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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글로우 시트마스크 6종
한국 경상남도 특산물인 국화,알로에,유자,블루베리등을 기본 원료로 삼아 

우유,쌀겨등 피부 생기를 밝혀주는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피부 안색케어 전문 마스크팩

Mail : nohj@nohj.co.kr      Tel : 070-8271-1744

2018 BROCHURE

국제언론인클럽 주회
글로벌소비자만족 대상

국제NGO 기부천사클럽
글로벌 브랜드 대상

2017 세계발명창의 대회
(WICC) 금상 수상

아시아 로하스 인증 번호 2017-106

하이서울 우수상품 
이미용부문

Asia Lohas certificate
아시아 로하스 인증

뉴욕우수상품 어워드 
그랑프리수상

뉴욕우수상품 어워드 
그랑프리수상

우유,쌀겨등 피부 생기를 밝혀주는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피부 안색케어 전문 마스크팩우유,쌀겨등 피부 생기를 밝혀주는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피부 안색케어 전문 마스크팩

딥아쿠아 리커버리 샤이닝 

일루미네이트 카밍모이스춰 너리싱



1.밀착력이 떨어지는 뻣뻣한 호일 시트의 단점을 개량하여 피부의 굴곡진 부분까지 빈틈없이 밀착되어 만든 새로운 개념의 호일 마스크팩입니다.

2.민감한 피부도 자극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파라벤,무알콜,무색소 에센스 처방

3.한국 전라남도 고흥의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수액(1매에 1,400mg함유)과 편백오일 함유

4.서울시에서 인증하는 하이서울 우수 상품 선정(이미용부분)

5.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6.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1.세계최초 개발,특허 등록한 3중 호일 시트 사용 /  WICC 세계발명창의대회 금상 수상
2.민감한 피부도 자극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파라벤,무알콜,무색소 처방의 에센스 사용
3.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4.5가지 펩타이드,유산균,금,식물성 스쿠알란등 프리미엄 원료로 만들어진 최고급 에센스
5.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키네마인 뷰티

SOOTHING
모델링 마스크세럼-스쿠알렌
식물성 스쿠알렌 오일을 함유한 수딩 에센스가 

피부 수분은 올리고 피부 본래의 윤기를 살려주는 

광채 마스크팩

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
친환경 골드호일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비장탄 골드 로즈 시트

BRIGHTENING
모델링 마스크세럼-진주
진주성분을 함유한 브라이트닝 에센스가 피부 

수분은 올리고 피부 본래의 광채를 살려주는 

물광 마스크팩 

CALMING
모델링 마스크세럼-국화 
국화추출물을 함유한 카밍 에센스가 피부 수분은 

올리고 민감해진 피부는 빠르게 안정 시키는 

진정 마스크팩 

PORE CARE
모델링 마스크세럼-콜라겐
콜라겐을 함유한 리프팅 에센스가 피부 탄력은 

올리고 민감해진 피부는 빠르게  진정시키는 

탄력 마스크팩 

 WICC 세계발명창의대회 금상 수상

친환경 골드호일 시트친환경 골드호일 시트

1.밀착력이 떨어지는 뻣뻣한 호일 시트의 단점을 개량하여 피부의 굴곡진 부분까지 
빈틈없이 밀착되어 만든 새로운 개념의 호일 마스크팩입니다.
2.세계최초 개발,특허 등록한 3중 호일 시트 사용 /  WICC 세계발명창의대회 금상 수상
3.민감한 피부도 자극없이 사용 할 수 있게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파라벤,무알콜,무색소 에센스 처방
4.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5.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엔오에이치제이엔오에이치제이

인트라 골드 아쿠아 세럼 마스크
3겹으로 특수 제작된 호일시트가 에스테틱의 스페셜관리 방법인 

골드테라피 효과로 럭셔리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프리미엄 골드 마스크팩입니다.

 WICC 세계발명창의대회 금상 수상

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비장탄 골드 로즈 시트비장탄 골드 로즈 시트

인트라 골드 아쿠아 세럼 마스크
3겹으로 특수 제작된 호일시트가 에스테틱의 스페셜관리 방법인 

골드테라피 효과로 럭셔리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프리미엄 골드 마스크팩입니다.

컨투어 마스크세럼 
3겹으로 특수 제작된 호일시트가 에스테틱의 스페셜관리 방법인 

골드테라피 효과로 럭셔리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프리미엄 골드 마스크팩입니다.

