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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VISS DEEP FLOW HAIR ESSENCE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은 수아비스 아르간 두피케어샴푸

모든 사람들이 샴푸를 편안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된

트루네츄럴 98.8

더욱 섬세하고

저자극 샴푸를 원하신다면 

트루네츄럴 98.8 선택하셔야 합니다

 SUAVISS TRIPLE-A SUNBLOCK

수아비스 아르간 두피케어 샴푸 트루 네추럴 98.8은

피부의  pH와 가장 유사한 pH5.5~6.5의 
약산성 샴푸입니다

무첨가 시험 분석을 거쳐
유해성분 불검출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 무첨가 시험 분석 성적서 ]

시험 분석 결과 불검출 판정

불검출 판정 항목 : 
이소프로필파라벤 / 에칠파라벤 / 이소부틸파라벤 / 부틸파라벤 / 

메칠파라벤 / 프로필파라벤 /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시드 /

음이온계면활성제 / 청색1호 / 황색4호 / 적색40호

산성 중성 약알칼리성 알칼리성약산성

pH3 4 5 6 7 8 9 10 11

pH5.5~6.5

수아비스 아르간 두피 케어 샴푸
트루 네츄럴 98.8

연약한 두피도
자극에서 더욱 자유롭게!

건강한 피부 유사 약산성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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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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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간 5-TF 바디에센스  300ml 13,000원

빠른흡수! 내몸에 수분 공급!오래도록 지속되는 보습  끈적임없는 사용감   

바르는 순간 내 몸에 신선한 열대과일의 풍부한 수분과 아르간 오일의 영양 성분이 

피부를 더욱 윤기 있고 탄력 있게 가꾸어줍니다.

열대과일이 내 몸에 쏘옥 흡수되는 꼴마도 바디워시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A, C, E 등의 멀티 비타민이 수분 및 영양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가 유지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바디워시의 

은은한 향으로 스트레스에 치친 피부에 에너지를 채워 넣으세요.

Body Care

Hair Care

Gift Set

수아비스만의 시크릿한 레시피를

담아 매끄러운 석류알처럼 피부를

상큼하게 케어해주고 비타민 콤플

렉스를 함유하여 건강하고 윤기

있게 케어해 주는 바디워시

석류 에센셜 바디워시

천연 100% 아르간 오일과 에센셜

오일 성분이 두피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천연유래계면활성제가 

자극없이 두피를 깨끗하게 가꿔

주는 헤어 샴푸

아르간 두피케어 샴푸 아르간 브릴리언트 헤어 컨디셔너

모든 두피문제에 대한 해답 모발에 자연스러운 볼륨감 형성

염색 후 컬러를 건강하게 유지

하여주고, 모발을 코팅하여 염색 

성분의 탈락 방지를 도와드립니다

컬러 N 샴푸

염색 컬러 보호 유지

갓 따낸 석류의 싱그러움

녹차추출물을 함유하여 하루종일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 애플민트

를 엄선해 추출한 멘톨성분이 

얼음샤워한듯 즉각적인 청량감

을 선사하는 바디워시

블루테라피 쿨 바디워시

애플민트의 청량감산뜻함을 담은 아로마테라피

수아비스만의 독자적인 포뮬러 

설계로 끈적임 없이 피부결을 

촉촉하게 관리해 주고 스페인

에서 생산된 맑고 풍부한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편안한 

릴렉싱효과를 부여하는 바디로션

라벤더 에센셜 바디로션

청량함을 담은 아로마테라피

맑고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매끄럽게 케어해 주고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여 

매일 스파한듯 시원한 릴렉싱 

효과를 부여하는 바디워시

라벤더 에센셜 바디워시

꽃향기를 담은 블라썸 시리즈

Relaxing Massage Gel 미네랄 오일 Free 

피부에 풍부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여 건조한 피부에 생기와 

향기를 드립니다

블라썸 미스트 바이올렛 퍼퓸 바디로션

블라썸 스노우 블루 퍼퓸 바디로션

블라썸 캔디핑크 퍼퓸 바디로션

닥터. 릴리프 겔 

안젤리카 뿌리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에센셜오일 성분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

하고 활력 있는 모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샴푸

모발에 풍성한 윤기를 부여하고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볼륨 있고 

빛나는 머릿결을 유지해 주는 

크림타입 헤어컨디셔너

수아비스 샤프란 볼루 바디 오일

샤프란 추출물, 아르간오일, 마카다미아씨

오일 등과 함께 각종 영양분이 가득 함유되어 

거칠어진 피부를 윤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네추럴멘톨과 캠퍼 성분을 사용하여 피부 

깊숙한 곳까지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시원함과 청량감을 줍니다

비타민 B,E,H 등의 멀티비타민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탄력있고 생기있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8.8%
 나머지 1.2% 보습성분 OK

*물포함  

   50ml 3,000원여행갈땐 간편 하게 

300ml 

13,000원 

1000ml

 28,000원



SUAVISS PROFESSIONAL HAI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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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VISS BABY LINE
[ 저자극, 자연 유래 성분이 풍부! ]

