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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S K I N  C H O I C E

건강한 피부 턴오버 주기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보다 빠른 효과!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 
달라진 3세대 뉴스킨 180˚ 제품별 변화와 

특징을 소개합니다. 

고농도 비타민 C 클렌저

뉴스킨 180° 페이스 워시 

순수 비타민 C 10%와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피부로 클렌징

미세 분사 탄력 미스트

뉴스킨 180° 스킨 미스트 

트리펩타이드, 디펩타이드 2종으로 탄력 케어, 

주름 개선 성분으로 한 번 더 스킨 타이트닝

트리플 애씨드 턴오버 케어

뉴스킨 180° 리뉴얼 플루이드 

탄탄한 피부와 모공, 부드럽고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AHA, BHA, PHA 턴오버 케어

시작은 부드럽게 결과는 강력하게

뉴스킨 180° 프렙 앰플 

건강한 피부 바탕 준비와 

건강한 턴오버 부스트를 위한 피부 에너지 극대화로 

만나는 180도 시너지 효과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

UVB/UVA 차단 기능 모이스처라이저

뉴스킨 180° UV블록 하이드레이터 

깊은 보습을 전하는 성분 업그레이드와 

넉넉해진 용량으로 전하는 촉촉함

*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밤 사이 경험하는 피부 휴식

뉴스킨 180° 나이트 콤플렉스 

업그레이드 된 풍부한 보습 & 진정 성분으로 

피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다음 날 만나는 

탄탄하고 부드러운 피부

새로운 180˚로 경험하는 파워 안티- 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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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효과 UP, 피부 건조한 분들에게 강추!

강윤주 / 50대 / 건성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피부 톤이 

확실히 맑아지고 밝아진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피부가 환해지고 

윤기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뉴스킨 180° 리뉴얼 플루이드의 

고급스러운 향과, 고가의 에센스와 다를 게 없는 

프렙 앰플의 수분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데콜테, 

어깨까지 충분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건성피부인데 기존 180° 제품은 

약간 건조해서 다른 제품으로 

보습에 신경을 썼었는데요, 

이번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은 

이전에 보습을 따로 해줘야만 했었던 불편함이 

싹 사라져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께도 

강추하고 싶어요! 

뉴스킨 180° 파워 안티-에이징을 

정말 느끼고 있답니다. 

매일 스페셜 케어 받는 기분이에요!  

김소연 / 30대 / 건성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프렙 앰플은 데일리 케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스페셜 케어 받는 느낌이라 매일 퇴근하고 

세안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리뉴얼된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은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 느꼈던 

미세한 불편함을 모두 해결해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악건성이라 

기존 180° 제품을 쓰면 피부가 얇은 입가가 

심하게 건조해져서 불편했었는데 프렙 앰플이 

그러한 불편함을 잡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킨 180° UV 블록 

하이드레이터 SPF15 PA+는 전혀 밀리지 않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정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피부의 잔주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킨 180° 나이트 콤플렉스는 

어찌나 촉촉한지 수분크림까지 덧바른 느낌이에요!

기존제품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용량의 

뉴스킨 180° 나이트 콤플렉스를 듬뿍 바르고 

잠자리에 들면 정말 행복하답니다. 

아침도 촉촉하게, 저녁도 촉촉하게!

최은정 / 20대 / 복합성 

기존에 사용하던 뉴스킨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든답니다! 

클렌저인 뉴스킨 180° 페이스 워시를 

사용한 뒤에는 피부 촉감이 좋아진 것을 느꼈고 

일주일 정도 사용 후 피부 결, 피부 톤, 

주름개선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안 후 180° 스킨 미스트와 리뉴얼 플루이드를 

사용하여 피부에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180° 프렙 앰플은 쫀쫀함이 

눈으로 손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제품이라 

뉴스킨을 접하기 전 사용했던 타제품들의 

앰플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피부에서 겉도는 것이 느껴지는 앰플들이 

너무 많아서 에센스나 앰플 제품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제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용하고 싶은 맘을 들게 했습니다.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프렙 앰플을 

만난 뒤로는 하루하루 촉촉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인생은 뉴스킨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프렙 앰플을 

만나기 전고 만난 후로 나뉘었답니다!

 

        

 

        

세수만 해도 ‘광’나는 느낌이에요! 