엔오에이치제이

모델링 마스크 세럼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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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오에이치제이

클렌징 마스크팩 2종 1.얼굴에 붙이는 즉시 발생하는 미세 거품으로 피부의 묵은 각질,피지,블랙헤드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스페셜라인

2.마스크팩의 일반적인 기능인 수분공급,진정효과 외에 붙이는 즉시 발생하는 

풍부한 거품이 고객에게 놀라운 경험와 재미를 선사

3.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4.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피부결케어/모공청소/피지관리

딥클렌징 버블 마스크 ( WASH OFF TYPE )
얼굴에 붙이는 즉시 발생하는 미세거품이 피지와 피부 노폐물

묵은 각질등을 딥클렌징해주는 클렌징 마스크

피부톤케어/각질관리/모공청소

안티폴루션 클렌징 마스크  ( WASH OFF TYPE )
얼굴에 붙이는 즉시 발생하는 미세거품이 미세먼지및 모공을 청소하여 

칙칙한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클렌징 마스크

REVITALIZING
파워호일 24k 골드리프팅 마스크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리바이탈라이징 에센스 28g을 

피부로 빠르게 흡수 시키는 호일시트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 광채를 

샬려주는 활력 마스크팩

MOISTURISING
파워호일 24k 골드테라피 마스크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모이스춰라이징 에센스

28g을 피부로 빠르게 흡수 시키는 호일시트가 촉촉한 물광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분 마스크팩

펩타이드
24k 골드와 5가지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에센스 사용

슈퍼콜라겐
24k 골드와 콜라겐 1,300ml를 함유한 에센스 사용

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 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비장탄 골드 호일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레이온 시트

비장탄 골드 로즈 비장탄 골드 로즈 비장탄 골드 로즈 

레이온 시트레이온 시트

엔오에이치제이

1.빨리 건조하는 시트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골드 호일 시트 사용

2.클레오파트라의 뷰티시크릿으로 알려진 순금,꿀,석류,우유등을 함유한 아쿠아 에센스 사용

3.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4.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1.클레오 파트라의 뷰티시크릿으로 알려진 24k 골드와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콜라겐,펩타이드등을 함유하여 럭셔리한 피부 관리가 가능

2.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방부 시스템으로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기 좋음.

3.한지를 이용한 종이 포장으로 친환경적이고 럭셔리한 장미 문양의 골드 시트 사용.

슈퍼콜라겐
24k 골드와 콜라겐 1,300ml를 함유한 에센스 사용

화이트 버블 에센스 마사지 시트 마스크
미세 버블로 변하는 화이트 버블 에센스가 마스크시트 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고

민감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트마스크입니다.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매실,사과,키위,국화,알로에,유자추출물이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고

피부 자극이 적은 방부 시스템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 화장품

엔오에이치제이

파워호일 24k 골드 마스크팩 2종

엔오에이치제이

24k 골드 시트 마스트 2종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엔오에이치제이

화이트 버블 에센스 마사지 시트 마스크
미세 버블로 변하는 화이트 버블 에센스가 마스크시트 안에서 톡톡 터지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고

민감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트마스크입니다.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매실,사과,키위,국화,알로에,유자추출물이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피부 자극이 적은 방부 시스템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

1sheet 5,000원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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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오에이치제이
1.타이거 허브라고도 불리며 3,000년 동안 동양에서 사용된 피부재생과 진정에 탁월한 센텔라 아시아티카5% 함유

2.세계최초로 한지를 이용한 종이 포장으로, 친환경적이며 오리엔탈 분위기의 패키지 디자인 

3.피부 자극이 없고 피부 밀착력이 우수한 순면 시트 사용

4.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1.세계최초로 한지를 이용한 종이 포장으로 친환경적이며 이국적인 분위기의 패키지 디자인

2.고품질의 에센스와 부담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트로 만든 마스크팩

3.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정화진액)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정화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진정진액)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진정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수분진액)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수분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활력진액)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여 활력을 살려주는 

활력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보습진액)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보습진액 마스크팩

꿀
꿀의 영양과 수분을 공급

하여 피부를 맑고 촉촉 하게 

가꿔주는 영양 마스크팩

마유
생기를 잃어가는 피부에 

영양을 주어 피부를 활기

있게 가꿔주는 활력 마스크팩

스네일
달팽이 점액질 성분이 

피부결을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모공 마스크팩

제비집
각질을 잠재우고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 주는 

각질관리 마스크팩

비타민C
거칠어진 피부를 맑고 투명

하게 가꿔 깨끗한 피부결

로 가꿔주는 광채 마스크팩

산양유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피부결로 

관리하는 동안 마스크팩

진주
칙칙한 피부를 촉촉하고 화사

하게 가꿔 피부 본래의 색을 

살려주는 광채 마스크팩

콜라겐
흐트러진 얼굴선을 

매끈하고 탄탄 하게 가꿔 

주는 콜라겐 마스크팩

쉐어버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결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 주는 영양 마스크팩

