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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의 가치, 그린코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



GREEN COS INTRODUCTION

ALWAYS NEW
AND
INNOVATIVE

C O M P A N Y  I N T R O D U C T I O N ‘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비전 아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Total OEM·ODM Service, 자사만의 기술과 특허, 정확한 납기로 고객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한불 에스까다 등 국내 유명 화장품기업들의 협력회사이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의 고객망을 확보한 그린코스는 글로벌 화장품, 의약외품, 동물의약외품 제조생산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Founded in 1992, GREENCOS manufactures all cosmetic products from basic cosmetics to color 
make-up and even hair products. Its factory has acquired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e and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REENCOS, the promising cosmetic manufacturer has rich trade experience with Korea’s most 
well known cosmetic retailers including LG Household and Health Care, THE FACE SHOP and 
Hanbul Escada. Moreover, through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ts own brand and OEM/ODM 
products, now GREENCOS R&D Center shows unique and excellent performances in the cosmetic 
industry. GREENCOS's competitiveness has satisfied customers' needs.

한눈에 보는
그린코스의 역사

2013
제50회 무역의날 300만불 수출탑
LG생활건강, THE FACE SHOP 협력회사
The 3 Million(USD) Export Tower on the 
50th Trade Day
The supplier of The Face Shop and LG 
Household & Health Care

2014
INNI-BIZ (중소기업청)
INNI-BIZ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5
공장 확장이전(부천 > 김포)
제52회 무역의날 500만불 수출탑
서울사무소 확장이전(당산 > 발산)
고성장(가젤형)기업 지정(중소기업청)
Factory Expansion and Relocation 
(Bucheon > Gimpo)
The 5 Million(USD) Export Tower on the 
52nd Trade Day
Seoul Office Expansion and Relocation 
(Dangsan > Balsan)
Designated as a high growth compan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6
법인전환 그린코스㈜
동물의약외품 제조업 등록
김포공장 - ISO 22716
김포공장 - CGMP
중국 MINISO 협력업체 선정

1992
설립 (한솔화장품)
Established (Hansol cosmetics)

2007
상호변경 
(한솔화장품 > GREENCOS)
Company name change
(Hansol Cosmetics > GREENCOS)

2008
(구)부천공장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Former) Bucheon Factory ISO 9001: 
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2012
(구)부천공장 CGMP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구)부천공장 ISO 14001 : 2004
(Former) Bucheon Factory CGMP
Export Promising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Former) Bucheon Factory ISO 14001: 
2004

2017
중국 왓슨스 Cosmetic GMP audit 합격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Passed Cosmetic GMP Audit - Watson's 
(China)
Designated as a Global Hidden 
Champion

2010
기업부설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Research Institute of Corporate 
affili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GREENCOS Co., Ltd.
Manufacturer Registration of animal 
quasi-product
Gimpo Factory - ISO 22716
Gimpo Factory - CGMP
Designated as the partner company of 
MINISO(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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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8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CGMP)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신고)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공장등록증명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미국 (U.S.A)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한국 (South Korea)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그린코스 (GREENCOS)

철저한 품질관리와 
앞선 기술력의 그린코스

GREENCOS is approved by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which is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excellent 
cosmetics and quality control, and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 ardization)which is a quality control management 
system.

그린코스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로 CGMP 및
ISO 22716 인증을 받았습니다.

GREEN COS INTRODUCTION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중국 (China)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일본 (Japan)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필리핀 (Philippines)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태국 (Thailand)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대만 (Taiwan)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베트남 (Vietnam)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몽골 (Mongolia)

휘향 헤어 화장품 조성물 특허증 보습감과 사용감을 개선한 다층구조의 오일 
에센스 

침투성 향상 물질 코스메틱폼에 충진하는 방법 

DEOPROCE Aloe Vera Oasis Toner DEOPROCE Aloe Vera Oasis Emulsion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Toner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Cream

DEOPROCE Natural Perfect Solution 
Clensing Foam - Energy

DEOPROCE Natural Perfect Solution 
Clensing Foam - Green Edition - Green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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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틀조선일보 15. 09

2015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대상

Digital Chosun Ilbo 15. 09

2015 South Korea 
This year's hit product No.1

2016년 대한민국

한국경제신문 16. 03
명품브랜드대상

The Korea Economic Daily 16. 03

2016 South Korea 
Luxury Brand NO.1

2016년 소비자가 선정한

디지틀조선일보 16. 07
품질만족대상

Digital Chosun Ilbo 16. 07

2016 The Customer 
Quality Satisfaction Awards

2017년 소비자가 선정한

디지틀조선일보 17. 06
품질만족대상

Digital Chosun Ilbo 17. 06

2017 The Customer 
Quality Satisfaction Awards

그린코스

15. 12
오백만불 수출의탑

15. 12

Export Performance 5Million

그린코스

17. 01
고객감동경영대상

17. 01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Awards

수상으로 더욱 빛나는
디오프러스

Own brand of Greencos, the prize three time
Previously, Greencos got the award of the $ 3 Milion Export 
Tower. Furthermore, as winning the $ 5 Milion Export Tower, 
Greecos has achieved the brilient result in the various awards 
like the prize three time, successively.

그린코스, 자사브랜드 '디오프러스' 3관왕!
그린코스는 300만불 수출의탑의 수상에 이어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다양한 어워즈에서도 3관왕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20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GREEN COS INTRODUCTION

방영기간 : 2016. 06. 20 - 12.16

사랑에 상처 입고 미혼모가 된 한 여자가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시 
찾아온 사랑을 쟁취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겨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사랑이 오네요
SBS 아침드라마 

브랜드 협찬

방영기간 : 2015. 06. 22 - 12. 31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뒤바뀐 고부 
사이, 며느리로 전락한 시어머니와 
그 위에 시어머니로 군림하게 된 
며느리가 펼치는 관계 역전의 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 
SBS 아침드라마 

방영기간 : 2017. 07. 03 - 07. 21

BEAUTY'S CODE, 세 여자의 
뷰티라이프를 공개하다! 
언니들의 짓궃은 장난 _ 8회
미모 UP! 핫템 택배왔숑

beauty's code
네이버 TV 

한국 영화를 빛낸
스타상

2015 

시상식 협찬 및 이승기 등 
영화배우 20여 명 부상 협찬

2017. 06. 02

배우 서우림 에스테로스 협찬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

KBS 탤런트 극회 
춘계야유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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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러시아Philippines Nu Face필리핀

USA Las Vegas미국 라스베가스

세계로 진출하는
그린코스
그린코스는 글로벌 고객사를 타겟팅한 신제품 개발, 각 국가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규제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N COS INTRODUCTION

By preparing and check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smetics in 
each countries as well as new products development, Greencos has 
made efforts to advance the korean cosmetics industry to the overseas. DUBAI

U.S.A

JAPAN

IRAN

VIETNAM
CAMBODIA

MACAU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MALAYSIA
INDONESIASINGAPORE

INDIA

MONGOLIA

PHILIPPINES

CHINA

HONGKONG

CANADA

BOLIVIA

MAURITIUS

TAIWAN

LATVIA

RUSSIA

PORTUGAL

AUSTRALIA

THAILAND

MYANMAR

THAILAND
BANGLADESH

SUDAN

Hongkong Bonjour홍콩 Singapore Cruise싱가폴 크루즈 호주 Australia

China중국 Malaysia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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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DUCTS

2 0 1 7  P R O D U C T
올 해,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을 소개합니다.
꾸준히 사랑받아 오고 있는 영양크림 100g 시리즈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매력의 틴트 인 루즈까지
그린코스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 셀러로 영양감 있는 피부 보습과 색다른 메이크업을 경험해보세요. 

BEST PRODUCT

디오프러스 달팽이 리커버리 크림

1158

DEOPROCE SNAIL RECOVERY CREAM
黛芙丝蝸牛修復霜
ディオプラス 蝸牛 リカバリー クリーム 

100g / 30,000원

미백 주름개선 리뉴얼
Renewal

에스테로스 화이트닝 & 안티링클 파워 스킨 케어 세트

3003 미백 주름개선1060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스킨케어 프로그램

1142
디오프러스 씨네이크 인텐시브 링클 케어 크림
DEOPROCE SYNAKE INTENSIVE WRINKLE CARE CREAM 
黛芙丝蛇毒深層去皺護理霜
ディオプラス シネークインテンシブ リンクルケア クリーム

100g / 30,000원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유브이 디펜스 선 크림 SPF50+ PA+++
DEOPROCE UV DEFENCE SUN CREAM
黛芙丝UV防曬霜
ディオプロスUV・ディフェンス線プロテクター 

70g / 15,000원

1217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디오프러스 이지 앤 볼륨 리얼 마스카라

1521

DEOPROCE EASY & VOLUME REAL MASCARA
黛芙丝卷翹睫毛膏 
ディオプロスイージーアンボリュームリアルマスカラ

8ml / 12,000원

1082
디오프러스 스네일 리커버리 브라이트닝 앰플
DEOPROCE SNAIL RECOVERY BRIGHTENING AMPOULE
黛芙丝蝸牛修復亮彩安瓿
ディオプロスタツムリ リカバリー ブライトニング アンプル

30ml / 20,000원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1083
디오프러스 캐비어 샤이닝 턴 오버 앰플
DEOPROCE CAVIAR SHINING TURN OVER AMPOULE
黛芙丝魚子醬亮彩安瓿
ディオプロスキャビア シャイニング ターンオーバー アンプル

30ml / 20,000원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SKIN CARE PROGRAM
黛芙丝蜗牛修复护肤系列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スキンケアプログラム

스킨/로션/크림/여행용 스킨, 로션(30ml)/아이크림(10g)/슬리핑팩(10g)
Skin/Lotion/Cream/Skin, Lotion(30ml)/Eye Cream(10g)/Sleeping Pack(10g)

1 SET / 126,000원

ESTHEROCE WHITENING & ANTI-WRINKLE POWER SKIN 
CARE SET
艾思特蕾美白&抗皺能量護膚套裝
エステロスホワイトニング  &  アンチリンクル パワー スキンケアセット

스킨/로션/크림/아이크림/여행용 스킨, 로션(30ml)
Skin/Lotion/Cream/Eye Cream/Skin, Lotion(30ml)

1 SET / 95,000원

디오프러스 컬러 콤보 크림 (CC크림) SPF50+ PA+++ 
DEOPROCE COLOR COMBO CREAM
黛芙丝雙效調色CC霜 
ディオプラス カラーコンボクリーム (CCクリーム) 