리쿠(@rikunim)/ 30대 / 복합성

주변에서 뉴스킨 기초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서

궁금해서 이번에 저도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으로 싹 바꿔봤거든요.

요즘 열심히 사용해보니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고,

피부 톤이 밝아진 것을 느낍니다. 

요즘 모공이 부각돼서 좀 슬펐는데 모공 관리에도 

도움을 받았고, 불필요한 각질 정리에도 

도움이 되다보니 화장도 잘 먹고,

일단 수분감이 넘치니 피부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프랩 앰플까지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업!

사용해보니 피부에 광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 써보고 반했어요!

예전에는 뭘 발라야 광이 났는데

요즘은 세수만 해도 ‘광나는’ 느낌입니다. 

산뜻하고 탄탄해지는 피부, 매일 놀라요!  

알맹이(@dkdkdkfaod)/ 30대 / 건성

이전부터 뉴스킨 제품들을 애정 해왔었지만 

이번에 리뉴얼된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은 정말 엄청난 뷰티템이에요!

비타민 C 클렌저로 수분 손실 없이 클렌징해주면 

촉촉하고, 미스트 ‘칙칙’ 뿌려주면 펩타이드 

2종 덕분인지 쫀쫀해지는 느낌이에요. 

매끄러운 피부 결을 만들어준다는 

리뉴얼 플루이드는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AHA+ BHA+ PHA 트리플애씨드로 턴오버 케어를 

건강하게 되돌려준다는데 칙칙하고 각질 많고 

거친 피부결이 걱정이었던 저에게 완전 딱이에요. 

턴오버 부스터 프렙 앰플과 나이트 콤플렉스는 

밤에 사용해주면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다음 날까지도 촉촉합니다. 

아침에는 UV 블록 하이드레이터SPF15 PA+로 

UVA와 UVB 모두 차단해주면서 보습도 하고요. 

미스트는 수시로 뿌려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피부 결도 매끄러워지고 탄력도 더해지고 

피부 톤도 한층 맑아진 것 같고, 

피부 깊은 곳부터 수분이 충전되는 게 느껴지고 

산뜻하면서도 탄탄해지는 피부가 저를 

매일 놀라게 해줍니다.  

나를 위한 홈케어 ‘최애’ 아이템! 

서애쿠(@aggieku0201)/ 20대 / 건성

요즘 들어 더 건조해진 피부를 위해 

스페셜 홈케어 아이템으로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 5종과 

프렙 앰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효과적인 피부의 턴오버 케어를 도와주고 수분, 

탄력까지 챙겨주는 구성이더라고요.

비타민 C가 가득들어있는 클렌저로 

항산화 클렌징 해주고 탄력 보습 성분 가득한 

스킨 미스트로 피부 결을 정리해준 다음, 

AHA BHA PHA 성분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된 리뉴얼 플루이드와 

UV 블록 하이드레이터 SPF15 PA+를 사용하면 

데일리 스킨케어 완성인데요.  

피부 깊은 곳부터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수분감이 좋은 피부가 되더라고요. 

특히 UV 블록 하이드레이터 SPF15 PA+이 

촉촉한 수분감을 더해주면서 자외선까지 차단되니까 

다음 단계 메이크업도 훨씬 잘 받아요!

저녁에는 나이트 콤플렉스를 사용해 낮 동안의 

유해환경으로 스트레스 받은 피부의 진정과 보습을 

도와주고 턴오버 부스터 역할의 프렙 앰플로 

쫀쫀하게 피부의 수분 충전과 진정까지 

도와주니까 정말 좋아요! 

더 좋아진 뉴스킨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을 

꾸준히 사용해보니 진정도 되고 피부결도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스킨케어 할 맛납니다!

뷰티 
인플루언서

후기

회원
후기

지난 10월 출시된 
180°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프렙 앰플을 직접 사용해본 

뷰티 인플루언서와 
뉴스키너들의 생생 후기

*본 회원 후기는 뉴스킨몰 공지사항을 통해 사연을 접수받아 

 최종 선정된 3분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가, 나, 다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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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시 예정

바쁜 일상에서 스트레스로 지치고, 

늘어지고 탄력 없는 눈가 피부.

부드러운 눈가 전용 트리트먼트 팁으로 

눈가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건강한 자극을 느껴보세요!  

