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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원큐어 브랜드는 1996년부터 시작된 두피 탈모 관리 전
문센터인 가라사대의 노하우가 집결되어 만들어진 제품으로,
미용실, 탈모전문관리센터, 피부과 등에서 시술용으로 사용
되기 위해 개발된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전문가용 제품으로 나왔으나, 사용 편이성이 편리하고 소비
자의 두피 탈모케어 패턴이 전문적인 홈케어로 변함에 맞춰
본인 두피에 맞게 커스터 마이징하여, 전문 두피 탈모 케어
가 가능한 두피 탈모 토탈 케어 상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나만의 홈케어 KIT”



두피모근강화와뿌리볼륨을
극대화시켜주며, 탈모의근본
원인이되는두피열감을낮춰주는
두피쿨링고농축토닉세럼

스켈프토닉세럼
#모근강화 #탈모증상완화

두피모공에쌓여두피건강을
저해하는화학잔여물과각질제거를
도와주는두피전용토너

스케일링토너
#비듬케어 #모공딥클렌징

스켈프샴푸
#탈모증상완화 #패스트샴푸

스켈프젤
#수분젤트리트먼트 #단백질케어

두피와모발쿨링수분젤타입
트리트먼트로극손상모,
셀프염색전후로고농축
단백질케어가가능한
다용도단백질수분영양젤

탈모증상완화기능성샴푸로
조달청및해외아마존에서
#모발재생샴푸로 172위한제품

두피케어 탈모케어



조달청 벤처 창업 혁신 조달상품으로 조달청 납품 제품입니다.
선물세트 진행 가능합니다 



모공케어

딥클렌징

비듬케어

독소배출

보습

모공수축

Scaling Toner

두피를오래도록
청결하게

두피내독소배출화학잔여물제거



모공탄력

엉키지않는모발

두피열
쿨링

수딩진정

손상두피
손상모발
복구케어

두피보습

Scalp Gel

두피보습케어
모발보호

단백질트리트먼트
손상복구케어

쿨링 진정, 트러블 완화 트리트먼트



수분 젤 타입
#두피헤어쿨링트리트먼트
#케이원큐어 스켈프 젤



수분 젤 타입 트리트먼트로
충분하게 모발에 도포하여
흡수 시켜주면 손상 모발 복구
#단백질케어가 가능해요 

1) 단백질 케어
샴푸 후, 두피와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하얀 거품이 올라오게 흡
수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구세요!

2) 패스트 쿨링 샴푸
사용하고 있는 샴푸와 1:1로 섞어
샴푸하여 주면, 단백질 보충과 함
께 패스트 쿨링 효과를 볼 수 있습
니다.

3) 두피와 헤어 동시 트리트먼트

두피와 헤어에 함께 도포하여, 수분
과 영양 및 단백질을 보충하여 부드
럽고 윤기나는 모발로 케어합니다.
(얇은 모발의 경우 꾸준히 사용하시
면, 단백질이 흡착되어 더 튼튼한 모
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모증상완화기능성탈모케어

모근강화두피세럼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탈모케어토닉세럼

모발탄력강화

건강한모발형성을도와주는

두피전용고농축토닉세럼

모발성장주기활성화

모근세포의충분한영양을공급하여

모발성장주기를활성화

기능성성분

비타민B, 덱스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등

가려운두피케어

유수분피지

밸런싱효과

탈모증상완화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탈모케어샴푸



아마존 ‘모발재생샴푸’ 172위



태국 수출 BEST SELLER



영화제 부상으로
케이원큐어 4종이

트로피와 함께 전달 되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ISO 품질 경영, 환경 경영



유통채널

품질 경영

환경 경영

조달청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

2019 
대한민국산업대상

2019
서울어워드

베스트
아이디어상품

기능성
화장품

2020 
대한민국

소비자평가우수대상

인증 및 수상

품목별
수출인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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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수딩리바이탈에센스

바다에서찾은
피부장벽케어

미백&주름개선
화사한피부
피부결

EWG 그린등급

천연색소
무향료
천연계면활성제

미백 & 주름개선 2중 기능성



가하코스 랩씨 루미너스 솔루션

국제 특허 비타민C 유도체 함량 비교

국제특허
비타민C 유도체
COS-VCE
10% 함유

VS

국제특허
비타민C 유도체
COS-VCE
1~2% 함유



COS-VCE 효능 효과

1. 브라이트닝 효과 2. 콜라겐 생합성률



6개월간 와인 숙성 공법으로 추출하여
독성은 ▼ 효능은 ▲



BEFORE                        2 WEEKS

BEFORE                      AFTER



가하코스클래시골드겔마스크

# 하이드로겔마스크
# 금추출물 함유
# 프리미엄 홈케어 고무팩
# 쿨링 마스크겔





★ 특허 제조 공법 ★
더 얇고, 더 시원하게, 피부를 올려주는 하이드로겔 마스크



감사합니다.

WWW.KARASADAE.COM

팀장: 서혜림
Email : karasadae_28@naver.com 

Add : 경기도의왕시경수대로 257, 대영골든밸리 221호
Tel : 010-6277-0950 / 031-424-5875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