40g / 45,000원

1500 1501 1502

1500

1501

1502

No. 13 라이트 베이지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디오프러스 퓨어 알로에 수딩 젤 95%
DEOPROCE PURE ALOE SOOTHING GEL 95%
黛芙丝纯正芦荟胶 
ディオプラス　ピュアアロエスージングジェル 

300ml / 9,500원

1272
휘향 주름개선 & 미백 스킨 케어 8종 세트

1050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안티 링클 세트

1133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유브이 워터풀 쿠션 SPF50+/PA+++
DEOPROCE UV WATERFUL CUSHION
黛芙丝UV水潤氣墊
デオプラス UVウォータプール クッション

14gX2 / 50,000원

1600 1601 1602

1600

1601

1602

No. 13 라이트 베이지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리필
포함

1370
디오프러스 히아루로닉 쿨링 선 젤 SPF50+ PA+++
DEOPROCE HYALURONIC COOLING SUN GEL
黛芙丝透明质酸清爽防晒凝胶
ディオプラス　ヒアルロン酸クーリング 日焼け止めジェル

50g / 12,500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1166
디오프러스 오투 버블 브라이트닝 마스크 
DEOPROCE O2 BUBBLE BRIGHTENING MASK
黛芙丝泡沫煥顏面膜
ディオプラスO2バブルブライトニングマスク

100ml / 30,000원

디오프러스 비비드 틴트 인 루즈
DEOPROCE VIVID TINT IN ROUGE
黛芙丝絢麗水潤唇彩 
ディオプロスビビッドティントインルージュ

6g / 14,000원

1789 179017881787
179317921791

에스테로스 리얼 샤인 컬러 립스틱
ESTHEROCE REAL SHINE COLOR LIPSTICK 
艾思特蕾閃耀光彩口紅 
エステロス リアルシャインカラーリップスティック

3.5g / 20,000원

3045 3046 304730443043
3050 3051 305230493048

1231
디오프러스 핸드 앤 바디 - 마유
DEOPROCE HAND&BODY -HORSE OIL
黛芙丝護手&身體乳
ディオプロスハンド&ボディー

100ml / 5,250원

2g, 25gX5 / 8,750원

랩테라피 앰플 / 랩테라피 마스크팩 5시트
LAP THERAPY AMPOULE / LAP THERAPY MASKPACK
LAP THERAPY 面膜
ラップセラピーマスクパック

1000ml / 15,500원 (흑마늘 샴푸, 아르간 샴푸 16,000원)

디오프러스 샴푸 / 린스
DEOPROCE  SHAMPOO / RINSE
黛芙丝洗髮/護髮
ディオプロスシャンプー/リンス

1389 바다제비집 아쿠아1387  달팽이 주름개선 1350 1351 흑마늘

1352 1353 아르간1348 1349 그린티

WHEE HYANG ANTI-WRINKLE & WHITENING SKIN CARE 8 SET
黛芙丝 韓方煥顏欣生8件套
フィヒャンシワ改善・美白スキンケア8種セット

화장수/유액/에센스/크림/아이크림/미백앰플(10ml)/주름개선앰플(10ml)/각질제거제(170g)
Skin/Lotion/Essence/Cream/Eye Cream/Whintening Ampoule(10ml)/Anti-wrinkle 
Ampoule(10ml)/Peeling Vegetal(170g)

1 SET / 120,000원

DEOPROCE CLEANBELLO HOMME ANTI-WRINKLE SET
笛絲克林飛樂男士抗皺套裝
ディ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ーオ厶 アンチ-リンクル セット

스킨/로션/여행용 스킨, 로션(30ml)
Skin/Lotion/Skin, Lotion(30ml)

1 SET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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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P R O D U C T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F/W 시즌 출시되는 그린코스의 신제품으로 꽃처럼 활짝 피어난 피부를 완성하세요.
동백오일과 각종 식물유래 보습성분을 함유한 크리미한 멜팅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메이크업과 피부의 
잔여 노폐물을 순하게 닦아 내어주어 세안후에도 촉촉한 꽃잎결 피부로 정돈해주는 카멜리아 플로랄 터치 클렌징 밤을 
추천합니다.

NEW
PRODUCTS

NEW PRODUCT

리뉴얼
Renewal1028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5종 세트

1 SET / 58,000원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5 SET
尊享版黛芙丝绿茶全效护肤系列5件套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スキンケア5セット

디오프러스 그린티 스킨케어 세트는 숲 속의 싱그러움을 피부에 그대로 옮겨 담은 듯 산뜻한 사용감으로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DEOPROCE GREENTEA skin care set keeps the skin moist and clear with the neat feeling while 
using it as if the freshness of forest moved onto the skin as it were
黛芙丝绿茶护肤系列化妆品为肌肤带来丛林的清新，使皮肤清爽、滋润而亮白。

디오프러스 리페어 솔루션 토너 / 에멀전

6002 6003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REPAIR SOLUTION TONER / EMULSION
黛芙丝修复解决方案化妆水/乳液
ディオプラスリペアソリューション 化粧水/乳液

지모추출물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탄탄하고 활력있게 가꾸어 주는 고영양 리페어 솔루션 토너와 에멀전입니다.

240ml / 11,000원

Deep nutrition toner, emulsion which makes skin elastic and revitalizing with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extract
含有知母根提取物，让肌肤变得更有弹力及活力的高营养妆前水
含有知母根提取物，让肌肤变得更有弹力及活力的高营养妆前乳

6004
디오프러스 리페어 솔루션 크림

미백 주름개선

100g / 12,500원

지모추출물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탄탄하고 활력있게 가꾸어 주는 고영양 리페어 솔루션 크림입니다.
Deep nutrition cream which makes skin elastic and revitalizing with Anemarr hena 
asphodeloides Bunge extract
含有知母根提取物，让肌肤变得更有弹力及活力的高营养面霜

DEOPROCE REPAIR SOLUTION CREAM
黛芙丝修复解决方案面霜
ディオプラスリペアソリューションクリーム

출시예정
Coming Soon

출시예정
Coming Soon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10 in 1 멀티 플루이드 

1139A 주름개선

150ml

DEOPROCE CLEANBELLO HOMME 10 IN 1 MULTI FLUID
黛芙丝洁净魅力男性十合一多功能乳液
ディオプラスクリーンベラオム10イン1マルチフルイド

주름개선 / 피부탄력강화 / 각질케어 / 피부결 개선 / 수분공급 / 모공케어 / 유수분밸런스 / 피부활력 / 
윤기부여 / 피부보호 10가지 기능을 한번에 담은 멀티 플루이드 에센스입니다.
Wrinkle improvement / Intension of skin elasticity / Dead skin cells care / Skin improvement / 
Supply moisture / Pore care / Oil and moisture balance / Skin vitality / Shining skin / Multi fluid 
essence to have 10 functions for skin protection at one time
抗皱/加强肌肤弹力/去角质/改善肌肤纹理/补水/改善毛孔/调整油水分均衡/活力/泽润/保护肌肤 ，
包含10种功能的多种功能FLUID精华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에너지 토너 / 에멀전

6005 6006

240ml / 9,000원

꿀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고 탄탄하게 가꾸어주며 수분을 공급해 주는 보습 토너, 에멀전입니다.
Moisturizing toner,emulsion which makes soft and firm skin by honey ingredient and supplies 
moisture
含有蜂蜜提取物，让肌肤变得更有弹力和补水的保湿妆前水 / 乳液

DEOPROCE HYDRO ENERGY TONER / EMULSION
黛芙丝保湿能量化妆水 / 乳液
ディオプラスハイドロエネルギー化粧水 / 乳液

출시예정
Coming Soon

디오프러스 쿨링 알로에 수딩젤

1405A 미백

DEOPROCE COOLING ALOE SOOTHING GEL
黛芙丝清凉芦荟胶
ディオプラス クーリング アロエスージング ジェル

130g 

외부자극으로 지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며 시원한 쿨링감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알로에 쿨링 수딩젤
Moisture aloe soothing gel provides sufficient moisturizing effects and cooling feeling to your 
skin which helps to calm down your skin.
由于外部刺激为疲劳的肌肤上清爽的补水，使肌肤镇定效果的芦荟清爽凝膏

1299A
디오프러스 허니&골드 워시오프 푸딩 팩

1889A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샴푸디오프러스 카멜리아 플로럴 터치 클렌징밤 

1397A

DEOPROCE CAMELLIA FLORAL TOUCH CLEANSING BALM
黛芙丝山茶花洗面奶
ディオプラス カメリアフローラルタッチ洗顔バーム

100ml / 20,000원

동백오일과 각종 식물유래 보습성분을 함유한 크리미한 멜팅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 메이크업과 피부
의 잔여 노폐물을 순하게 닦아 내어주어 세안후에도 촉촉한 꽃잎결 피부로 정돈해줍니다.
It gently removes make-up by containing camellia oil and various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and makes moist skin like a floral leaf after cleansing. 
山茶花精油和各种植物保湿成分，温柔去除残留物，洗漱后肌肤如雨后花朵般滋润。

DEOPROCE HONEY&GOLD WASH-OFF PUDDING PACK 
黛芙丝蜂蜜&金粉水洗布丁面膜
ディオプラス　ハニー&ゴールド 洗い流しプリンパック

110g / 12,000원

5 in 1, 각질제거+블랙헤드정리+화이트헤드관리+모공케어+촉촉보습 부드러운 아기 같은 피부를 만들어 주는 
신개념 푸딩 감촉의 팩
5 in 1, Removing dead skin cell + Cleaning up blackhead + whitehead treatment + pores care+ 
ample moisture supplement A new concept pack of pudding texture making soft babylike skin
五合一，去角质+去黑头+去白头+缩毛孔+保湿为您带来婴儿般皮肤的新概念布丁面膜

피부 친화성이 높은 마유, 촉촉한 보습인자 히아루론산과 마린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건조한 두피에 
생기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릿결로 유지해주는 샴푸
Shampoo which contains horse oil with high-affinity to skin, natural moisturizing factor 
hyaluronic acid and marine complex and vitalizes dry scalp and makes healthy and silky hair

DEOOROCE HORSE OIL HYALURONE SHAMPOO
黛芙丝马油透明质酸洗发水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ロスシャンプー

1000ml / 12,400원

内含皮肤高亲和性马油、保湿因子透明质酸以及马兰配合物，为干燥的头皮赋予健康与生机，使发
质更加健康而有光泽的黛芙丝马油透明质酸洗发露。

1317A
디오프러스 오 드 퍼퓸 - 럭셔리 골드디오프러스 오 드 퍼퓸 - 그리너리 포레스트 

1316A 출시예정
Coming Soon

출시예정
Coming Soon 2042A

디오프러스 파워 엣지 아이라이너

출시예정
Coming Soon

55ml / 30,000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고귀함을 담은 딥한 머스크 향.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는 골든 머스크의 우아함을 
담은 향수.
Deep musk scent with eternal nobility. Elegance of golden musk is not changed over the years.