루미스파 액센트 & 아이디얼 아이즈 신제품 출시!

늘어지고 탄력 없는 눈가 피부 고민은
루미스파 액센트로 이제 굿바이!

PHOTOGRAPHER. 정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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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눈가 피부

에이지락 루미스파 액센트 &

아이디얼 아이즈

에이지락 루미스파 액센트 & 아이디얼 아이즈

•루미스파 액센트 전용 아이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세심한 아이 케어

             트리트먼트

•마이크로 펄스 테크놀로지로 눈가 피부 깊이 전달되는 건강한 자극

•눈가/입가 등 연약한 국소 부위에 효과적

•얇은 눈가 피부에 적합한 젠틀 실리콘 팁

             뉴트리션

•눈가 피부를 탄탄하게 밝히는 유효성분 흡수 촉진

•국소 부위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영양 공급

•하루 2번, 단 1분만에 밝게 빛나는 눈가 피부

             편리한 헤드 교체 

•기존 루미스파 기기에서 헤드만 변경

•편리한 헤드 교체로 듀얼 액션 시스템 경험 

루 미 스 파 

액 센 트

아 이 디 얼 

아 이 즈

듀얼 액션 시스템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헤드 (젠틀) (2019. 01 출시 예정) : 

부드러운 재질, 원형 패턴으로 더욱 더 부드럽게 작용 (민감성 피부용)

2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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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S K I N  P I C K 

피부 속 건조까지 잡는
겨울철 보습템

사계절 중 공기 중 습도가 20%이하까지 떨어지는 겨울에는 피부에 저장돼 있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특히 찬바람 부는 외부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면 히터 열까지 더해져 

피부 속 수분까지 사라져버린다. 겨울에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뉴스킨 제품을 만나보자.  

01

02

03

01 피부 속 숨은 탄력을 되찾아주는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피부 탄력 개선에 관여하는 

 핵심 성분인 에토신이 피부에 

 빈틈없는 탄력을 전달해 

 볼륨 동안 피부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항산화 보호 작용과 스킨케어 효과를   

 전달하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통해 

 피부 스스로 지키는 힘을 되찾아 준다. 

 10ml(60캡슐) / 165,000원 

02 더욱 촉촉하게 NaPCA 약 2.5배 UP 
 NaPCA 플러스 모이스처 미스트 

 스프레이 타입의 간편한 미스트로

 언제 어디서나 피부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알로에 베라 성분과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로 

 피부와 모발을 촉촉하게 가꿔주는데 

 도움을 준다. NaPCA가 약 2.5배 증가하여 

 넉넉한 양으로 더욱 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250ml / 13,000원 

04 가지 히알루론산 복합 성분으로 충분한 수분 
 뉴스킨 얼티밋 마스크 워터풀 

 유럽친환경인증(OEKO-Tex)을 완료한 

 유칼립투스 100% 식물 유래 극세사 파이버 

 시트로 편안하고 투명한 밀착감을 선사한다. 

 7가지 히알루론산 복합 성분이 마를 틈 없이 

 피부 층층히 촉촉함을 채워준다. 

 25g*6+2 / 12,000원 

04

03 탄력은 채우고 수분은 지켜주는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타라 열매와 코토니 추출물의 

 스킨 컴포트 레이어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의 건조인자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수분 보호막을 즉각적으로 형성해준다. 

 에토신과 식물성 보습 성분으로 

 피부의 미세한 틈을 보완해 수분 

 결탄력을 선사하고 촉촉한 동안탄력 

 피부에 도움을 준다. 전용 스패출러로 

 원하는 양을 덜어내어 사용한다. 

 50ml / 110,000원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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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 E AU T Y T I P

스키 마니아를 위한 
추위에 강한 피부 관리법

스키를 탈 때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쐬고, 눈에 반사된 빛이 강해 피부가 받는 자극이 크다. 

스키 타기 전, 스키 탈 때, 스키 탄 후에 뉴스킨 제품으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알아보자. 

