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를 바꿔보세요
천연100%, 산 0%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Pre-aging
관리, 미백관리, 지성피부 관리......

피부 관리실

Pre-aging 관리
노화된 피부 관리
미백 관리
여드름 성 지성피부 관리

홈케어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보습진정 토너
밸런스 토너
천연 성분의 각질제거제
재생 마스크
진정 마스크
활력 농축액
세럼 비탈
눈&입술 주름 전용 젤
비타민 보습크림
미백보습 크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BB Cream SPF 18
보호 크림SPF 18

2B Bio Beauty 의 «천연100%, 산 0%» 필링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피부 결함을 제거해줍니다.
진정한 pre-aging 컨셉트로 피부가 재생되고 피부
톤은 맑아집니다.
3
4
5
6

7
7
8
8
8
8
9
9
9
10
10
10
11
11
11

시간에는 당당하게, 자신에겐 솔직하게.
아름다움은 시간을 들여 가꾸어야 합니다. 젊음을
되찾아주는 진정한 테라피인 차세대2B Bio Beauty©
의 관리는 피부 노화 징후들을 늦춰줍니다.
첨단기술의 강력한 효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2B
Bio Beauty©의 제품들은 나이나 피부타입, 생활
환경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2B Bio Beauty©
의 피부전문가들이 고품질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Merci de votre confiance,
Jean Michel LIBERT,
CEO

* 코스메슈티컬: 코스메틱과 파마슈티컬의 합성어로서
코스메슈티컬의 제품들은 코스메틱 제품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스매슈티컬의 개념은 피부에 생물학적인 효과(피부노화의
완화)를 주는 활성성분을 이용하는 포뮬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원리
단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는 스크럽과는 달리 2B
Bio 필링은 피부 안으로부터의 각질 제거 과정이
시작됩니다.
피부관리 비법
우리 몸이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원리와 같이
강력한 100% 천연 활성인자가 피부를 질식시키는
각질들을 벗겨내 배출해줍니다.
관리 대상은?
•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맑은 피부톤 유지를 원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및 여성.
관리 기간은?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 동안 관리해 줍니다.
일년에 두 번 필링 관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결과
피부 깊이 깨끗해지며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주름 및 미세주름이 안으로부터
채워져 완화되며 커진 모공은 조여주고
피부 반점들이 희미해 집니다. 즉각적인
아름다움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피부 관리실

Pre-aging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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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된 피부 관리
피부 관리실
4

원리
피부 보습관리는 피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2B Bio
Beauty는 한발 더 나아가 피부 각질층내의 산소를
증가시켜 줍니다.
피부관리 비법
고농도 활성 산소와 뛰어난 품질의 포뮬러로
만들어진 이 관리는 당신의 피부가 최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오염된 환경 속에서 피부 스스로
최상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리 대상은?
• 건조한 피부: 최상의 노화 예방 관리.
• 노화 피부: 자유라디칼 형성을 늦춰줍니다.
주름이 시각적으로 덜 뚜렷해 지고 노화의
흔적들을 완화시켜줍니다.
관리 기간은?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관리 또는 15일에
한번씩 두 달 동안 관리를 해줍니다.
결과
산소로 충만해진 피부는 젊었을 때의 맑은 피부
톤을 되찾게 됩니다. 놀랍도록 부드러워지고
탄력적인 피부가 됩니다.

원리
미백 피부관리와 제품들은 2B Bio Peeling
의 미백 효과를 증대시켜주고 피부에 보습을
공급해 편안하게 해주면서 색소 장애로 인한 피부
트러블들을 예방해줍니다.
피부관리 비법
독창적인 이 피부관리법은 피부에 특별한
미백효과를 부여해주며 피부색을 어둡게
만드는 피부 색소침착과 보기흉한 반점들을
완화시켜줍니다.
관리 대상은?
• 특정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피부타입과 모든
피부색깔을 위한 피부관리입니다.
관리 기간은?
2주에 한번씩 두 달 동안 관리해 줍니다.
결과
미백관리의 효과로 피부 톤이 맑고 밝아지며 멜라닌
입자와 과도한 색소 침착을 완화해주어 피부 결이
균일해 집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젊어집니다.

피부 관리실

미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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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성
지성피부 관리
피부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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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혁신적인 각질제거 원리로 이 피부관리는 블랙헤드
및 여드름 제거를 촉진시켜주고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피부관리 비법
강력한 천연 활성인자로 구성된 이 피부관리는
피부를 질식시키는 노폐물 배출을 활발하게
유도해줍니다.
관리 대상은?
• 청소년들이나 모든 나이대의 남성과 여성의 얼굴
또는 몸을 위한 피부관리 입니다.
관리 기간은?
피부 문제에 따라 최소 4번 이상 7일에서 10일 마다
관리해 줍니다. 일년에 두 번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관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결과
피부 깊숙이 깨끗해지며 블랙헤드와 피부 염증을
제거해 주어 피부가 매끈하고 피부 톤이 맑아
집니다.

홈케어

홈케어 제품라인

Bio Net 얼굴& 눈 클렌징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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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클래식한 화장품 및 얼굴 및 눈 전용 워터프루프 화장품의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지워주어 보습과 영양 관리의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피부 상태로 준비시켜 줍니다.
결과 진정되고 회복된 피부 표면은 매끄러워지고 피부 깊숙이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피부의 수분균형이 유지됩니다.

Ref. 15000

Bio Pu reté 지성 피부용 클렌징 폼

원리 이 클렌징 폼은 소독 및 충혈 제거 작용으로 블랙헤드와
여드름을 예방해 주면서 과도한 피지로 인해 막힌 모공을
깨끗하게 열어줍니다.