DEOPROCE EAU DE PERFUME - LUXURY GOLD
黛芙丝清新淡香水
ディオキプロスオードパルファム

时光流逝也毫无变化、载满黄金般高贵的浓郁麝香香味。正如不随岁月变迁而改变价值的黄金一
样，充满高贵与优雅的香水。

55ml / 30,000원

자연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후레쉬한 그리너리 향. 나뭇잎 사이로 한줄기 햇살이 비치는 싱그러운 숲처럼 
생기 넘치는 자연의 에너지가 가득한 향수.
Fresh greenery scent feeling natural refreshing Perfume with full of natural refreshing energy 
like fresh forest with sunshine between leafs

DEOPROCE EAU DE PERFUME - GREENERY FOREST
黛芙丝清新淡香水
ディオキプロスオードパルファム

可以让人感受到清新大自然的新鲜草木绿香。正如透过丛林树叶缝隙的一缕阳光，满载自然能量与
生机的香水。

0.8g / 12,500원

엣지 있는 또렷한 눈매로 연출해주는 파워 블랙 아이라이너.
Deep musk scent with eternal nobility. Elegance of golden musk is not changed over the years.
可勾画出清晰眼部轮廓的黑色眼线液

DEOPROCE POWER EDGE EYELINER
黛芙丝鲜明眼线液
ディオプラス パワー エッジ アイライナ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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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뮤즈베라 스프라우트 에너지 에센스

땅콩새싹-바오밥™의 생장 에너지를 담아 피부 정화를 한 듯 화사한 피부로 케어해주며,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을 더해 피부를 보호진정시켜주는 뉴트럴라이징 에센스
Neutralizing Essence protecting and soothing the skin with the energy of Peanut Sprout & 
Bao-Bab™by containing hyaluronic acid and ceramide.

50ml / 26,000원

4009A4007A
뮤즈베라 스프라우트 에너지 토너

4008A
뮤즈베라 스프라우트 에너지 에멀전

130ml / 24,000원

땅콩새싹-바오밥™의 씨앗 에너지를 담아 환하게 물오른 피부로 가꾸어 주며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를 
함유하여 피부에 촉촉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모이스처라이징 토너
Moisturizing Toner making the healthy skin with seeds of Peanut Sprout & BaoBab™
makes the moisturizing layer on the skin by containing  Hyaluronic acid and Ceramide.
承载了花生芽-猴面包™的种子能量，使皮肤更加亮白而充满水分。内含透明质酸和胶原因子，可以
在皮肤表面形成保湿膜的滋润焕发化妆水。

130ml / 24,000원

땅콩새싹-바오밥™의 발아 에너지를 담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하여 지친 피부에 확력을 불어넣어주는 발아 에너지 에멀전
The energy emulsion providing the vitality on the tired skin with the energy of Peanut Sprout & 
Bao-Bab™ by containing hyaluronic acid and ceramide.
承载了花生芽-猴面包™的发芽能量，调节皮肤的油水平衡。内含透明质酸和胶原因子，为疲惫的皮
肤赋予活力的发芽能量乳液。

MUSEVERA SPROUT ENERGY TONER 
缪拉种芽能量护肤水
ミューズベラスプラウトエネルギー化粧水

MUSEVERA SPROUT ENERGY ESSENCE 
缪拉种芽能量精华
ミューズベラスプラウトエネルギーエッセンス

MUSEVERA SPROUT ENERGY EMULSION
缪拉种芽能量乳液
ミューズベラスプラウトエネルギー乳液

承载了花生芽-猴面包™的生长能量，净化皮肤，使皮肤更加娇艳。内含透明质酸和胶原因子，保护
皮肤、镇定皮肤的中性焕发精华。

뮤즈베라 바이오 티얼스 클렌징워터 

4015A
뮤즈베라 스프라우트 에너지 크림

4010A
뮤즈베라 어반 폴루아웃 선 젤 50ml(SPF50+/PA+++)

4011A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MUSEVERA SPROUT ENERGY CREAM
缪拉种芽能量面霜
ミューズベラスプラウトエネルギー

땅콩새싹-바오밥™의 농축 에너지를 담아 메말랐던 피부에 강력한 수분 에너지를 선사하며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를 성분을 더해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리바이탈 크림
The revital cream providing the rich moisture on the dry skin and making the healthy skin with 
the energy of Peanut Sprout & BaoBab™ by containing hyaluronic acid and ceramide.

50ml / 27,000원

承载了花生芽-猴面包™的浓缩能量，为干燥的皮肤补充足够的水分与能量。内含透明质酸和胶原因
子，使皮肤湿润而有光泽的修护霜。

250ml / 22,000원

바이오 모이스트 티얼스 워터™ 함유로 피부에 촉촉 보습막을 형성해주며 식물유래 복합원료를 함유하여 피부 
당김없이 촉촉하게 노폐물을 한번에 지워주는 저자극 클렌징워터
By containing the botanical composite materials, it forms the moisturizing membrane with Bio-Moist Tears 
Water™. The cleansing water of low irritation wipes away all wastes at once without a skin pulling feel.
内含生物滋润眼泪™，可在皮肤表面形成一层湿润的保护膜，并且含有从植物中提取的各种原料，使用时无紧致
感，同时滋润皮肤，可以一次性洗净所有代谢物的低刺激卸妆水。

MUSEVERA BIO TEARS CLEANSINGWATER
缪拉仿生物眼水卸妆水
ミューズベラバイオティアーズクレンジングウォーター

50ml / 23,000원

촉촉하고 부드러운 어반 폴루아웃 선 젤이 피부에 촘촘하게 밀착되어 UVA, UVB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의 3중 기능성 자외선 차단제
Moisturizing and soft texture of Pollu-out Sun Gel makes protective skin layer to your skin which 
keeps your skin more healthier protecting from UVA and UVB with 3 main function.
滋润而柔软的隔离城市污染防晒凝霜紧贴在皮肤上，使皮肤远离UVA,、UVB，更加健康。拥有美白+
改善皱纹+紫外线隔离三大功能的紫外线隔离剂。

MUSEVERA URBAN POLLUOUT SUN GEL
缪拉城市防污防晒啫喱
ミューズベラアーバンポルアウトサンジェル

뮤즈베라 바이오 리피드 케어 클렌징 젤 

200ml / 16,000원

4012A

피부친화적인 수분 배리어 콤플렉스와 순한 약산성 클렌징젤로 피지 막을 보호하여 세정 후에도 건조함없이 메
이크업과 잔여 노페물을 부드럽게 지워주는 저자극 클렌징 젤
By containing the skin-friendly moisture barrier complex and the pore care ingredients, the 
mildly acidic cleansing gel protects the sebum membrane and prevents drying after cleansing.

MUSEVERA BIO LIPID CARE CLEANSING GEL
缪拉生物脂质洁面啫喱
ミューズベラバイオリピッドケアクレンジングジェル

亲和皮肤的水分屏障配合物与温和的弱酸性卸妆水不仅可以保护皮肤，而且在洁净后毫无干燥感，
可以彻底洗净彩妆以及代谢物的低刺激卸妆水。

4014A
뮤즈베라 바이오클렌징 에그브러쉬

9,900원

모공 속 노폐물을 촘촘하게 닦아주어 메이크업과 묵을 각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클렌징해주어 매끈하고 깔끔한 
피부결을 만들어 주는 모공케어 브러쉬
Pore care brush to make smooth and clean skin by cleansing make up and dead skin cell more 
effectively by washing waste clearly from pore

MUSEVERA BIO CLEANSING EGG BRUSH
缪拉洁面刷
ミューズベラバイオクレンジングエッグブラシ

深层清除毛孔内部的代谢物，并有效而彻底的实现卸妆、去角质，使皮肤更加光滑而洁净的毛孔护理刷。

뮤즈베라 핑크 미 업 톤업 쿠션

15g / 23,000원

4017A

MUSEVERA PINK ME UP TONE UP CUSHION
缪拉粉嫩亮肤气垫
ミューズベラピンクミアップトーンアップパクト

타고난 화사한 피부처럼 러블리하고 생기 넘치는 핑크빛으로 피부를 밝혀주는 핑크 미 업톤업 쿠션입니다.
Pink tone up pact to make natural brightening and lovely refreshing pink skin.
使肌肤变得犹如出生版明亮、粉嫩的素颜湿粉饼

뮤즈베라 핑크 미 업 톤업 쿠션 (리필)

15g / 13,000원

4021A

MUSEVERA PINK ME UP TONE UP CUSHION
缪拉粉嫩亮肤气垫（替换装）
ミューズベラピンクミアップトーンアップパクト

타고난 화사한 피부처럼 러블리하고 생기 넘치는 핑크빛으로 피부를 밝혀주는 핑크 미 업톤업 쿠션입니다.
Pink tone up pact to make natural brightening and lovely refreshing pink skin.
使肌肤变得犹如出生版明亮、粉嫩的素颜湿粉饼

뮤즈베라 더 미모 부스터
4018A 미백 주름개선

MUSEVERA THE MIMO BOOSTER
缪拉美颜醒肤水
ミューズベラザミモブースター  

150ml / 18,000원

피부 미백과 모공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토너 타입의 수분 부스터. 피부 본연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피부 상태를 정돈해줍니다. 
Moisture booster in toner type to care skin whitening and pore at one time Moisture booster to raise 
skin's own condition and to care skin in order to make synergy effect with next step of skin care.
同时具备美白、改善毛孔的补水妆前水. 导出肌肤本身的健康情况，增强下一步护理效果

뮤즈베라 더 미모 세럼
4019A 미백 주름개선

MUSEVERA THE MIMO SERUM
缪拉美颜精华
ミューズベラザミモセラム

45ml / 22,000원

피부 미백과 모공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에센스 타입의 브라이트닝 세럼. 비타민C가 풍부한 베리 추출물과 
아미노산 성분 함유로 칙칙해진 피부에 생기 및 활력 영양 전달해줍니다.
Brightening serum in essence type to care skin whitening and pore at one time Refreshing and 
vitality nutrition from berry extract which has rich Vitamin C and Amino acid ingredient.
能够同时抓住美白、改善毛孔的亮白浓缩精华. 含有维生素C丰富的浆果提取物和胺酸，使肌肤变得
更活力.