피부 본래의 수분 보호막을 지켜 수분 손실을 최소화 하는 모이스

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스키 타기 전날 저녁에 사용하

면 철저한 수분 공급으로 추운 날씨 등의 자극에 쉽게 민감해지는 

피부를 위해 보습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5ml / 33,000원

1 3 4
스키 타기 전, 철저한 수분 공급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2

선라이트 마일드 페이스 SPF43 PA +++ : 눈에 반사된 빛은 한여름의 자외선만큼이

나 피부에 자극적이다. 선라이트 마일드 페이스는 100% 무기자차와 피부 진정 성분

으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하며, 피부 속은 촉촉하게 피부결은 산뜻하게 마무리

해준다.  50ml / 25,000원

선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SPF50+ PA ++++ : 시원하고 촉촉한 텍스처로 스키  타기 

전이나 스키를 타면서 자극받은 피부를 리프레시할 수 있다. 100%무기자차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자연스러운 핑크 톤 업과 피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18g / 25,000원

스키 타기 전, 스키 타면서  자외선 차단

선라이트 마일드 페이스 SPF43 PA +++ & 
선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SPF50+ PA ++++

스키장에 다녀온 후에도 자극받은 피부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 높은 밀착력과 뛰어난 보습력의 얼티밋 마스크 릴리프는 

즉각적인 시원함을 전달하는 젤 제형으로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 

시키고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25g x 6개 + [증정품] 25g x 2개 / 12,000원 

스키장에 다녀온 후, 마무리 진정 케어 

얼티밋 마스크 릴리프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가벼운 젤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저. 

알로에 베라 성분,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등 피부 보습 성분을 함유

하고 있어 스키 탄 후 자극 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125ml / 18,000원 

스키 탄 후, 자극 받은 피부 진정 케어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젤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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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컬러 라이트샤인 듀얼 아이브로우 [펜슬 브로우] 뉴컬러 라이트샤인 듀얼 아이브로우 [브로우 마스카라] 

전문가 터치처럼 정교하게, 트라이앵글 쉐입 

- 펜슬을 눕히면 넓은 면으로 자연스럽게 채우고, 세우면 좁은   

 면으로 꼼꼼하고 섬세한 라인 연출

- 발분 현상을 최소화 해 선명한 눈썹을 연출해주는 

 레스 스머지 효과 [Less Smudge Effect]

- 견고하지만 부드러운 발색으로 덧발라도 뭉침 없는 제형

- 눈썹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동백 오일 & 블랙 콤플렉스 함유 

섬세한 마이크로 브러쉬가 눈썹 결을 살려 생기 부여 

- 가볍고 섬세한 마이크로 브러쉬가 적당량 묻어나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정돈 & 균일한 컬러링

-  스며들 듯 가볍게 밀착되는 겔링 효과로 

 빠르게 눈썹에 세팅 

-  눈썹 메이크업의 발색 지속에 도움을 주어 선명한 눈매 연출  

-  눈썹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동백 오일 & 식물성 케라틴 함유 

01 다크 브라운 

02 내추럴 브라운 

눈썹을 쉽고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는 2 in 1 

뉴컬러 라이트샤인 
듀얼 아이브로우 

펜슬 브로우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하나로! 

자로 잰 듯 정교한 아이브로우

전문가의 손을 거친 듯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의 비밀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

듀얼 서포트

정교한  눈썹을 연출하는 트라이앵글 모양 오토 펜슬 브로우 & 

눈썹 결을 살려주는 브로우 마스카라의 만남

1석 2조 파우치 속 필수 아이템

원 아이템만으로 다양한 눈썹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한 

다재 다능 만능 2 in 1 브로우

모발과 눈동자 컬러로 선택 가능한 2가지 컬러

자연 모발, 차분한 브라운 헤어에 어울리는 

또렷한 눈썹을 연출하는 다크 브라운 

밝은 브라운, 가벼운 염색 헤어에 어울리는 

생기 있는 눈썹을 연출하는 내추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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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자연을 닮은 
선한 아름다움 

찬바람과 히터의 열기로 괴로운 겨울철 피부. 외부의 자극으로 지쳐있는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자연의 식물성 성분을 담아 자연적인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뉴스킨 제품을 소개한다. 

