상 함유)

ü 이슈 !!! 미국,캐나다와 유럽연합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하 D4)’ 및 ‘사
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하 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2020년)이다.

화장품에 정전기방지제·연화제·보습제·용제·점도조절제·모발컨디셔닝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환경 및 생태계 오염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Ø 시벅톤 오일 헤어에센스 전성분 :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
실록세인(D5) 무첨가
Dimethicon, Dimethiconol,  Vinyl Dimethicone, 
Hippophae Rhamnoides Seed Oil, 
Cyclohexasiloxane,
Trisiloxane, Fragrance





















로즈

마이크로 오일 캡슐에센스 스페셜셋트

용량: 산자나무 열매오일 캡슐에센스30ml+올인원 로숀50ml+로즈오일 캡슐에센스30ml
산자나무열매오일이 함유된 마이크로 오일 캡슐에센스와 로즈오일이 함유된
마이크로 오일 캡슐에센스,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에센스 기능을 더한
올인원 로션 50ml가 하나의 팩키지로 구성된 특판상품





로아 오세븐 리페어 비타-콜라겐

용량 : 30g
콜라겐과 시벅션 추출물이 코팅된 피부관리용 베이스 제품입니다. 
즉각적인 보습은 물론 탄력과 리프팅 효과를 주는 파우더 제품.



대용량 스킨토너 로아오세븐리페어비타민토너

용량 : 500ml
시벅션열매오일에멀젼함유
초정광천수 50%함유
피부진정,피부탄력,노폐물제거효과

Fun&Capsule 로아오세븐캡슐폼클렌징

용량 : 120ml
시벅션열매오일에멀젼,땅콩새싹추출물함유
숯캡슐과비타민캡슐함유로피부노폐물제거및영양제공
차쿌캡슐이터지면서색이변하는캡슐폼클렌징



슬림핏 다이어트 커피

용량 : (35g x 30포) x 2개입
초순도 발효 콜라겐 72% 함유로 피부 건강 및 탄력 증진 효과와
필수 아미노산 10종의 함유로 우리 몸에 필요한 대사 기능 효과를
주고 균형 잡힌 몸매 완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미노 콜라겐

용량 : 6g x 30포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치커리 추출물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줌
원두커피 맛과 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제품



Beauteecollagen co., ltd.
[Head Office / Research Center / Factory]
(songjeong-dong) Rm,502,503,506 #134 Gongdan-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kbuk-do, Korea

TEL: +82-43-212-6811~3

FAX: +82-43-212-6814

E-mail : bc_collagen@naver.com

          HOMEPAGE

KOREA URL :http://roacytomedy.com/

E-mail : bc_collagen@reparo.co.kr

           CHINA    URL :http://cn.roacytomedy.com/ 
           

ENGLISH http://en.roacytomedy.com/

E-mail : roa_cytomedy@naver.com

EUROPE    URL :  www.roacytomedy.eu

Itaiy   URL : www.roacytomedy.it  

HONGKONG    www.emc-h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