뮤즈베라 더 미모 하이드레이터
4020A 미백 주름개선

MUSEVERA THE MIMO HYDRATER
缪拉美颜保湿霜
ミューズベラザミモハイドレイト

피부 미백과 모공은 물론 보습까지 관리해주는  크림 타입의 하이드레이터. 수분 코팅 크림이 주름과 결점 사이
를 부드럽게 메워주어 모공 걱정 없는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This Hydrator of the cream type manages the skin whitening as well as moisturizing and cares 
pores. Because the cream coated by moisture is filled in gently between creases and flaws, it 
makes the smooth and healthy skin without any worrying about pores.

50ml / 27,000원

具备美白、毛孔管理、保湿效果的面霜，用WHITONE COMPLEX™代替纯净水，为肌肤补充水分，使
肌肤更加透亮。形成的水分膜填补皱纹，赋予您光滑零毛孔肌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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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피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 컨디션, 하루하루 느껴지는 변화, 당신이 
지나간 세월의 흔적까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디오프러스는 화장품 그 이상의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피로하고 지친 당신의 피부에 신의 은총이 내리듯, 휴식같이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오프러스는 
노력과 연구를 거듭합니다. 어느새 신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듯 싱그러워지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디오프러스의 브랜드 슬로건(BEAUTY FROM THE NATURE TO YOUR SKIN)은 자연과 함께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에서 비롯된 원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디오프러스의 이념입니다.

DEOPROCE 
BRAND STORY

브 랜 드  스 토 리

“Beautiful skin realization that will make you shine more.” You cannot defy time, but you can 
restore skin ageing. Your skin condition, change that is felt every day, and even the signs of time 
Deoproce is more than just a cosmetic and would like to share your life’s story with you.
“Deoproce: Grace (DEO) is added. ” As if the grace of God has been bestowed on your tired skin, 
to make clean and safe cosmetics like a break, Deoproce constantly puts effort and conducts 
researches. Feel the fresh skin as if you were born again from the grace of God.
“Cosmetics that contains ingredients derived from the nature.” The brand slogan (Beauty from 
the nature to your skin) of Deoproce is always together with the nature. To make clean, safe, and 
nature-friendly cosmetics is the ideology of Deoproce.

DEOPROCE BRAND

아름다운 피부의 실현하다 은총(DEO)을 더하다 자연의 원료를 담다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피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 
컨디션, 하루하루 느껴지는 변화, 당신이 지나간 세월의 흔적까지.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디오프러스는 화장품 그 이상의 의미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피로하고 지친 당신의 피부에 신의 은총이 내리듯, 휴식같이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오프러스는 노력과 연구를 거듭합니다. 
어느새 신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듯 싱그러워지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디오프러스의 브랜드 슬로건(BEAUTY FROM THE NATURE TO YOUR 
SKIN)은 자연과 함께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에서 비롯된 원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화장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디오프러스의 
이념입니다.

디오프러스 수상내역

디지틀조선일보 17. 06
20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한국경제신문 16. 03
2016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디지틀조선일보 16. 07
201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디지틀조선일보 15. 09
2015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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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IL GALAC
REVITAL SKIN CARE 
PROGRAM

스 네 일  갈 락  리 바 이 탈  스 킨 케 어  프 로 그 램

달팽이점액여과물 +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 보르피린. 
매일매일 몰라보게 달라지는 피부! 최적의 피부상태를 완성하는 다섯가지 스킨케어 컬렉션
스스로의 힘으로 손상된 등껍질을 복구한다는 달팽이의 놀라운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여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합니다.  또한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과 탄력 증진에 효과적인
보르피린 함유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를 되찾아줍니다.

Snail Secretion Filtrate +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 Volufiline. 
Everyday Improved Skin! 5-Skincare Collection that Completes Optimized Skin Condition
It realizes firm and smooth skin texture by snail's formidable recovering energy. Containing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effective in making clear and transparent skin and Volufiline effective 
in elasticity improvement, it is softly absorbed into skin and makes healthy skin with elasticity.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달팽이점액여과물
Snail mucus filtrate

보르피린
Volufiline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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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크림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CREAM
黛芙丝蜗牛修复面霜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クリーム

미백 주름개선

50g / 45,000원

1067 1068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펄 샤이닝 비비 
SPF 50+ PA+++ 
DEOPROCE SNAIL GALAC PEARL SHINING BB
黛芙丝蜗牛修复亮白BB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パールシャイニング  BB

40g / 30,000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1067

1068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1062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에멀전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EMULSION
黛芙丝蜗牛修复乳液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エマルジョン

미백 주름개선

130ml / 40,000원

1065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아이 크림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EYE CREAM
黛芙丝蜗牛修复眼霜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アイクリーム

미백 주름개선

30g / 49,500원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TONER
黛芙丝蜗牛修复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トナー

1061 미백 주름개선

130ml / 40,000원

1064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SLEEPING PACK
黛芙丝蜗牛修复睡眠面膜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スリーピングパック

미백 주름개선

50g / 49,500원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토너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슬리핑 팩

1060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스네일 갈락 리바이탈 스킨케어 프로그램
DEOPROCE SNAIL GALAC REVITAL SKIN CARE PROGRAM
黛芙丝蜗牛修复护肤系列
ディオプラス　スネイルガラクリバイタルスキンケアプログラム

스킨/로션/크림/여행용 스킨, 로션(30ml)/아이크림(10g)/슬리핑팩(10g)
Skin/Lotion/Cream/Skin, Lotion(30ml)/Eye Cream(10g)/Sleeping Pack(10g)

1 SET / 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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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 WEB
MULTI SKIN CARE 

스 파 이 더 웹  멀 티 케 어  스 킨 케 어

거미줄 단백질과 히아루론산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를!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된 거미줄은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꼭 잡아두는  ‘워터트랩 (water trap)’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분 보유 능력이 탁월합니다.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케어 5종에는 이러한 거미줄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여기에 히아루론산이 더해져 풍부한 보습감과 영양감을 선사합니다. 

With spider web proteins and hyaluro nic acid, get the skin to be healthy and robust!
Spider webs, which are composed of proteins and moisture, have “water-trap” properties so they 
are able to trap moisture surely, excel in moisture retention.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5 SET contains such spider web proteins. In addition, hyaluronic acid is added in this product so it 
provides rich moisture and nutrition.

히아루론산 
Hyaluronic Acid

거미줄 단백질
Spider-web Protein

아미노산 컴플렉스
Amino Acid Complex

DEOPROCE SKIN CARE

22 23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5종 세트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5 SET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5件套
ディオプラス・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ー5種セット

토너/에멀전/에센스/크림/아이크림/여행용 토너,에멀전(30ml)
Toner/Emulsion/Essence/Cream/Eye Cream/Toner, Emulsion(30ml)

1 SET / 85,000원

2032 미백 주름개선 리뉴얼
Renewal 2009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3종 세트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3 SET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3件套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 ３セット

1 SET / 65,000원

토너/에멀전/크림/아이크림(10ml)/에센스(10ml)/여행용 토너, 에멀전(30ml)
Toner/Emulsion/Cream/Eye Cream(10ml)/Essence(10ml)/Toner,
Emulsion(30ml) 

2033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토너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TONER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トナー>

150ml / 18,500원

리뉴얼
Renewal 2034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에멀전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EMULSION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乳液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エマルジョン>

150ml / 18,500원

리뉴얼
Renewal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에센스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ESSENCE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精华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エッセンス>

50ml / 18,500원

2035 미백 주름개선 리뉴얼
Renewal 2036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크림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CREAM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面霜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クリーム>

50ml / 18,500원

리뉴얼
Renewal 미백 주름개선2037

디오프러스 스파이더웹 멀티 케어 아이크림 
DEOPROCE SPIDER WEB MULTI CARE EYE CREAM
黛芙丝蜘蛛网多功能护肤系列-眼霜
ディオプラス　スパイダーウェブマルチケア<アイクリーム>

30ml / 18,500원

리뉴얼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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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 HYANG
ANTI-WRINKLE& 
WHITENING 

휘 향  안 티 링 클  &  화 이 트 닝  스 킨 케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민되는 주름 / 탄력 / 안색에 대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는 한방 피부 과학 !
이마, 눈가, 팔자, 목, 미간 주름, 피부 탄력도 저하, 칙칙해진 안색까지.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디오프러스만의
한방 피부 과학을 느껴보세요. 전통 한방 비법을 적용한 한약재를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며, 아데노신 
및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미백 &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아 탄력있고 화사한 피부결을 선사합니다. 

The medicinal skin science that solves wrinkles, elasticity, and skin tone which are problems of aging!
Wrinkles on your forehead, around your eyes, mouth, and neck, decrease in skin elasticity, and 
darkening of skin tone. all these can be solved with only Deoproce medicinal skin science. It reduces 
wrinkles and makes skin brighter and clearer! It uses medicinal herbs that have been applied in the 
traditional secret of medicine to make your skin resilient and soft, and brighten dark spot. Also, this 
helps improve skin tone and reduce wrinkles with the help of adenosine and niacinamide.