자연이 선물한 촉촉한 바디 피부 

에포크 바오밥 바디 버터 
고보습 포뮬러로 촉촉하게 빛나는 바디 피부  

뉴스킨 러 인 더 러 드라이 바디 오일  
타고난 듯 빛나는 윤광 피부 필수 아이템 

뉴스킨 러 러 마룰라 로우 뷰티 오일 

보습성분 3가지로 부드럽고 촉촉한 바디 피부

버터 질감의 진한 보습막이 오랫동안 깊은 보습 

메마른 바디 피부에 녹아들 듯 부드럽게 발리고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바디 피부 철벽보호 

포근한 코코아 버터향 

은은하게 바디 피부에 감기는 코코아 버터의 

향취로 따스하고 편안한 겨울 느낌 

나눔을 실천하는 에포크

제품 구매 시, 개당 0.25＄포스 포 굿 재단 기부 

150g / 25,000원 

4가지 식물성 오일 블렌드로 고보습 바디 케어 

촉촉하지만 실키한 포뮬러

실크가 닿은 듯 매끄러운 피니시와 오랫동안

지속되는 촉촉함 

건강한 윤기를 되찾아 빛나는 머릿결 

타올 드라이한 모발에 사용하면 건조한 모발에 

건강한 윤기 선사  

사용이 간편한 스프레이 타입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는 바디 피부에 

간편하게 스프레이 오일 분사 

100ml / 39,000원 

100% 마룰라 오일의 고영양 고보습 

콜드 프레스트 공법으로 

고유의 영양분을 그대로 함유한 

마룰라 오일 100% 함유 

얇은 보습막 형성으로 피부 영양감  

건조한 실내에서도, 차가운 바깥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촉촉한 피부 

2~3방울로 빛나는 윤광피부 

스포이트 타입으로 간편하게, 소량만으로 

건강하게 빛나는 윤광피부 표현 

50ml / 41,000원 

마룰라 오일마룰라 오일 코코넛 오일 밀크시슬 오일 카멜리아 오일 바오밥 나무 열매 추출물 쉐어 버터 마카다미아 넛 오일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1월 출시 예정



Selection

Sourcing

6S
Quality Process

SpecificationSafety

Substantiation

Standardization

파마넥스를 완성하는 
까다로운 여정 

타협없는 
기준을 완성하는 
그 여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들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지도록 엄격하고 독창적인 

6단계 품질공정과정을 엄수한다. 

원료 선정부터 기능 입증까지, 

6S 퀄리티 프로세스의 가장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파마넥스의 6S 퀄리티 프로세스 중 

Selection(원료 선정)과 

Sourcing(원료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P H A R M A N E X C H O I C E

                 Selection(원료 선정)

객은 베트남에서 주로 재배

되며, ‘천국의 열매’라는 별

칭을 가지고 있다. 객 과실

은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

을 함유하고 있으며 천연적

으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과실 중 하나

이다. 객이 함유한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지용성 영양

분은 이 지방산에 녹아 리포카로틴이라는 체내 흡수율

이 좋은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Tip

동충하초발효추출물 

동충하초는 겨울엔 곤충의 몸으로 있다가(冬蟲) 여름이면 풀처럼 돋

아난다(廈草)는 뜻에서 유래됐다. 예로부터 높이 칭송되는 진짜 동

충하초는 중국, 티벳 등의 해발 3-4천 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에서 매

우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박쥐나방과의 유충에서 나온 시넨시스동충

하초(Cordyceps sinensis)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용 

가능한 동충하초는 눈꽃동충하초(Paecilomyces japonica)와 밀리

타리스동충하초(Cordyceps militaris) 그리고 뉴스킨에서 식품의약

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로 인정받은 시넨시

스동충하초(Cordyceps sinensis)등 총 3종이다. 뉴스킨에서 인정 받

은 동충하초발효추출물은 시넨시스동충하초(Cordyceps sinensis)

에서 분리한 균사체(Cs-4)를 이용하여 배양 및 가공한 것이다.  

<최고산소섭취량 변화 비교> 최고산소섭취량(VO2peak)변화

IWR페달운동(점증적 운동부하시험)을 시킨 후 

운동이 최고조에 이를 때 산소섭취량을 측정, 

Cs–4를 섭취한 시험군이 최고산소섭취량에 

있어서 5.5%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유의적 

변화를 보이지 않음

1

0

2

3

4

5

6

7

8

V
O

2p
ea

k 
변

화
율

 %

Cs-4 대조군

*  40-70세 건강하고 운동을 적게하는  

중노년층 131명 대상 

* 12주간 동충하초발효추출물분말(Cs-4)섭취 

*  이 데이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삼농축액분말 

인삼 및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인삼에 있

는 사포닌을 말한다. 다른 식물에서 발견되는 사포닌과는 다른 특이

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능성도 특이하여 인삼(Ginseng) 배

당체(Glycoside)란 의미로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 부른다. 

