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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Awake
# Refresh Your Mind

여름의 시작
Summer Awake
#Refresh Your Mind
무더운 여름, 지친 일상

시원한 한줄기의 바람처럼

잠깐의 휴식이 되어주는 여름바람
특별하지 않은 반복된 일상 속에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여름향기와 같이

나를 깨워주는 여정, 그린코스와 함께하세요.

CHAE:UM
PROLOGUE

CHAE:UM INDEX
Beauty webzine

PROLOGUE
About us

PRODUCT PROPOSAL

SKIN CARE : SUMMER BREEZE
CLEANSING : WATER SPLASH
HAIR & BODY : VACAY MODE
MAKE-UP : SUMMER SPECTRUM
SUN : UNDER THE SUN

* ewg 그린등급 제형의 경우 2018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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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UM
PROLOGUE
About us

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
COMPANY INTRODUCTION

‘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비전 아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부합하는 Total OEM·ODM Service, 자사만의 기술과
특허, 정확한 납기로 고객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더페이스샵, 에스까다, 미니소, 왓슨스 등
국내 외 유명 화장품기업들의 협력회사이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의 고객망을 확보한 그린코스는 글로벌 화장품, 의약외품, 동물의약외품 제조생산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GMP, ISO22716 인증
2017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6 동물의약외품 제조허가 취득

CHAE:UM
PROLOGUE
About us

철저한 품질관리
앞선 기술력의
그린코스

그린코스는 2012년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기준인 ISO 9001 (품질경영) / 14001 (환경경영), 22716 (화장품 국제기준)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의약외품 및 동물의약외품 제조허가 취득을 완료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코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선도형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COMPANY INTRODUCTION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CGMP)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신고)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CHAE:UM
PRODUCT PROPOSAL

SUMMER
BREEZE
Skin Care

SKIN MOJITO BUBBLE TONER
스킨 모히또 버블 토너

FROZEN SLUSH SLEEPING PACK
프로즌 슬러시 슬리핑 팩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SUMMER BREEZE
: Skin Care

SKIN MOJITO
BUBBLE TONER
스킨 모히토 버블 토너
피부가 마시는 모히토 한 잔

피부에도 시원한 모히토 한 잔이 절실한 여름!
사막 위의 오아시스처럼 건조한 피부에 버블 토너는 언제나 옳다.
피부 청량감 + 모공케어 + 각질정돈 + 수분공급 + 쫀쫀피부까지
모두 관리해주는 버블 토너 하나면, 열 가지 토너 안 부럽다!

모공케어와 각질정돈을 한번에!

모공 케어 특허성분 EVERMAT™와 Mint-3 Complex를 함유하여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며 열 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줌

피부 위에서 톡톡! 속보습 채워주는 모히토 토너
피부 위에서 토독토독 느껴지는 촉감이 피부에 청량감을 선사해주며,
풍성한 거품 토너가 쫀쫀하게 수분을 잡아줌

Mechanism

Transparent Bubble Formula

- 수성 성분에 소량의 오일 성분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용해시킨 제형
-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PEG 계열 Solubilizer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버블 토너 제형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SUMMER BREEZE
: Skin Care

FROZEN SLUSH
SLEEPING PACK
프로즌 슬러시 슬리핑 팩
당신이 잠든 사이에 시작되는 슬리핑 뷰티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여름, 피부 온도 케어는 필수!
한 여름, 피부도 기분도 축축 쳐져 힘든 날에는
한 숨 자자, 프로즌 슬리핑 팩 믿고.
바르자마자 피부 속까지 전해지는 시원함으로 썸머 케어 끝

얼려쓰는 슬러시로 쿨링 다운 이펙트

상온에서는 수딩젤로 사용하고 냉장 or 냉동하여 사용할 시,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피부 진정과 더불어 모공 수렴 효과까지 선사해줌