DEOPROCE SKIN CARE

24 25

휘향 주름개선 에센스
WHEE HYANG ANTI-WRINKLE ESSENCE
黛芙丝韓方煥顏欣生精華液
フィヒャンシワ改善エッセンス  

40ml / 25,000원

1054 1059
휘향 각질 제거제 
WHEE HYANG PEELING VEGETAL
黛芙丝韓方煥顏欣生去角質霜
フィヒャン 角質除去剤 

170g / 15,000원

1055
휘향 주름개선 크림
WHEE HYANG ANTI-WRINKLE CREAM 
黛芙丝韓方煥顏欣生滋潤霜
フィヒャン シワ改善クリ ー ム 

50ml / 25,000원

1056
휘향 미백 & 주름개선 아이 크림

미백 주름개선

WHEE HYANG WHITENING & ANTI-WRINKLE EYE CREAM 
黛芙丝韓方煥顏欣生改善皺紋眼霜
フィヒャン シワ改善 アイクリーム 

30g / 30,000원

주름개선 주름개선

휘향 미백 앰플 세트Ⅰ
WHEE HYANG WHITENING AMPOULE SET 
黛芙丝韓方煥顏欣生安瓶精華液 I 
フィヒャン 美白アンプル セットⅠ

10mlX5 / 42,000원

1057 미백 1058
휘향 주름개선 앰플 세트 Ⅱ
WHEE HYANG ANTI-WRINKLE AMPOULE  SET 
黛芙丝韓方煥顏欣生安瓶精華液 Ⅱ
フィヒャン シワ改善 アンプル セットⅡ

10mlX5 / 42,000원

주름개선

휘향 주름개선 & 미백 스킨 케어 8종 세트
WHEE HYANG ANTI-WRINKLE & WHITENING SKIN CARE 8 SET
黛芙丝 韓方煥顏欣生8件套
フィヒャンシワ改善・美白スキンケア8種セット

화장수/유액/에센스/크림/아이크림/미백앰플(10ml)/주름개선앰플(10ml)/각질제거제(170g)
Skin/Lotion/Essence/Cream/Eye Cream/Whintening Ampoule(10ml)/Anti-wrinkle 
Ampoule(10ml)/Peeling Vegetal(170g)

1 SET / 120,000원

1050 미백 주름개선 1051 미백 주름개선

휘향 주름개선 & 미백 스킨 케어 5종 세트
WHEE HYANG ANTI-WRINKLE & WHITENING SKIN CARE 5 SET
笛絲韓方煥顏欣生5件套
フィヒャンシワ改善・美白スキンケア5種セット

1 SET / 78,000원

화장수/유액/크림/미백앰플(10ml)/주름개선앰플(10ml)
Skin/Lotion/Cream/Whintening Ampoule(10ml)/Anti-wrinkle Ampoule(10ml)

1052
휘향 주름개선 화장수 
WHEE HYANG ANTI-WRINKLE SKIN SOFTENER
黛芙丝韓方煥顏欣生滋潤水
フィヒャン シワ改善 化粧水

150ml / 25,000원

주름개선 1053
휘향 주름개선 유액 
WHEE HYANG ANTI-WRINKLE EMULSION
黛芙丝韓方煥顏欣生滋潤乳
フィヒャン シワ改善 乳液 

150ml / 25,000원

주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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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 SAM HWA
ORIENTAL
SKIN CARE

천 삼 화  오 리 엔 탈  스 킨 케 어

하늘이 내린 천삼
상위 0.5%의 6년근 홍삼인 천삼과 첨단 휴면기술을 접목한 수선화 비늘줄기의 조화로 농축된 영양감을 
전달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Heaven-sent Red Gingseng (CHEON SAM)
Premium skin care product containing Narcissus Tazetta Bulb Extract of cutting-edge dormant 
technology and CHEON SAM which is top 0.5% among 6-year red ginseng delivers enriched 
nourishment to skin.

하늘이 내린 천삼, 천삼화 라인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크림 60g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에센스 40g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하이드로 겔 마스크 (25gx5)

DEOPROCE SKIN CARE

26 27

1138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크림 
DEOPROCE  CHEON SAM HWA ORIENTAL CREAM
黛芙丝东洋千参花精华面霜
ディオプロスチョンサムファ、オリエンタルクリーム

60g / 115,000원

1136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하이드로 겔 마스크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CHEON SAM HWA ORIENTAL HYDRO GEL MASK
黛芙丝东洋千参花精华美白面膜
ディオプロスチョンサムファのオリエンタル・ハイドロゲルマスク

25gX5 / 28,000원

1137
디오프러스 천삼화 오리엔탈 에센스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CHEON SAM HWA ORIENTAL ESSENCE
黛芙丝东洋千参花精华
ディオプロスチョンサムファ、オリエンタルエッセンス

40g / 45,000원

하늘이 내린 천삼(天蔘)
천삼은 균열과 흠집이 없는 상위 0.5%의 최고 등급 6년근 홍삼입니다. 천삼은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아 피부에 견고한
힘을 부여하고 농축된 영양감을 전달해 줍니다.  또한 피부의 순환주기가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지친 피부에 넘치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Heaven-sent Red Ginseng, Cheon sam: 천삼(Cheon sam) is the highest class of premium 6-year-old red ginseng, 
which never has crack or scratch. 천삼(Cheon sam), high-enriched with saponines, nourishes skin and improves 
skin's firmness, delivering vitality to skin.

BSB Innovation Prize Awards 2006 에서 1위를 수상한 수선화의 비늘줄기 성분으로 지친 피부를 안정적으로
다독여주며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도와주어 피부 안팎으로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Young energy found in the Nature, IBR-DORMIN® NARCISSUS TAZETTA BULB EXTRACT which won the top 
prize at BSB Innovation Prize Awards in 2006, soothes dull, dry skin and helps keep moisture in skin, revealing 
healthy and pure skin texture.

자연에서 발견한 젊은 에너지 IBR-DO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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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OIL
HYALURONE
SKIN CARE

마 유  히 아 루 론  스 킨 케 어

마유와 히아루론산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피부 솔루션으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촉촉함을 오래
유지시켜 주며 풍부한 영양감으로 피부 결을 촘촘하게 가꾸어주는 기초라인

As an optimum skin solution made from horse oil and hyaluronic acid, this base skin line balances 
oil and moisture to maintain moist skin for a long time, and makes skin texture compact by ample 
nutrients

horse oil: Provides the skin with vitality and energy.
Sodium Hyaluronate: High moisturizing care making moist skin. 
Marine Complex: Delivers marine clean energy.

마유 :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
히아루론산 : 촉촉한 고보습 케어
마린컴플렉스 : 해양의 청정 에너지 전달

히아루론산
Sodium Hyaluronate

마유
Horse Oil

마린컴플렉스
Marine Complex

DEOPROCE SKIN CARE

28 29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스킨케어 3종세트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SKIN CARE 3 SET
黛芙丝马油透明质酸护肤系列3件套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スキンケア3セット

토너/에멀전/크림/여행용 토너, 에멀전(30ml)
Toner/Emulsion/Cream/Toner, Emulsion(30ml)

1 SET / 44,000원

1882 미백 주름개선

1880

1881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1880 1881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비비 크림 SPF 50+ PA+++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BB
黛芙丝马油透明质酸BB霜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B  B 

60g  /  12,500원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1884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에멀전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EMULSION
黛芙丝马油透明质酸乳液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乳液

150ml / 13,000원

미백 주름개선1883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토너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TONER
黛芙丝马油透明质酸护肤水水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化粧水

150ml / 13,000원

미백 주름개선

1886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아이크림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EYE CREAM
黛芙丝马油透明质酸眼霜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アイクリーム

40g / 13,000원

미백 주름개선 1887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필링젤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PEELING GEL
黛芙丝马油透明质酸去角质霜奶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ピーリングジェル

170g / 11,500원

1888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클렌징폼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CLEANSING FOAM
黛芙丝马油透明质酸洗面奶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洗顔フォーム

170g / 8,500원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크림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CREAM
黛芙丝马油透明质酸面霜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クリーム

50ml / 13,000원

1885 미백 주름개선

1876

1877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리필
포함

1876 1877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트윈케잌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TWIN CAKE
黛芙丝马油透明质酸粉饼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ツインケーキ　No.21ナチュラルベージュ

11gX2 / 27,500원

수출전용

1878

1879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리필
포함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쿠션 SPF 50+ PA+++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CUSHION
黛芙丝马油透明质酸气垫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クッション

14gX2 / 45,000원

1878 1879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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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WATER
PLUS SKIN CARE

스 페 셜  워 터  플 러 스  스 킨 케 어

미백 + 주름개선 + 강력한 보습 + 피부진정+ 피지케어 + 피부보호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는 바르는 즉시 워터방울이 톡톡 터져 나와 피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적셔주는 수분공급 전문 제품입니다.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로 
피부갈증을 해소하세요!

Whitening + Wrinkle Reduction + Powerful Moisturizing + Skin Soothing + Skin Protection
Deoproce special water plus is a specialized moisturizing product that immediately bursts out water 
droplets when used and directly provides moisture to dry and tired skin for a long time. Soak your 
skin with Deoproce special water plus!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세트
DEOPROCE SPECIAL WATER PLUS SET
笛絲特潤精粹滋養3件套
ディオプロススペシャルウォータープラスセット

스킨/로션/크림/수면팩/여행용 스킨, 로션(30ml)
Skin/Lotion/Cream/Sleeping Pack/Skin, Lotion(30ml)

1 SET / 95,000원

1124 미백 주름개선

1126B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로션
DEOPROCE SPECIAL WATER PLUS LOTION
黛芙丝特潤精粹滋養乳液
ディオプラススペシャルウォータープラスローション

120ml / 30,000원

1127B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크림 
DEOPROCE SPECIAL WATER PLUS CREAM
黛芙丝特潤精粹滋養霜
ディオプラススペシャルウォータープラスクリーム

50ml / 30,000원

1128B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슬리핑팩 
DEOPROCE SPECIAL WATER PLUS SLEEPING PACK
黛芙丝特潤精粹滋養睡眠面膜
ディオプロススペシャルウォータープラススリーピングパック

50ml / 30,000원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스킨
DEOPROCE SPECIAL WATER PLUS SKIN
黛芙丝特潤精粹滋養水
ディオプラススペシャルウォータープラススキン 

120ml / 30,000원

1125B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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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E VERA
OASIS SKIN CARE

알 로 에  베 라  오 아 시 스  스 킨 케 어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 올리브잎 추출물 + 바오밥나무씨 추출물 + 선인장꽃 추출물
사막의 수분 저장고라고 불리는 알로에, 선인장꽃, 바오밥 나무의 신비로운 비밀을 담아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스페셜 케어 세트. 메마른 피부의 오아시스처럼 촉촉한 수분감과 영양을 전달하여 피부에 생기와 투명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Whitening + Wrinkle Reduction + Powerful Moisturizing + Skin Soothing + Skin Protection
Deoproce special water plus is a specialized moisturizing product that immediately bursts out water 
droplets when used and directly provides moisture to dry and tired skin for a long time. Soak your 
skin with Deoproce special water plus!