홍삼은 고려인삼(Panax ginseng C.A.Meyer)을 원재료로 사용하

여 말리지 않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제조과정 중 갈색화 반응이 촉진되어 농다갈색의 색상을 가

지게 된다. 홍삼은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및 혈소판 응

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충하초발효추출물의 인제적용 연구 결과 

동충하초발효추출물 섭취 후 심폐지구력 증진 관련 지표인 
*최고산소섭취량(VO2peak)이 유의적으로 개선됨 

* 최고산소섭취량(VO2peak) = 최대산소섭취량(VO2max)

  1분 간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최대치, 최대산소섭취량은 근육을 비롯하여 

신체가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체내에 흡수·운반하는 

호흡·순환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유산소성 매커니즘에 관한 지구적인 

체력(전신지구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시작이자, 

원료의 결정에 거듭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트남의 열매 ‘객’. 

파마넥스의 과학자들은 이 열매에 높은 함량의 베타카로틴과 

천연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세계 최초로 객을 이용한 G3주스를 만들었다. 

파마넥스가 객을 원료로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3년, 

개발을 위한 테스트는 200만회 이상을 거듭한 끝에 G3가 탄생했다.

20

 

                 Sourcing(원료 수급)

최적의 원료를 위한 최상의 산지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져있다.

파마넥스의 대표제품 에이지락 알-스퀘어드의 주원료 중 하나인 

‘시넨시스동충하초’ 파마넥스의 과학자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동충하초를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해발 4천 미터 티벳의 고원지대라도 찾아가길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원료들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파마넥스가 지구 곳곳을 

찾아다니는 이유이다.

알-스퀘어드 리차지는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기

능성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발

효추출물 개별인정형.홍삼제품)이다.

21

출처.

(기능 입증)

(안전성)

(표준화)

(규격)

(원료 수급)

(원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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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이은자  PHOTOGRAPHER. 정준택

P H A R M A N E X I T I T E M

겨울철 
약해지기 쉬운 
관절을 
지켜라!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뼈와 관절, 근육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겨울철 약해지기 

쉬운 뼈와 관절 케어에 

대해 알아본다. 

                 관절 손상되면 회복 어려워

관절 건강은 내부 '연골' 건강과 직결돼 있다. 연골은 뼈

의 끝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다. 관절을 많이 써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내부에 있는 연골이 닳는다. 

연골이 닳으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연골이 소실되면

서 뼈끼리 부딪쳐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관절

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해

야 한다. 

우선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무리 없는 운동 꾸준히 실천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를 주 3회, 30분 

이상 실천한다. 

엎드려 누워 다리 한쪽식 들기 등 스트레칭으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풀어주는 것도 좋다. 양반다리 

자세는 피한다.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을 13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게 돼 무릎 관절 내부 압력을 높인다.

결국 관절 내 연골에 과도한 압력을 줘 손상을 입히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바닥에 앉기보다 의자에 앉

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관절 건강 적신호 알아차려야 

나이가 들면 관절이 변형되는 등 관절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관절과 관절을 연결해주는 연골 성분이 자연스럽게 

소실되어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운동을 즐겨 하거나 관절에 무리가 있는 일을 하

는 경우,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따라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을 섭취하는 것이 관절 및 연골의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01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본 포뮬러 젤리 

 청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 

 칼슘은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포뮬러 젤리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의 주원료 외에 

 부원료로  비타민 D, C를 함유해 

 다른 영양소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체내 흡수에 도움을 준다. 