당신이 잠든 사이, S.O.S 피부 진정 슬리핑 팩
피부 회복이 원활한 골든 타임 밤 10시 ~ 2시까지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진정효과를 전달해주는 슬리핑 뷰티 아이템

Mechanism

Nonfreezing Gel Networking Formula

- 영하의 온도에서도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어는점을 낮추어 제형 개발
- 상온 & 영하의 온도에서도 젤 구조가 깨지지 않고 고체로 꽝꽝 얼지 않으며
슬러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

CHAE:UM
PRODUCT PROPOSAL

WATER
SPLASH
CLEANSING

KEEP BARRIER PH CLEANSING FOAM
킵 배리어 약산성 클렌징 폼

MORNING APPLE WATER PATTING CLEANSER
아침엔 사과 워터 패팅 클렌저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WATER SPLASH
: CLEANSING

KEEP BARRIER PH
CLEANSING FOAM
킵 배리어 약산성 클렌징 폼
피부 보습막을 지켜주는 믿고 쓰는 클렌징

수분을 빼앗아가는 뽀득뽀득 클렌징 폼은 이제 그만!
모든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분 부족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약산성 클렌징으로 피부 속 수분도 지켜내자!
장벽 튼튼, 수분 잠금 약산성 폼으로 데일리 클렌징하세요.

피부 장벽 지킴이 약산성 pH 클렌징 폼

마일드한 약산성 pH5.0 ~ 6.0의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 후에도
수분이 날라가지 않도록 피부장벽을 보호해주는 마일드 클렌저

EWG 그린등급 안심 포뮬라로 순하게!
민감 예민보스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공향료 제외
그린등급 처방으로 순한 클렌징 제품

0-2

Mechanism
외부자극

각질

세라마이드

외부자극

수분

알칼리성 폼(일반)

피부 표면에 필요한 장벽까지 씻겨주어
수분 손실이 일어나 건조한 피부

vs

수분

수분

약산성 폼(자사)

피부 장벽을 지켜주어 외부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수분 유지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WATER SPLASH
: CLEANSING

MORNING APPLE WATER
PATTING CLEANSER
아침엔 사과 워터 패팅 클렌저
아침을 상큼하게 시작하는 모닝 사과 한 입

새벽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도 바쁜 그대를 위한 필수템!
잠든 사이, 피부에 붙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들.
물 세안만으로는 씻어내기 어려워요.
매일 아침 더 예뻐지는 습관, 패팅 클렌저 한 방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모닝 알람 클렌저

촉박한 아침 시간에 간편하게, 물과 섞어서 세안 해주면 되는 간편클렌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순하게 씻겨주는 마일드 클렌저

피부 수분장벽을 지켜주는 사과 유래 계면 함유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설페이트류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유래 계면을 사용하여 피부 보습막을 지켜내 줌

How To Use

1. 세안할 만큼의 물을 먼저 받아두고, 15ml 정도 클렌저를
부어 섞어줍니다.

2. 희석된 물로 여러 번 세안해주어 노폐물을 닦아줍니다.
3. 미온수로 1-2번 세안하여 마무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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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POSAL

VACAY
MODE
HAIR & BODY

BLUE MOON COCKTAIL HAIR MIST
블루 문 칵테일 헤어 미스트

FLAT WHITE COFFEE SCRUB WASH
플랫 화이트 커피 스크럽 워시

중국수출가능

VACAY MODE
: HAIR & BODY

BLUE MOON COCKTAIL
HAIR MIST
블루 문 칵테일 헤어 미스트
SHAKE IT! & SILKY IT!

CHEERS FOR MY HAIR
반복되는 헤어 스타일링으로 지친 모발에 CHEERS!
칵테일 한 잔에 기분이 UP되는 것처럼, 나의 모발 컨디션도 UP
무거운 헤어 에센스가 싫어지는 여름, 가볍게 실키해지는 헤어 미스트를 만나볼 것!