Ref. 15001

결과 피부 노폐물들이 제거되어 피부가 숨을 쉬게 되며 피부
톤이 맑아지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좋아집니다.

Bio Douc eu r 민감성 피부용 보습/진정 토너

원리 건성피부, 민감성 피부나 또는 홍조가 도는 피부의 보호막
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적의 피부 수분율을 유지시켜 줍니다.
결과 피부가 깨끗이 정돈되어 다른 제품의 활성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도록 해줍니다.
Ref. 15002

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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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Cla rté 지성 피부용 밸런스 토너

원리 전염성 있는 독소들을 중화시켜주면서 번들거림의
원인을 조절해줍니다.
결과 피부가 광채와 생기로 가득 차며 피부 톤은 맑아지고
매트해 집니다.

Bio Gommage 천연성분의 각질제거제

Ref. 15003

원리 이 각질제거제는 피부를 질식시키는 죽은 각질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블랙헤드와 여드름 그리고 붉은 반점의
원인인 피부 박테리아들을 제거해 줍니다.

Ref. 15010

결과 완벽하게 깨끗해진 피부가 숨을 쉬고 피부 재생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들을 되찾게 됩니다. 더욱 맑아지고 균일해진 피부는
한결 피부를 젊게 보이게 해줍니다.

Bio Nut rition 모든 피부용 크림타입 재생 마스크

원리 항건조, 항주름, 항피로 마스크 크림으로 피부의 모든
결핍을 예방하고 재건해줍니다.
결과 수분과 주요 영양분을 얻은 피부는 놀라운 탄력과
부드러움을 되찾게 됩니다. 주름이 눈에 뛰게 완화되고 피부
톤이 밝아 집니다.

Ref. 15005

Bio Pu rifiant 지성피부용 크림타입의 진정 마스크
원리 피부의 독성을 모두 제거해 주면서 지성 피부에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Ref. 15006

홈케어

결과 모공이 조여지고 피부 결이 균일하게 정돈되며 피부
톤은 밝아집니다. 주름이 눈에 뛰게 완화됩니다.

Bio O xygel 활력 농축액

원리 이 안티 에이징 농축액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프리래디컬을
중화시키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세포간 지질의 복구를 촉진
시켜줍니다.
결과 피부 깊숙이 산소가 공급되고 활력을 되찾아 젊은 피부의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Ref. 15007

Bio Serum O2 바이탈 세럼

원리 안티 에이징 농축 세럼으로 피부의 산소 함유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독소를 배출해 세포가 숨쉬게 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피부가 최적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하이드로리피딕(hydrolipidique) 방어막을
강화시켜주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결과 피부가 최적의 상태로 숨쉬도록 해주며 오염된 환경
속에서 피부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높여줍니다. 이상적인
디톡스 성분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피부가 안으로부터 채워져 주름이 완화되고 젊은
피부의 광채를 되찾게 됩니다.

Ref. 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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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Rega rd 눈&입술 주름 전용 젤
Ref. 15004

원리 특히나 연약한 눈가의 피부는 피부 처짐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입술주변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의 미세 주름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중기능의 이 눈과 입술 전용 젤은 피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시간과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홈케어

결과 피곤함의 흔적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눈밑 부음과 다크서클을 완화시켜줍니다.
입술주위의 잔주름들도 눈에 뛰게 희미해집니다. 입술은 보호되고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Bio Hyd ravit 데이 &나이트 비타민 보습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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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매일 피부가 받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극(공해, 다양한 기후, 적외선,
호르몬의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io Hydravit는 지속적인 활성성분을
공급해줍니다. 낮에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밤에는 피부
재생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결과 비타민이 첨가된 지속적인 보습으로 피부 스트레스와
피로, 유해환경요인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며 새로 태어난
피부처럼 더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주름과 미세주름이
완화되고 청량하고 밝은 피부색으로 거듭납니다.

Ref. 15008

Bio hyd raWhite 미백보습 크림

원리 이 크림이 함유한 순수하고 유일한 미백분자는 피부 본연의
상태를 존중하면서 멜라닌 세포자극 호르몬인 멜라노트로핀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주근깨, 노화로 인한 반점, 임신 중의
색소침착과 같은 얼굴 반점의 원인인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해
줍니다.
Ref. 15052

결과 이 보습크림은 피부를 촉촉히 해주고 태양에 잦은 노출로
인한 색소침착을 완화해줍니다.

원리 부드러운 질감의 주요 연꽃성분이 함유된 이 크림은 건조한 피부 깊숙이
지속적인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프리래디컬 형성에 대항하며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유해한 외부환경(다양한 기후, 공해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결과 완벽하게 보습된 피부는 더욱 건강해지고 탄력을 갖게
됩니다. 건조함으로 거칠했던 피부는 놀랄 만큼 부드러워지며
주름은 눈에 띄게 완화되고 피부 톤은 밝아집니다.
Ref. 15012

Bio Défense BB Cream SPF18

원리 홍조와 피부 결점을 커버하기 위한 단순한 크림이 아닌 SPF18
의 이 비비 크림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결과 관리와 보호를 한번에! 균형 잡힌 휴가 후의 건강한 피부 톤을
만들어 줍니다.

Ref. 15009 /
15092

Bio Défense SPF 18 보호 크림

원리 SPF18 의 이 크림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결과 완벽하게 보호되고 관리된 피부는 일상의 유해한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항합니다.
Ref. 15099

홈케어

Bio Coc oon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11

보다 낳은 결과를 위해 2B Bio Beauty®의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2B Bio Beauty®의 파트너 선택과 인증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거듭하는 팀 구성원들의
우수한 명성과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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