 30포 / 박스 40,000원

02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칼슘과 마그네슘

 본 포뮬러(캡슐) 

 본 포뮬러는 해조칼슘, 

 해조마그네슘 및 구연산칼슘, 

 제삼인산칼슘 등 다양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청정지역인 북대서양 인근의 

 셀틱만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칼슘과 마그네슘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120캡슐 / 병 40,000원 

03 특허받은 발효 효소법

 카트리지 포뮬러 

 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인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특허받은 효소분해공법으로 제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카트리지 포뮬러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이외에도 부원료로 보스웰리아, 

 케르세틴, 루틴을 비롯하여 비타민, 

 미네랄(비타민 C, 비타민E, 아연, 구리)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20캡슐 / 병 59,000원

01

02

03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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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의학전문기자) 

H E A LT H  I S S U E

겨울철, 면역력 높이는 
홍삼의 효능과 섭취법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다. 우리 몸에 한기가 들어와 오래 머물면 기혈 순환이 정체되고 

노폐물 배출이 더뎌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내외 온도차이로 많이 나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 떨어지므로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 시기에 독감 등 호흡기질환에 잘 감염되는 이유다. 

면역력 부족하면 음식으로 보충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골고루 먹고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자연면역과 획득면역 두 가지 기전이 있다. 자연 면역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면

역으로 세포에 병원체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점막이나 외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등이 좌우한

다. 반면 획득면역은 병원체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이다. 주로 면역 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말

한다. 즉, 자연 면역력이 일반적인 병원체의 감염을 막는 방패라면 획득 면역력은 병원체를 공격하는 창

이라고 보면 된다. 

겨울철에는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영양제를 많이 섭취한다. 이 중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

식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 섭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연구에 따르면 인삼의 산성다당체 성분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

식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주로 먹는 홍삼은 말리지 않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

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이다. 이 때문에 열이 많아 인삼이 맞지 않는 사

람들도 홍삼은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홍삼, 면역력·치매·피부 등에 효과

홍삼의 가장 큰 효능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특히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 피로도도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고려대 안암병원 김열홍 교수를 비롯한 15개 대

학병원 연구진이 국내 438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

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로 조사됐다. 암진단과 치료기법이 발전하면

서 암생존률은 꾸준히 향상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

고 있다. 하지만 항암 치료 환자들의 약 80%가 항암치료 피로로 인

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홍삼은 건강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암 환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다. 

두번째는 사포닌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염증 유발 신호인자를 억

제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인도 라자스탄대학 방사

선-암생물학 연구실 고얄 교수팀이 피부암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인삼추출물이 피부암의 종양을 유의하게 억제하고 발

암물질로 파괴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경희대 유전공학과 황재성 교수팀은 홍삼의 사포닌 성분을 피부

에 바르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자외선은 피부의 색소침착을 일으켜 피부를 손상시키고 광노화를 

촉진시키 주요 원인이다. 자외선B(UVB)는 피부에 침투해 생체 내 

염증유발 신호인자(GM-SCF)를 발현시키는데, 이때 멜라닌 세포

의 증식을 유발해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사포닌을 처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염증유발 신호인자가 68.6%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 저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기억력 저하로 인한 치매 발병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화여대 오세관 교수팀은 20개월의 노령 마우스에 홍삼을 투여한 

결과 기억력 저하가 개선돼 치매예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한 바 있다. 홍삼추출물이 0.12% 함유된 사료를 3개월간 복용시

킨 결과, 공간인지능력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Y-미로시험, 사물인

식 정도를 측정하는 신물질탐색시험, 공간인지 능력 및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모리스 수미로시험 등의 행동약리학적 시험에서 기억력 회

복효과를 규명했다. 이는 기억력을 주관하는 뇌 부위인 해마에서 염

증유발에 관계되는 싸이토카인의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홍삼, 다양한 식품에 응용가능

홍삼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 그대로 먹어도 좋다. 하지만 

홍삼을 요리의 재료로 이용하면 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건강에도 도움

이 된다. 매운맛이 나는 탕이나 볶음, 찌개 요리의 양념에 홍삼액을 

넣으면 매운 맛과 홍삼의 쓴맛이 잘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달콤한 디저트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때 홍삼 액을 넣으면 

색도 고와지고 단맛도 더 풍부해진다. 음료를 만들 때도 홍삼액을 넣

으면 향도 깊어지고 맛도 좋다. 

또 홍삼의 쓴 맛을 싫어해 잘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어린이

용 홍삼 제품을 섭취하게 하거나 음식에 홍삼을 살짝 넣어 조리해주

면 홍삼의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된다.