가볍고 실키한 2층상 헤어 에센스

흔들어 사용하는 2층상 미스트로 건조한 모발에 라이트하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며, 즉각적으로 부드러움을 선사해줌

극손상 모발에 부드러운 윤기 선사

염색과 탈색 등 잦은 헤어 시술로 푸석해진 극손상 모발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찰랑거리는 머릿결로 관리해줌

Texture
오일
에멀젼층
워터
에센스층

MULTI SILKY TECHNOLOGY

모발의 큐티클을 코팅하여,
열로부터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줌
푸석하고 거칠어진 모발에 촘촘히 수분을
채워주어 윤기있는 머릿결로 관리해줌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VACAY MODE
: HAIR & BODY

FLAT WHITE COFFEE
SCRUB WASH
플랫 화이트 커피 스크럽 워시
우리 함께 커피 향기에 취해볼래요?

은은한 커피 향기에 나도 모르게 이끌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친 피부와 마음을 다독여주는 향긋한 커피 스크럽 워시가
하루를 잔잔하게 마무리해줄거에요.
플랫 화이트의 부드러움을 닮은 스크럽 워시로 촉촉함을 선사해주세요.

데일리로 부담없는 커피가루 스크럽을 더한 바디워시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주는 바디 워시에 자극적이지 않은
커피 스크럽을 더해 마일드하게 바디 피부를 관리해줌

향긋한 커피향으로 행복한 배쓰 타임

은은한 커피향으로 샤워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커피 워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커피의 향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Texture

- 커피 가루와 호두껍질 가루의 최적의 비율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피부 각질은 제거해주는 마일드한 스크럽을 제공
- 젤 워시 제형이 물과 만나 부드러운 거품을 생성해주어 촉촉한 클렌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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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POSAL

summer
spectrum
MAKE-UP

GLOW ON FIX PRIMER
글로우 온 픽스 프라이머

SATIN FINISH FOUNDATION
새틴 피니쉬 파운데이션

JELLY PUDDING BLUSHER
젤리 푸딩 블러셔

중국수출가능

SUMMER SPECTRUM
: MAKE UP

GLOW ON FIX PRIMER
글로우 온 픽스 프라이머
흐트러짐 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

더위에 한없이 무너져버리는 공들인 메이크업!?

은은하게 빛나는 실키한 텍스처로 빈틈없이 모공을 채워
하루종일 뽀송하게 유지되는 스킨 세팅 골드 프라이머
더 눈부신 여름날의 메이크업 픽스, 프라이머로 시작하자

은은하게 빛나게 해주는 골든 펄 플레이크를 함유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골든 펄을 함유한 젤 포뮬러가
피부 위에 은은한 윤기와 반짝이는 생기를 표현

피부 위에 얇은 막을 씌워주어 요철 커버

두껍지 않고 얇게 피부에 밀착되는 프라이머로 요철을 효과적으로 메꿔주어,
큰 모공과 잔주름까지 촘촘하게 채워주는 프라이머

Mechanism

Dual Silky Technology

왼쪽의 그물 구조가 굴곡진 피부결을 매끈하게
채워주고, 오른쪽의 선형 구조가 밀착 film을
형성하여 요철을 이중 커버해줌

그물구조

선형구조

중국수출가능

SUMMER SPECTRUM
: MAKE UP

SATIN FINISH FOUNDATION
새틴 피니쉬 파운데이션
SPF37 PA++
바른 듯, 안 바른 듯 공기처럼 가볍다.

COVER ME LIKE FEATHER
가벼운 파운데이션이 진가를 발휘하는 여름철,
햇살 아래서 더욱 돋보이는 피부 결을 연출해보자.
미묘하게 예뻐 보이는 비결, 새틴처럼 매끈한 피부 결에 있다!