디오프러스 알로에 베라 오아시스 스페셜케어
4종 세트
DEOPROCE ALOE VERA OASIS SPECIAL CARE 4 SET
黛芙丝芦荟护理套装4件套
ディオプロスアロエベラオアシススペシャルケア4種

토너 / 에멀전 / 데이크림 / 나이트크림 / 토너, 에멀전(30ml)
Toner / Emulsion / Day Cream / Night Cream / Toner, Emulsion(30ml)

1 SET / 62,500원

1907

1909
디오프러스 알로에 베라 오아시스 에멀전 
DEOPROCE ALOE VERA OASIS EMULSION
黛芙丝芦荟乳液
ディオプロスアロエベラオアシスエマルション

150ml / 16,500원

1910
디오프러스 알로에 베라 오아시스 데이 크림 
DEOPROCE ALOE VERA OASIS DAY CREAM
黛芙丝芦荟日霜
ディオプロスアロエベラオアシスデークリーム

50g / 16,500원

1911
디오프러스 알로에 베라 오아시스 나이트 크림
DEOPROCE ALOE VERA OASIS NIGHT CREAM
黛芙丝芦荟晚霜
ディオプロスアロエベラオアシスナイトクリーム

50g / 16,500원

디오프러스 알로에 베라 오아시스 토너
DEOPROCE ALOE VERA OASIS TONER
黛芙丝芦荟化妆水
ディオプロスアロエベラオアシストナー

150ml / 16,500원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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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EA
TOTAL SOLUTION
SKIN CARE

그 린 티  토 탈 솔 루 션  스 킨 케 어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
디오프러스 그린티 스킨 케어 세트는 숲 속의 싱그러움을 피부에 그대로 옮겨 담은 듯 산뜻한 사용감으로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플로럴과 머스크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만들어진 섬세하고 은은한 향기는
마치 자연 속을 거니는 듯한 투명한 상쾌함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Soft and Moist feeling 
Deoproce green tea skin care set makes you feel the freshness of the forest to makes your skin 
clearer and moisturized. The gentle fragrance from flowers and musk creates an ideal combination. 
With this, you can feel as if you were walking in real nature, which delivers psychological relaxation.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Antioxidative activity, Skin moisture supplement
Glycyrrhiza Glabra Root Extract: Oxidation prevention, Skin moisture supplement, Skin conditioning 
Tocopheryl Acetate: Antioxidative activity, Relieve skin stress

녹차추출물 : 항산화 작용, 피부 보습
감초추출물 : 산화 방지, 피부 보습, 피부 컨디셔닝
토코페릴아세테이트(비타민E유도체) : 항산화 작용, 
피부 스트레스 완화 감초 추출물

Glycyrrhiza Glabra Root
녹차 추출물
Camellia Sinensis Leaf 

토코페릴아세테이트
Tocopheryl acetate

DEOPROCE SKIN CARE

32 33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비타 샤이닝 화운데이션
PREMIUM DEOPROCE VITA SHINING FOUNDATION
尊享版黛芙丝绿維他光彩粉底液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ビタシャイニングファウンデーション 

50ml / 13,000원

1020 1021

1020

1021
No. 21  내추럴 베이지

No. 23 샌드 베이지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스킨 케어3종 세트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SKIN CARE 3 SET
尊享版黛芙丝绿茶全效护肤系列3件套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スキンケア

토너/에멀전/크림/여행용 토너, 에멀전(30ml)
Toner/Emulsion/Cream/Toner,Emulsion(30ml)

1 SET / 30,000원

1026 1028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5종 세트

토너 / 에멀전 / 에센스 / 크림 / 아이크림 / 여행용 토너, 에멀전(30ml) x 2
Toner/Emulsion/Essence/Cream/Eye Cream/Toner, Emulsion(30ml) x 2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5 SET
尊享版黛芙丝绿茶全效护肤系列5件套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スキ
ンケア5セット

1 SET / 58,000원

1900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토너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TONER
尊享版黛芙丝绿茶清爽化妆水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トナー

150ml / 11,000원

1901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에멀전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EMULSION
尊享版黛芙丝绿茶清爽乳液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エマルジョン

150ml / 11,000원

1903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아이크림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EYE CREAM
尊享版黛芙丝绿茶全效眼霜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アイクリーム

30ml / 15,000원

1018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녹차 필링 베지탈 
PREMIUM DEOPROCE GREEN TEA PEELING VEGETAL
尊享版黛芙丝绿綠茶去角質凝露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綠茶角質除去剤

170g / 11,500원

1019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비타 골드 에센스
PREMIUM DEOPROCE VITA GOLD ESSENCE
尊享版黛芙丝绿維他黃金精華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ビタゴールドエッセンス

50ml / 13,000원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그린티 토탈 솔루션 크림
PREMIUM DEOPROCE GREEN TEA TOTAL SOLUTION CREAM
尊享版黛芙丝绿茶清爽面霜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　グリーンティートータルソリューション　クリーム

60ml / 11,000원

1902 리뉴얼
Renewal

리뉴얼
Renewal

리뉴얼
Renewal

리뉴얼
Renewal

리뉴얼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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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BELLO 
COLLAGEN SKIN CARE

크 린 벨 라  콜 라 겐  에 센 셜  모 이 스 춰  스 킨 케 어

크린벨라 콜라겐 에센셜 모이스춰 스킨케어
입자가 작아 피부 깊이 스며드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필수아미노산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진주추출물, 그리고 바다속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해양심층수 성분까지. 
바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성분들로 피부를 탄력있고 생기있게 가꾸어줍니다.

LEANBELLO Collagen Essential Moisture Skin Care
The hydrolyzed collagen that permeates the skin deeply because of its very small particle, the pearl 
extract which consists of essential amino acids and minerals that makes the skin flexible and moist, 
the deep sea water components containing ample minerals of the sea, with all of these ingredients 
that conveys the energy of the sea keep your skin elastic and zingy.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콜라겐 에센셜 
모이스춰 3종 세트

1085

DEOPROCE CLEANCELLO COLLAGEN ESSENTIAL 
MOISTURE 3 SET
黛芙丝CLEANBELLO胶原蛋白必备补水护肤系列三件套
デ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　コラーゲン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スキン
ケア3セット

스킨/로션/크림/수면팩/여행용 스킨, 로션(30ml)
Skin/Lotion/Cream/Sleeping Pack/Skin, Lotion(30ml)

1 SET / 41,000원

1087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콜라겐 에센셜 모이스춰 로션 
DEOPROCE CLEANBELLO COLLAGEN ESSENTIAL MOISTURE LOTION
黛芙丝CLEANBELLO胶原蛋白必备补水乳液
デ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　コラーゲン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　乳液

150ml / 12,500원

1088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콜라겐 에센셜 모이스춰 크림 
DEOPROCE CLEANBELLO COLLAGEN ESSENTIAL MOISTURE CREAM
黛芙丝CLEANBELLO胶原蛋白必备补水面霜
デ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　コラーゲン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　クリーム

50g / 12,500원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콜라겐 에센셜 모이스춰 스킨 
DEOPROCE CLEANBELLO COLLAGEN ESSENTIAL MOISTURE SKIN
黛芙丝CLEANBELLO胶原蛋白必备补水护肤水
デ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　コラーゲン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　化粧水

150ml / 12,500원

1086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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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THERAPY
SKIN CARE

올 리 브  테 라 피  에 센 셜  모 이 스 춰  스 킨 케 어

올리브의 촉촉함으로 건강한 피부로
올리브테라피는 올리브 추출물 함유로 보습력이 뛰어나 거칠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좋으며, 올리브 추출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ealthy skin with moisture from olive
Olive extract in olivetherapy is excellent in moisturizing and is especially good at skin for winter 
season when skin can easily get dull and dry. Polyphenol from olive extract provides nourishment 
and elasticity to maintain a healthy skin.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올리브테라피 에센셜
모이스춰 스킨 케어 세트 

1110

PREMIUM DEOPROCE OLIVETHERAPY ESSENTIAL 
MOISTURE SKIN CARE SET
笛絲橄欖彈潤保濕3件套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オリーブセラピー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ス
キンケアセット

스킨/로션/크림/여행용 스킨, 로션(30ml x 2)
Skin/Lotion/Cream/Skin,Lotion(30mlx2)

1 SET / 40,000원

리뉴얼
예정

리뉴얼
예정

리뉴얼
예정

리뉴얼
예정1112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올리브테라피 에센셜 모이스춰 로션
PREMIUM DEOPROCE OLIVETHERAPY ESSENTIAL MOISTURE LOTION
尊享版黛芙丝橄欖彈潤保濕乳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オリーブセラピー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ローション 

150ml / 12,000원

1113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올리브테라피 에센셜 모이스춰 크림 
PREMIUM DEOPROCE OLIVETHERAPY ESSENTIAL MOISTURE CREAM
尊享版黛芙丝橄欖彈潤保濕霜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オリーブセラピー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クリーム 

60ml / 12,000원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올리브테라피 에센셜 모이스춰 스킨
PREMIUM DEOPROCE OLIVETHERAPY ESSENTIAL MOISTURE SKIN
尊享版黛芙丝橄欖彈潤保濕水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オリーブセラピーエッセンシャルモイスチャースキン 

150ml / 12,000원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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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 
CREAM

복 합  기 능  크 림

효과적인 주름개선과 피부 탄력 개선 및 뛰어난 보습 효과_ 100g 크림 10종 시리즈
달팽이, 워터, 뱀독, 인삼, 발효, 마유, 마린콜라겐 등 피부 보습 및 영양에 효과적인 원료로 최적의 효능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피부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어, 생기있고 활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더불어 100g의 대용량으로, 장기간 동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ffective in anti-wrinkle and skin elasticity with superior moisturizing effect
Snail, Water, Synake, Ginseng, Fermentation, Horse Oil, Marine Collagen cream series reduces the 
look of wrinkles, improves skin's elasticity, revealing fresh and revitalized skin. Also, with bulk items 
of 100g cream, you can sufficiently use them.