히아루로닉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에 생기를 부여

하는 수분 충전 마스크팩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정화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진정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활력진액 마스크팩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보습진액 마스크팩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수분진액 마스크팩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수분진액)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수분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정화진액)
칙칙해진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정화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활력진액)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여 활력을 살려주는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활력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진정진액)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진정진액 마스크팩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보습진액)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센텔라 스킨카밍 마스크팩 26g 

보습진액 마스크팩

엔오에이치제이

아쿠아수딩 마스크팩 10종

센텔라 카밍 마스크팩 5종

1.부드럽게 밀착되는 100% 순면 시트 사용

2.한지를 이용한 종이 포장으로 친환경적이고 화사한 분위기의 패키지 디자인

3.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보테니컬 성분이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시트 마스크

4.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방부 시스템

엔오에이치제이

보테니컬 순면 마스크 6종

클레리파잉 카밍 모이스처라이밍 하이드레이션 리바이탈라이징 리프레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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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수분 프로그램
수분 집중관리

홍삼 영양 프로그램
영양 집중관리

레몬 광채 프로그램
광채 집중관리

자몽 모공 프로그램
모공 집중관리

광채:결 [오이]

빛나는 피부의 비밀!
머드, 오이 추출물 함유

모공:결 [녹차]

탱탱한 피부의 비밀!
머드, 녹차 추출물 함유

수분:결 [알로에]

촉촉한 피부의 비밀!
머드, 알로에 추출물 함유

진정:결 [티트리]

깨끗한 피부의 비밀!
머드, 티트리 추출물 함유

광채:결 [오이]

빛나는 피부의 비밀!

모공:결 [녹차]

탱탱한 피부의 비밀!

수분:결 [알로에]

촉촉한 피부의 비밀!

진정:결 [티트리]

깨끗한 피부의 비밀!

자몽 모공 프로그램
모공 집중관리

알로에 수분 프로그램 홍삼 영양 프로그램
영양 집중관리

알로에 수분 프로그램 레몬 광채 프로그램

꿀
오늘도 힘 내세요 #함께

레몬
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

대나무
보고 싶은 마음 #항상

녹차
오늘밤 어때? #꿈

상표특허 등록증 제40-1194275호

석류
내맘 받아줘 #오늘

스네일
좋은생각났어 #니생각

오이
너에게꽃힘#내마음

티트리
함께해요#우리

꿀
오늘도 힘 내세요 #함께오늘도 힘 내세요 #함께

레몬
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

대나무
보고 싶은 마음 #항상보고 싶은 마음 #항상

녹차
오늘밤 어때? #꿈

석류
내맘 받아줘 #오늘

스네일
좋은생각났어 #니생각

오이
너에게꽃힘#내마음

티트리
함께해요#우리

1.내용물이 보이는 반투명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패키지 

2.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의 시트 사용

3.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엔오에이치제이

바나나 썰 마스크팩 8종
1.SNS에서 자주 사용되는 해시태그를 컨셉으로 만든 마스크팩

2.어디에 진열해도 눈에 뛰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바나나 캐릭터 디자인(특허등록)

3.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4.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엔오에이치제이

슈퍼푸드 라인 4종
민감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충전하세요.

슈퍼푸드가 함유된 엄선된 에센스 사용으로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을 보증 합니다.

꿀 브로콜리 블루베리 송이버섯꿀 브로콜리 블루베리 송이버섯

텐셀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빛나는 피부의 비밀!
머드, 오이 추출물 함유
빛나는 피부의 비밀!
머드, 오이 추출물 함유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탱탱한 피부의 비밀!
머드, 녹차 추출물 함유
탱탱한 피부의 비밀!
머드, 녹차 추출물 함유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촉촉한 피부의 비밀!
머드, 알로에 추출물 함유
촉촉한 피부의 비밀!
머드, 알로에 추출물 함유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깨끗한 피부의 비밀!
머드, 티트리 추출물 함유
깨끗한 피부의 비밀!
머드, 티트리 추출물 함유