토너 에센스 크림모이스처라이져 아이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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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 98,000원

수아비스 베어 센트 ROLL-ON THERAPY 시리즈

활기 넘치고 신선한 자연 유래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후 심신에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수아비스 랩화이트닝 앰플 

당신의 피부에 빛을 찾아 드립니다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배제하고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및 락토클로불린 등의 성분으로 미백, 주름개선, 

피부탄력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120ml 38,000원수아비스 랩화이트닝 스킨에센스포맨 

Skin+Lotion + Essence + Whitening

고기능성 남성용 제품으로  바르는 즉시 피부톤이 밝게 빛나는 것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칙칙한 피부로 위축 되지 말고 

밝고 환한 얼굴로 자신감을 키우세요

6.5ml 18,000원

150ml 48,000원

수아비스 포 스팟 S.O.S 테라피

티트리에서  추출한 4-터피네올이 함유되어 피부가 쉽게 울긋불긋해 

지는 피부를 케어하고 알란토인이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어 

자극 없이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추출물이 

영양과 보습을 주어 효과적인 스팟 케어를 가능하게 도와 주는 스팟전용 

젤입니다. 

수아비스 히알루론산 워터드롭크림 

끈적임 No! 가볍고 산뜻하게 수분캡슐로 장시간 보습효과 지속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하여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며, 알로에가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얼굴은 물론 팔뚝, 종아리 

등의 건조한 곳에도 OK, 각질도 줄어들고 매끈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한 방울의 응집! 신속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나타나는 효과

DELIGHTFUL REFRESHING HAIR & BODY CARE
     ! 수아비스 화장품

10ml 14,000원

Skin+Lotion + Essence + Whitening

베어 센트 페퍼민트 오일 [Mentha Piperita (Peppermint) Oil 20%]

베어 센트 로즈마리 오일 [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Oil 20%]

베어 센트 라벤더 오일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20%]

COLMADO
GRAPEFRUIT MASK PACK

1Day

cover one’s face with a maskpack

그레이프플룻 마스크팩

원상복구가 필요한 월요일!
주말동안 지쳐버린 내 피부를 원상복구 시켜 줄 

수아비스 꼴마도 그레이프플룻 마스크팩으로 다독여

진정해주고 편안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신선한 자몽추출물과 캐모마일꽃추출물, 병풀추출물 등이

성난 피부를 진정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2Day

4Day

3Day

미백효과 : Whitening

화이트닝이 필요한 화요일!
신선한 망고추출물과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티온 등이 햇빛에 노출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모공케어 : Pore Care

모공까지 다독여줄 목요일!
모공을 수렴해주는 렌즈콩추출물,

프로비타민 B5성분인 판테놀이

모공 관리를 도와 줍니다

영양공급 : Nutrition Supply

수분과 영양을 충전해줄 수요일!
새콤한 크랜베리추출물과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베타-글루칸,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베리 등이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진정효과

보습력

트러블케어

흡수력

영양성분

보습력

수렴효과 흡수력

영양성분미백효과

진정효과

보습력

수렴효과

흡수력

영양성분

5Day

리프팅 : Lifting

진정효과 : Soothing

탱탱함이 부족해진 금요일!

상큼한 라임추출물과 여섯가지

복합 아미노산 컴플렉스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인

아데노신이 피부 바깥부터속까지

탄력있게 가꾸어 드립니다

장벽강화

보습력

흡수력

영양성분

수렴효과

보습력

수렴효과

흡수력

영양성분

모공케어

MD
Pick!!

미백효과 : Whitening

[ 미백 기능성 화장품 ]

겔러리아백화점 수원점, 타임월드점

 SSG 청담점

각종 천연 유래 추출물들과 천연과당이 

풍부한 복숭아수로 인해 보습력을 한층 

높여주고 세안 후 피부에 영양과 비타민, 

무기질 등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꼴마도 피치 클렌징 워터

이젠 복숭아로 클렌징 하자!

500ml 19,500원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이 피부의 자극을 

줄여주고 코 주변의 과도한 피지로 인한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며 

사용 후 당김이 적습니다.

 퍼펙트원 포밍 포어 클렌저

100ml 13,000원

지중해 그리스에서 생산된 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다량 함유되어 피부 보호 

및 보습효과를 주며, 오일성분 특유의 답답

함이 없는 산뜻한 타입으로 메이크업은 물론 

노폐물, 피지까지 자극없이 깨끗하게 세정

하여 드립니다.                     

꼴마도 올리브 클렌징 오일

500ml 29,500원

저자극 클렌징을 위한 천연 유래 클렌징

클렌징

25ml 10개입  30,000원

25ml 10개입  30,000원

25ml 10개입  30,000원

25ml 10개입  30,000원

25ml 10개입  30,000원

수아비스 꼴마도 그레이프플룻 마스크팩

수아비스 꼴마도 망고 마스크팩

수아비스 꼴마도 크랜베리 마스크팩

수아비스 꼴마도 코코넛 마스크팩

수아비스 꼴마도 라임 마스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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