1142
디오프러스 씨네이크 인텐시브 링클 케어 크림
DEOPROCE SYNAKE INTENSIVE WRINKLE CARE CREAM 
黛芙丝蛇毒深層去皺護理霜
ディオプラス シネークインテンシブ リンクルケア クリーム

100g / 30,000원

1143
디오프러스 리페어 머신 인삼 크림
DEOPROCE REPAIR MACHINE GINSENG CREAM
黛芙丝人參營養霜
ディオプラスリペアマシンジンセンクリーム 

100g / 30,000원

디오프러스 스페셜 워터 플러스 크림
DEOPROCE SPECIAL WATER PLUS CREAM 
黛芙丝特潤精粹霜
ディオプラス スペシャルウオータープラスクリーム  

100g / 30,000원

1141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디펩타이드디아
미노부티로일
벤질아마이드
디아세테이트

리뉴얼
Renewal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인삼추출물

DEOPROCE SKIN CARE

36 37

디오프러스 달팽이 리커버리 크림
DEOPROCE SNAIL RECOVERY CREAM
黛芙丝蝸牛修復霜
ディオプラス 蝸牛 リカバリー クリーム 

100g / 30,000원

1158 주름개선미백

달팽이점액
여과물

1156
디오프러스 블랙펄 테라피 크림 
DEOPROCE BLACK PEARL THERAPY CREAM 
黛芙丝黑珍珠护理霜
ディオプラス・ブラックパル・セラピー・クリーム

100g / 35,000원

1157
디오프러스 릴렉싱 케어 밍크오일 크림
DEOPROCE RELAXING CARE MINK OIL CREAM 
黛芙丝舒压护理水貂油面霜
ディオプラス　リラックスケアミンクオイルクリーム

100g / 35,000원

디오프러스 시벅톤 비타민 팩토리 크림 
DEOPROCE SEABUCKTHORN VITAMIN FACTORY CREAM  
黛芙丝沙棘维他命面霜
ディオプラス　シーバックソーンビタミンファクトリークリーム

100g / 30,000원

1154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미백

1146
디오프러스  홀스 인리치 올 케어 크림 
DEOPROCE HORSE ENRICH ALL CARE CREAM 
黛芙丝馬油全效修復霜
デオプラス馬エンリッチオール-ケアクリーム

100g / 35,000원

1147
디오프러스  마린 콜라겐 미네랄 크림 
DEOPROCE  MARINE COLLAGEN MINERAL CREAM 
黛芙丝海洋膠原蛋白礦物霜
デオプラスマリンコラーゲンミネラルクリーム

100g / 35,000원

디오프러스 발효 액티브 힐링 크림 
DEOPROCE FERMENTATION ACTIVE HEALING CREAM
黛芙丝發酵活力霜
デオプラス酵アクティブヒーリングクリーム

100g / 35,000원

1144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

주름개선미백

산자나무오일

병풀추출발효
여과물

진주추출물

호오스 팻

밍크오일

미네랄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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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CORRECTOR

아 이  코 렉 터

즉각적으로 주름을 메워주고, 장기적으로 주름을 개선해주는 디오프러스 타임 리셋 아이코렉터
얼굴의 주름이나 굴곡이 있는 부분에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주름을 메워주고, 장기적으로는 주름 개선의 효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피부 주름을 메워 메이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후에 사용하면 국소부위에 에이징 스팟 케어가 가능합니다. 디오프러스 타임 리셋 아이코렉터로 당신의 
피부 나이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Fills wrinkles on skin instantly, decreases them in the long term.
Time Reset Eyecorrecter instantly fills up fine lines and deep wrinkles on face, and reduces the 
look of wrinkles in the long term. Also, when you put on a make-up, it helps evens skin tone for 
foundation not to settle into lines and wrinkles. Even after make-up, you can use it for anti-aging. 
With Deoproce Time Reset Eyecorrecter, renew your skin age.

디오프러스 타임 리셋 아이 코렉터
DEOPROCE TIME RESET EYE CORRECTOR
黛芙丝逆转时间眼部修护者
ディオプロスタイムリセット子供コレクト

30g / 35,000원

1153B 주름개선
리뉴얼
Renewal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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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OULE
SKIN CARE

앰 플  스 킨 케 어

드라마틱한 디오프러스 앰플 한 방울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피부변화
다양한 기능의 피부 타입별 앰플 제품으로 본인의 피부 고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앰플 라인.
개별사용 또는 기초제품과 블랜딩하여 사용 시, 단시간 내에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 피부에 깊은 
영양을 전달하고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드립니다.

Everyday changing skin condition by just one dramatic drop of DEOPROCE AMPLE
Various functional ample products classified by skin types that you can use according to your 
skin harassment. When using it separately or blending it with base products, it elevates the skin 
condition to the best in short time, thereby providing the skin with rich nutrients and recovering 
original luster of the skin   

디오프러스 더블 케어 앰플 세트 데이 & 나이트

1080

DEOPROCE DOUBLE CARE AMPOULE SET DAY & NIGHT
黛芙丝雙重修復安瓶精華套裝日用 & 夜用
ディオプロスダブルケアアンプルセットデイ＆ナイト

데이 앰플(13g x 10) / 나이트 앰플(13g x 10)
Day Ampoule(13g x 10) / Night Ampoule(13g x 10)

13gX20 / 156,000원

1089
디오프러스 타임 리프팅 포커스 앰플
DEOPROCE  TIME LIFTING FOCUS AMPOULE
黛芙丝逆转时间集中管理安瓿
ディオプロスタイムリフティングフォーカスアンプル

15ml / 26,000원

1083
디오프러스 캐비어 샤이닝 턴 오버 앰플
DEOPROCE CAVIAR SHINING TURN OVER AMPOULE
黛芙丝魚子醬亮彩安瓿
ディオプロスキャビア シャイニング ターンオーバー アンプル

30ml / 20,000원

리뉴얼
Renewal1082

디오프러스 스네일 리커버리 브라이트닝 앰플
DEOPROCE SNAIL RECOVERY BRIGHTENING AMPOULE
黛芙丝蝸牛修復亮彩安瓿
ディオプロスタツムリ リカバリー ブライトニング アンプル

30ml / 20,000원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더블 케어 앰플 세트 데이 & 나이트 
DEOPROCE DOUBLE CARE AMPOULE SET DAY & NIGHT
黛芙丝雙重修復安瓶精華套裝日用 & 夜用
ディオプロスダブルケアアンプルセットデイ＆ナイト

13gX2 / 22,800원

1081 미백 주름개선 주름개선

미백 주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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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BELLO 
HOMME ANTI-WRINKLE

크 린 벨 라  옴 므  안 티 링 클  스 킨 케 어

자신감있는 남성의 피부
여성보다 약 30% 두꺼운 피부두께, 여성보다 많은 피지 분비량에 비해 여성의 절반정도인 피부 수분 함량을 가진 
남성 피부! 디오프러스 남성 화장품은 디오프러스만의 기술과 연구로 탄생한 남성의 피부에 맞춘, 남성의 피부를 
위한 화장품입니다.  싱그럽고 세련된 향기와 마일드하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매끈하고 고른 피부결로 정돈해
주어 건강하고 자신감있는 남성의 피부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Men’s skin with confidence
Men’s skin is 30% thicker than women’s skin and has more sebum secretion than women's, but has 
lesser skin moisture. Deoproce men’s skin care, created by Deoproce technology and research, is 
made for fitting men's skin. This product completes an even, smooth, healthy and confident male 
skin with refreshing and refined scent, mild and moist feeling while using it

1135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안티 링클 에멀젼 
DEOPROCE CLEANBELLO HOMME ANTI-WRINKLE EMULSION
黛芙丝克林飛樂男士抗皺乳液
ディ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ーオ アンチリンクル エマルジョン 

150ml / 18,000원

1139A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10 in 1 멀티 플루이드
DEOPROCE CLEANBELLO HOMME 10 IN 1 MULTI FLUID
黛芙丝洁净魅力男性十合一多功能乳液
ディオプラスクリーンベラオム10イン1マルチフルイド

150ml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안티 링클 토너
DEOPROCE CLEANBELLO HOMME ANTI-WRINKLE TONER
黛芙丝克林飛樂男士抗皺水
ディ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ーオ アンチリンクル トナー 

150ml / 18,000원

1134

디오프러스 크린벨라 옴므 안티 링클 세트

1133

DEOPROCE CLEANBELLO HOMME ANTI-WRINKLE SET
笛絲克林飛樂男士抗皺套裝
ディオプラス クリーンベラーオ厶 アンチ-リンクル セット

스킨/로션/여행용 스킨, 로션(30ml)
Skin/Lotion/Skin, Lotion(30ml)

1 SET / 33,000원

주름개선

출시예정
Coming Soon

신제품
New

주름개선주름개선주름개선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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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REAM & OIL

크 림  &  오 일

어두운 피부를 뽀얗게 밝혀 백설공주처럼 자연스럽게 하얀 피부를 연출해 주는 화이트 스노우 크림.
탄력에 우수한 레티놀을 함유하여 주름으로 인한 고민 해결을 도와 주며, 미백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여 기미 및
칙칙한 안색을 개선하는 미백 &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크림.
청정한 산양유 성분과 건강한 곡물 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과 보습감을 선사하는 밀크 드롭 데이크림.

The White Snow Cream that creates natural, white skin like princess Snow White by brightening the 
dark skin. With retinol which is excellent at improving skin’s elasticity, brightening and anti-wrinkle 
dual-functional cream helps solve the problems of dark spot and wrinkle.
The milk drop day cream that makes you a present of ample nutrition and moisture by pure goat 
milk ingredient and healthy grain ingredient in it.

1233
디오프러스 고트 밀크 퓨어 크림 
DEOPROCE GOAT MILK PURE CREAM
黛芙丝山羊油面霜
ディオプラス　ゴートミルクピュアクリーム

50g / 10,000원

1277
디오프러스 유채 플라워 허니 3스텝 오일
DEOPROCE YUCHAE FLOWER HONEY 3-STEP OIL 
黛芙丝油菜花蜜精油三步曲
ディオプラス・油彩・フラワー・ハニー・3-STEPオイル

30g / 17,500원

프리미엄 디오프러스 레티놀 리얼 화이트 크림 
PREMIUM DEOPROCE RETINOL REAL WHITE CREAM
黛芙丝RETINOL真白霜
プレミアムディオプラスレチノールリアルホワイトクリーム 

40ml / 17,500원

1024

디오프러스 화이트 스노우 크림

1213

DEOPROCE WHITE SNOW CREAM
黛芙丝白雪霜
ディオプロスホワイトスノークリーム

100g / 12,500원

미백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미백 주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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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SKIN CARE

하 이 드 로  스 킨 케 어 싱그러운 알로에베라 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우유와 마유성분이 영양과 윤기를 부여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해주며, 안토시아닌과 천연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석류 성분이 피부에 젊음과 활력을 선사해주며 
촉촉한 수분공급을 도와주는 기초라인

BASE LINE that provides the skin with ample moisture by fresh aloe vera ingredients giving the skin 
ample moisture, ingredients of milk and horse oil providing nutrients thereby getting the skin not to 
be dry, pomegranate ingredient containing natural estrogen presenting the skin youthfulness and 
vitality. 