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친환경 골드 로즈 시트

수분 집중관리수분 집중관리

텐셀 시트텐셀 시트 텐셀 시트

광채 집중관리광채 집중관리

텐셀 시트텐셀 시트 텐셀 시트

모공 집중관리모공 집중관리

텐셀 시트텐셀 시트 텐셀 시트

영양 집중관리영양 집중관리

텐셀 시트텐셀 시트

엔오에이치제이

1일1팩 힐링 마스크팩4종

엔오에이치제이

결 마스크팩 4종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내 사랑의 조건 #무조건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보고 싶은 마음 #항상보고 싶은 마음 #항상보고 싶은 마음 #항상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오늘밤 어때? #꿈오늘밤 어때? #꿈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내맘 받아줘 #오늘내맘 받아줘 #오늘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좋은생각났어 #니생각좋은생각났어 #니생각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너에게꽃힘#내마음너에게꽃힘#내마음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비장탄 시트

함께해요#우리함께해요#우리

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비장탄 시트

RENEWAL

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 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 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 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레이온시트



엔오에이치제이

슬리핑 순면 마스크팩 라인 2종
1.수분공급과 피부진정에 효과적인 참마,백년초,감초 성분 에센스와 순면시트로 만든 마스크팩

2.잠자기전 1일1팩으로 하루종일 외부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컨셉의 순한 마스크팩

3.복제품 및 유사품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주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

4.아시아 로하스인증(Asia Lohas certificate) 

엔오에이치제이

발효 천년초 마스크팩 4종
6월에 채취한 천년초꽃과 11월에 채취한 천년초 열매!

농부의 귀한 정성으로 가꾼 천년초 줄기를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천년초 발효액과 천년초 추출액을 사용합니다.

카밍 인트라셀 슬리핑 마스크팩
잠자기전 1일1팩으로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컨셉의 순한 진정 마스크팩

CALMING INTRACELL SLEEPING MASK PACK
Pure cotton mask helping skin relaxation with warm coffee aroma and soft 

lavender fragrance

생기:초 
피부에 광채를 심습니다.

영양:초 
피부에 탄력을 심습니다.

수분:초 
피부에 수분을 심습니다.

진정:초 
피부에 편안함을 심습니다.

수분:초 
피부에 수분을 심습니다.

진정:초 
피부에 편안함을 심습니다.

영양:초 
피부에 탄력을 심습니다.

생기:초 
피부에 광채를 심습니다.

골드호일 골드호일 순면시트 순면시트골드호일골드호일 골드호일골드호일 순면시트순면시트 순면시트순면시트

FACE IN MASK SHEETNOHJ 
Nohj face in mask is the new type mask and combine preferred sheet and serum of proper skin type. Our skin status doesn’t have only one problem such as dry skin, oily 
skin and sensitive skin. We have a concern about dual or more skin trouble. Also because of skin stress and environment, skin condition can be changed from moment to 
moment. In case of that, you need the mask pack suitable only for your skin rather than mask pack made a concept for one purpose. Nohj system mask is the new mask 
pack. Preferred mask and serum are combined to be suitable for your skin type and manage efficient skin care.

화이트 골드 호일비장탄 골드 호일 골드호일친환경 로즈 골드 비장찬 로즈 골드 순면시트텐셀시트

페이스인시트 라인 (시트7종 )
1.선호하는 마스크시트와 피부타입에 맞는 세럼을 조합해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피부 맞춤 마스크팩

2.마스크시트20ea/전용실리콘브러쉬/전용트레이 구성으로 편리하게 나만의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는 구성

아쿠아 인트라셀 슬리핑 마스크팩
잠자기전 1일1팩으로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컨셉의 순한 아쿠아 마스크팩

AQUA INTRACELL SLEEPING MASK PACK
Pure cotton mask helping skin relaxation with warm woody aroma and soft 

sandalwood fragrance

카밍 인트라셀 슬리핑 마스크팩
잠자기전 1일1팩으로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컨셉의 순한 진정 마스크팩

CALMING INTRACELL SLEEPING MASK PACK
Pure cotton mask helping skin relaxation with warm coffee aroma and soft 

lavender fragrance

아쿠아 인트라셀 슬리핑 마스크팩

잠자기전 1일1팩으로 하루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편안하게 휴식시키는 

컨셉의 순한 아쿠아 마스크팩

AQUA INTRACELL SLEEPING MASK PACK

Pure cotton mask helping skin relaxation with warm woody aroma and soft 

sandalwood frag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