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꼴마도 바디워시

1 수아비스 

꼴마도 2종 웨딩 기프트 세트

2 수아비스 
꼴마도 4종 웨딩 기프트 세트

수아비스 스킨케어 제품은 95%의 천연원료와 5%의 기능성 원료로 제조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합니다.
우리 제품은 필요한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색소, 화학 향료, 기타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효과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수아비스 브랜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고객님을 가꾸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SUAVISS GIFT SET

티에프 바디에센스 + 꼴마도 바디워시 (5종 중 택1)

꼴마도 바디워시

그레이프 플룻1 크랜베리2 망고3 코코넛4 라임5

그레이프 플룻1 크랜베리2 망고3 코코넛4 라임5

티에프 바디에센스 + 꼴마도 바디워시 (5종 중 택3)

5가지 열대과일 주스를 담은 꼴마도 바디워시와 천연 아르간오일과 쉐어버터가 함유된 
아르간 5 티에프 바디에센스는 취향에 따라 선물할 수 있고 풍부한 과일영양 성분과 수분 등을 
고루 갖춘 데일리 바디케어 제품입니다. 

5가지 열대과일 주스를 담은 꼴마도 바디워시와 천연 아르간오일과 쉐어버터가 함유된 
아르간 5 티에프 바디에센스는 취향에 따라 선물할 수 있고 풍부한 과일영양 성분과 수분 등을 
고루 갖춘 데일리 바디케어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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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프 바디에센스1 그레이프 플룻2 크랜베리3

망고4

5

3 수아비스 
꼴마도 3종 세트

수아비스 
기프트 세트

6 수아비스 
엠끌로이 기프트 세트

4 수아비스 

리플레쉬 4종 선물세트

아르간 두피케어 샴푸 (500ml)

아르간 브릴리언트 헤어 컨디셔너 (500ml)

라벤더 에센셜 바디 워시 (500ml)

라벤더 에센셜 바디 로션 (500ml)

1

2

3

1

2

3

1

2

3

4

엠끌로이 하이포아 퓨리파잉 토너 (170ml)

엠끌로이 하이포아 모이스쳐라이져 (170ml)

엠끌로이 하이포아 리프팅 에센스 (50ml)

[건성 피부타입] 부스팅 토너 / 부스팅 모이스쳐라이져 (170ml)

[지성 피부타입] 밸런싱 토너 / 밸런싱 모이스쳐라이져 (170ml)

[모든 피부타입] 파워 리프팅 에센스 / 브릴리언트 부스팅 에센스 

(50ml)

SUAVISS GIFT SET

티에프 바디에센스 1종, 꼴마도 바디워시 5종 중 택 3

부스팅 라인 + 밸런싱 라인 + 스페셜 라인 3종

5가지 열대과일 주스를 담은 꼴마도 바디워시와 천연 아르간오일과 쉐어버터가 함유된 
아르간 5 티에프 바디에센스는 취향에 따라 선물할 수 있고 풍부한 과일영양 성분과 
수분 등을 고루 갖춘 데일리 바디케어 제품입니다. 

아르간 오일이 함유되어 두피와 모발에 윤기있고 탄력있게 가꾸어줄 
헤어라인과 라벤더 성분이 함유되어 몸과 마음에 편안한 안정을 주는 
바디라인으로 구성된 리플레쉬 4종 선물세트

피부와 친근한 95%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기초세트로 기미, 
잡티 케어, 탄력 개선, 건조한 피부, 번들거리는 피부등 여러 가지 피부타입에 
 따라 원하는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3중 보습으로 예민해진 임신부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줄 엠끌로이 기프트 세트



7 싸이폴라 
기프트 세트

1

2

3

부스팅 라인 + 밸런싱 라인 + 스페셜 라인 3종

싸이폴라 기프트 세트는 여러 가지 고 기능성 원료들이 함유되어 효과가 극대화한 기초세트로 
기미, 잡티케어, 탄력 개선, 건조한 피부, 번들거리는 피부 등 여러 가지 피부타입에 따라 
원하는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UAVISS GIFT SET

9 수아비스 
바디케어 2종 세트

8 수아비스 

헤어케어 2종 세트

10 수아비스 
쉐어버터 핸드크림

보습 및 영양공급, 부드러운 피부, 피부보호

수아비스 쉐어버터 핸드크림 단품

1

2

아르간 두피케어 샴푸 (500m)l

아르간 브릴리언트 헤어 컨디셔너 (500ml)

1

2

라벤더 에센셜 바디 워시 (500ml)

라벤더 에센셜 바디 로션 (500ml)

아르간 오일이 함유되어 두피와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고 촉촉함을 더해줄 수
아비스 헤어케어 2종세트입니다.

몸과 마음에 편안한 안정을 주는 천연허브에센셜오일과 피부 속 수분을 지켜줄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겔 등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이 함유된 수아비스 바디케어 2종세트입니다.

보습 효과가 우수한 쉐어버터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아몬드, 해바라기씨, 포도씨, 
아르간 오일등 피부에 친화적인 식물성오일이 함유되어 손과 네일, 큐티클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줍니다.

[건성 피부타입] 부스팅 토너 / 부스팅 모이스쳐라이져 (170ml)

[지성 피부타입] 밸런싱 토너 / 밸런싱 모이스쳐라이져 (170ml)

[모든 피부타입] 파워 리프팅 에센스 / 브릴리언트 부스팅 에센스 

(50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