1363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수딩 알로에 베라 에멀전 
DEOPROCE HYDRO SOOTHING ALOE VERA EMULSION
黛芙丝水光补水芦荟乳液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スージングアロエベラ    乳液

380ml / 7,500원

1364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리커버리 스네일 토너 
DEOPROCE HYDRO RECOVERY SNAIL TONER
黛芙丝水光修复蜗牛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リカバリースネイル    化粧水

380ml / 7,500원

1365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리커버리 스네일 에멀전
DEOPROCE HYDRO RECOVERY SNAIL EMULSION
黛芙丝水光修复蜗牛乳液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リカバリースネイル     乳液

380ml / 7,500원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수딩 알로에 베라 토너
DEOPROCE HYDRO SOOTHING ALOE VERA TONER
黛芙丝水光补水芦荟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スージングアロエベラ    化粧水

380ml / 7,500원

1362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에너지 토너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에너지 에멀전
DEOPROCE HYDRO ENERGY TONER
黛芙丝保湿能量化妆水
ディオプラスハイドロエネルギー化粧水

DEOPROCE HYDRO ENERGY EMULSION
黛芙丝水能量乳液
ディオプラスハイドロエネルギー乳液

240ml / 9,000원 240ml / 9,000원

6005 6006 1023
디오프러스 에센셜 모이스춰 로션
DEOPROCE ESSENTIAL MOISTURE LOTION
黛芙丝精粹潤膚乳
ディオプラスエッセンシャル  モイスチャーローション

380ml / 7,500원

1022
디오프러스 에센셜 스킨 소프너
DEOPROCE ESSENTIAL SKIN SOFTENER
黛芙丝精粹潤膚水
ディオプラスエッセンシャルスキンソプトナー

380ml / 7,500원

DEOPROCE SKIN CARE

42 43

1378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인리치드 허니 에멀전
DEOPROCE HYDRO ENRICHED HONEY EMULSION
黛芙丝水光滋润蜂蜜乳液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エンリッチドハニー 乳液

380ml / 7,500원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380 토너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380 TONER
黛芙丝马油透明质酸380爽肤水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380 化粧水

380ml / 7,500원

디오프러스 마유 히아루론 380 에멀전
DEOPROCE HORSE OIL HYALURONE 380 EMULSION
黛芙丝马油透明质酸380乳液
ディオプラス　馬油ヒアルロン酸 380 乳液

380ml / 7,500원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인리치드 허니 토너 
DEOPROCE HYDRO ENRICHED HONEY TONER
黛芙丝水光滋润蜂蜜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エンリッチドハニー 化粧水

380ml / 7,500원

1377

웰빙디오프러스 알로에 하이드로 에센셜 스킨
WELL-BEING DEOPROCE ALOE HYDRO ESSENTIAL SKIN
WELL-BEING黛芙丝芦荟水光精华护肤水
ウェルビーイングディオプラス　アロエハイドロエッセンシャル 化粧水

50ml / 11,000원

2025 2026
웰빙디오프러스 알로에 하이드로 에센셜 로션 
WELL-BEING DEOPROCE ALOE HYDRO ESSENTIAL LOTION
WELL-BEING黛芙丝芦荟水光精华乳液
ウェルビーイングディオプラス　アロエハイドロエッセンシャル 乳液

50ml / 11,000원

5005
데일리아 디오프러스 마유 모이스처 에너자이징 토너
DAILY:A DEOPROCE HORSE OIL MOISTURE ENERGIZING 
TONER
蝶丽雅黛芙丝马油滋润活力护肤水
デイリーアディオプラス　馬油モイスチャーエネルジャイジング 化粧水

400ml / 7,200원

5006
데일리아 디오프러스 마유 모이스처 에너자이징 에멀전
DAILY:A DEOPROCE HORSE OIL MOISTURE ENERGIZING 
EMULSION
蝶丽雅黛芙丝马油滋润活力乳液
デイリーアディオプラス　馬油モイスチャーエネルジャイジング 乳液

400ml / 7,200원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안티에이징 석류 에멀전
DEOPROCE HYDRO ANTIAGING POMERGRANATE EMULSION
黛芙丝水光抗皱石榴乳液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アンチエイジングザクロ 乳液

380ml / 7,500원

1375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카밍 다운 오이 토너
DEOPROCE HYDRO CALMING DOWN CUCUMBER TONER
黛芙丝水光镇定修复黄瓜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カーミングダウンキュウリ 化粧水

380ml / 7,500원

1376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카밍 다운 오이 에멀전
DEOPROCE HYDRO CALMING DOWN CUCUMBER EMULSION
黛芙丝水光镇定修复黄瓜乳液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カーミングダウンキュウリ 乳液

380ml / 7,500원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안티에이징 석류 토너
DEOPROCE HYDRO ANTIAGING POMERGRANATE TONER
黛芙丝水光抗皱石榴护肤水
ディオプラス　ハイドロアンチエイジングザクロ 化粧水

380ml / 7,500원

1373 수출전용 1374 수출전용

1399A 수출전용 1400A 수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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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SOLUTION
SKIN CARE

리 페 어  솔 루 션  스 킨 케 어

리페어 솔루션 스킨 케어 라인
지모추출물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를 탄탄하고 활력있게 가꾸어 주는 고영양 리페어 솔루션 라인입니다.

Repair solution skin care line
Deep nutrition toner which makes repair solution line elastic and revitalizing with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extract

디오프러스 리페어 솔루션 토너
DEOPROCE REPAIR SOLUTION TONER
黛芙丝修复解决方案化妆水
ディオプラスリペアソリューション 化粧水

240ml / 16,000원

6002 미백 주름개선 6004
디오프러스 리페어 솔루션 크림 
DEOPROCE REPAIR SOLUTION CREAM
黛芙丝修复解决方案面霜
ディオプラスリペアソリューションクリーム

100g / 20,000원

미백 주름개선

디오프러스 리페어 솔루션 에멀전
DEOPROCE REPAIR SOLUTION EMULSION
黛芙丝修复解决方案乳液
ディオプラスリペアソリューション 乳液 

240ml / 16,000원

6003 미백 주름개선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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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NOURISHING 

리 프 레 시  너 리 싱  크 림

디오프러스의 자연 에너지가 맑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DEOPROCE natural energy makes skin soft and smooth.	

디오프러스 리프레시 크림
DEOPROCE REFRESH CREAM
黛芙丝保濕霜
ディオプロス  クリーム

100g / 10,000원

1148 - 1152
디오프러스 내추럴스킨 영양크림
DEOPROCE NATURAL SKIN NOURISHING CREAM
黛芙丝天然營養霜
ディオプラスナチュラルスキンベビークリーム 

100g / 7,500원

1220 - 1230 2022 - 2024

브라이트닝 펄 
1152

글램 퍼밍 콜라겐
1151

미백 주름개선

실크 볼륨 허니
1149

리페어 벨벳 나이트 
1150

모이스춰 밀크 커컴버 
1148

우유 오이
1220 미백

베이비
1222

진주
1221 미백

콜라겐
1230

알로에
1229

코엔자임 큐텐
1228

오이
1227

석류
1226

올리브
1225

딸기
1224

녹차
1223

마유 
2022 미백

달팽이 
2023 주름개선

H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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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모 이 스 처 라 이 징  미 스 트

미스트, 자연의 싱그러움과 청정에너지를 담아 피부 기운을 북돋아주다!
미스트를 통해 갖게 되는 피부 진정 시간,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자연의 향기. 좁은 선택지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전신에 상쾌함을 안겨주는 대용량 알로에 미스트와 2중 레이어 구성으로 극건성 피부에도 적합한 오일미스트, 
그리고 수분 보충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기본 미스트 구성까지, 다양하고도 알찬 디오프러스의 미스트 
라인을 만나보세요.

Mist containing the fresh and clean energy of nature boosts up skin vitality!  
Skin soothing time by using mist, Scent of nature comforting exhausted mind and body.Don't 
agonize over some choices, Meet various and solid composition of DEOPROCE MIST LINE including 
a large volume of aloe mist making your body feel refreshed, an oil mist with double layer 
composition proper for extremely dry skin and basic mist composition faithful to its true function 
'moisture supplement'

디오프러스 알로에 수딩 페이스 & 바디 미스트 95%

1215

DEOPROCE ALOE SOOTHING FACE & BODY MIST 95%
黛芙丝蘆薈舒緩面部&身體噴霧 95%
ディオプロスス─ディングフェース&ボディーミスト9 5%

410ml / 13,000원

1326
디오프러스 미스트 - 선 플라워 에센스
DEOPROCE MIST - SUN FLOWER ESSENCE
黛芙丝噴霧
ディオプラス ミスト

110ml / 15,000원

1320 - 1324
웰빙 디오프러스 하이드로 페이스 미스트
WELL-BEING DEOPROCE HYDRO FACE MIST
黛芙丝保濕噴霧
ウエルビーイングディオプラスハイドロフェースミスト

100ml / 8,000원

디오프러스 미스트 - 아쿠아 마린 에너지
DEOPROCE MIST - AQUA MARINE ENERGY
黛芙丝噴霧
ディオプラス ミスト

110ml / 15,000원

1325

1320
녹차

1321
올리브

1322
코엔자임 큐텐

1323
석류

1324
콜라겐

DEOPROCE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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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PACK
페 이 스  팩

마유, 달팽이, 바다제비집, 플라센타를 함유한 1단계 앰플과 2단계 마스크팩의 시너지효과로 지친 피부를 더욱 
생기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랩테라피 마스크팩 .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치고 민감해진 피부에 컬러 시너지 효과로 환해진 안색과 매끄러운 윤기를 주는 고품격 마스크. 

Lap therapy maskpack which makes your tired skin more zingy and healthy by the synergy effect of 
ampoule containing hempseed oil, snail, stormy petrel’s nest and placenta as Step 1 and maskpack 
as Step 2.
These high quality masks make your after sunshine tired, sensitive and rough skin refreshed and 
give more elastic and radiant with color synergy effect.

랩테라피 앰플 / 랩테라피 마스크팩 5SHEET
LAP THERAPY AMPOULE / LAP THERAPY MASKPACK
LAP THERAPY 面膜
ラップセラピーマスクパック

2g, 25g / 8,750원

1278 - 1279 1290 - 1298
디오프러스 컬러 시너지 이펙트 시트 마스크
DEOPROCE COLOR SYNERGY EFFECT SHEET MASK
黛芙丝2合1彩色雙效面膜
ディオプラスカラーシナジーエフェクトシートマスク

20gX10SHEET / 9,500원

1299
디오프러스 허니&골드 워시오프 푸딩 팩 
DEOPROCE HONEY&GOLD WASH-OFF PUDDING PACK 
黛芙丝蜂蜜&金粉水洗布丁面膜
ディオプラス　ハニー&ゴールド 洗い流しプリンパック

110g / 12,000원

1388 미백1387 주름개선

 달팽이
주름개선

마유 화이트닝
&영양

플라센타
보호진정

바다제비집
아쿠아

신제품
New

1292
BROWN브라운

1295
WHITE화이트

1297
PURPLE퍼플

1293
BLUE블루

1294
YELLOW옐로

1290
GREEN그린

1296
YELLOW-GREEN연두

1298
PINK핑크

1291
RED레드

1278
BEIGE베이지 SKY BLUE스카이블루

1279

1389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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