빛을 받을수록 피어나는 윤기 커버

밝은 빛 아래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은은한 윤기를 선사해주며,
마치 내 진짜 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커버력까지!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롱 래스팅 기법
얇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위에
얇은 스킨막을 형성해주어 유지력과 커버력을 상승시켜줌

Mechanism

Long Wear Technology

휘발되는
오일
색소
필름 포머

오일이 빠르게 휘발되어 피부 위에 색소가 얇게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 피부 표면을 따라 고르게
자연스러운 피부 결 표현

중국수출가능

SUMMER SPECTRUM
: MAKE UP

JELLY PUDDING BLUSHER
젤리 푸딩 블러셔
BE MY LITTLE PUDDING

안녕? 난 푸딩이고, 이제부터 너의 볼을 물들일거야.

몰캉몰캉한 젤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나의 뺨을 가득 채우면,
양 볼에 생기 발랄 톡!톡!
바르기 전부터 행복해지는 푸딩 블러셔로 사랑스러움 UP!

푸딩처럼 말랑말랑 탄력 있는 블러셔

푸딩처럼 탄력 있는 형상 기억 제형의 블러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평평한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특이 제형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퍼지는 발색

롤링할 때 촉촉하면서도 은은하게 번지는 발색력을 구현하여
자연스럽게 발그레해지는 치크 메이크업 가능

Mechanism

: 친수성
: 소수성

Shape Memory Texture

- 고분자 내 소수성꼬리끼리 미셀을 형성하여 water gel을
구현하며, 탄성감 있는 안정된 framework 형성
-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양대로 되돌아옴

CHAE:UM
PRODUCT PROPOSAL

UNDER THE
SUN
SUN

CHAMOMILD SUN CREAM
캐모마일드 선 크림

REAL CALMING ZINC SUN CUSHION
리얼 카밍 징크 선 쿠션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2019년 3월 임상 완료 예정

UNDER THE SUN
: SUN

CHAMOMILD SUN CREAM
캐모마일드 선 크림
SPF50+ PA++++
캐모마일 티 한 잔의 힐링, 선 케어에 담았다.

유기 자외선 차단은 자극적이라는 편견 NO!
캐모마일 꽃 수와 순하디 순한 성분만을 담은
그린등급 저자극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나타났다!
더욱 더 순하고 더욱 더 강력해진 선 크림으로 데일리 선 케어 시작

백탁 ZERO! 끈적임 없이 촉촉한 사용감

뻑뻑하고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선크림은 이제 그만!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 사용감으로 부담 없이 덧바를 수 있는 선 크림

캐모마일 꽃수 40% 함유

정제수 대신 캐모마일 꽃수를 40% 사용하여 더욱 촉촉한 사용감을 구현했으며,
순하게 피부를 케어해주어 마일드 선케어 선사

Mechanism

: 자외선 차단막

UV BLOCK ABSORPTION EFFECT

-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흡수
- 백탁 현상이 없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선 크림

중국수출가능
그린등급(향료제외)
2019년 3월 임상 완료 예정

UNDER THE SUN
: SUN

REAL CALMING ZINC
SUN CUSHION
리얼 카밍 징크 선 쿠션
SPF50+ PA++++
민감성 피부인 엄마도, 예민한 피부인 아기도

순하다고 소문난 무기자차에서도 이보다 더 순할 수가 있을까? YES!
기저귀 발진 크림에도 사용되는 진정성분 징크옥사이드만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진짜 순딩이 선 쿠션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간편한 선 쿠션으로 우리 가족 선 케어는 끝!

진정성분 ‘징크옥사이드’만으로 제형 구현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켜주는 ‘징크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의 자외선 차단에 도움

가시광선까지 분산시켜주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까지 분산시켜주며,
SPF 50+ PA++++ 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지수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줌

Mechanism
SCATTERING

- 가시 광선까지 SCATTERING 해주어 실생활에 더욱 필요한
자외선 차단
- 피부결에 맞게 균일하게 도포되어 빛을 반사하여 피부 속까지
보호
- NON-CHEMICAL TYP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