1. 특허 받은 발효 홍삼 (특허 10-0866504)  

파마넥스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100% 국내산 고려인삼을 사용하여, 특허제조

기술로 발효하였습니다. 또한 유효성분인 사포닌의 함량이 증가되는 6년근 홍삼을 사용하였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Rg1, Rb1 및 Rg3 지표성분의 함량이 7.5mg/g로 높은 수준으로 표준화 하여 장내 

미생물의 사포닌 분해 과정이 없어도 사포닌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파마넥스 발효 홍삼 

프리미엄은 1일 섭취기준 14g당 9mg의 진세노사이드(Rg1+Rb1+Rg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 6S 품질공정과정으로 관리

뉴스킨 코리아의 엄격한 6S 품질공정과정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관리, 생산, 250여가지 안전성 검사를 했으며, 

까다로운 기준 하에 계약된 재배 농가에서 수매한 양질 6년근 홍삼을 사용했습니다.

3. 특허 받은 기술로 쓴 맛 최소화 & 부원료로 대추, 구기자, 생강 농축액 함유

부원료로 대추, 구기자, 생강 농축액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쓴 맛을 최소화하여 홍삼 특유의 

쓴 맛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 검보 제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보관, 휴대, 섭취가 간편한 검보 타입형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이 필요하신 분

          스트레스와 바쁜 업무로 피곤한 직장인

          쓴 맛보다는 부드러운 홍삼의 맛을 선호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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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A R M A N E X ’ S  P I C K

파마넥스 
발효 홍삼 프리미엄

파마넥스 발효 홍삼 프리미엄의 특징
특허받은 발효 홍삼을 담아 

엄격한 6S 품질공정과정으로 생산한

Selection

Sourcing

6S
Quality Process

SpecificationSafety

Substantiation

Standardization

(기능 입증)

(원료 선정)

(원료 수급)

(안전성)

(표준화)

(규격)

          간편하게 홍삼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이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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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A LT H  P LU S
WRITE. 이은자  PHOTOGRAPHER. 정준택

겨울철 섬유 지킴이 
이코스피어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는 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옷감을 부드럽게 하고 섬유 자체를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 만큼 성분과 원료가 중요하다. 

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필요한 이유다. 

 

친환경 식물성 오일 원료 사용으로 

겨울철 섬유 손상 최소화 

이코스피어 섬유유연제는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 원료 사용으로 섬유를 순하게 

케어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원료로 제조된 코튼 플라워향을 통해 옷감에 상쾌함을 

더한다.  섬유에 남아 있는 세제의 찌꺼기를 말끔히 제거해 부드러운 옷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섬유의 유연성과 평활성을 높이고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이코

스피어 섬유유연제는 섬유의 손상을 줄여 옷을 입을 때마다 새 옷 같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코스피어 제품으로 형광증백제, 파라벤, 색소, 인산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화학 방부제 대신 보존 기능의 식품첨가제인 황금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항균 및 방취 기능도 겸비하였다. 또한 알로에 함유로 

자극이 적어 아기 옷, 속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 정전기 예방법> 

1. 적정 습도 유지

정전기는 30%이하의 습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공기중으로 방전되기 때문에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2. 정전기 방지 제품 사용

의류 세탁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이용하고 머리를 감을 때에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섬유를 사용한 의류도 있다.

3. 옷은 분류해서 보관 

옷을 벗어 둘 땐, 정전기가 일어나기 쉬운 니트·스웨터 등을 함께 두지 말고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리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보존 기능의 식품첨가제인 황금 추출물 사용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방부제 미사용

NO형광증백제, NO파라벤, NO색소, 

NO인산염, NO포름알데히드

화학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안전한 이코스피어

코튼 플라워향 / 22,600원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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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엄익순

T R E N D

2019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뷰티&헬스 키워드 

B E A U T Y   

H E A L T H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일반적으로 1981~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다. 화장품의 핵심적인 구

매층으로 부상한 밀레니얼 세대는 유명 수입 브랜드에 대한 추종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맞춘 자연친

화적인 로컬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내 공간에서 셀프 케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주를 이루면서 고가의 살롱이나 스파보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공간인 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뷰티 제품도 스스로 셀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러운 눈썹

인위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진하게 그리는 것은 이제 그만. 자신의 얼굴형에 맞게 잘 다듬어진 눈썹이 유

행할 것이다. 조금은 투박하고 진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풍성한 느낌이 오히려 사랑스러운 분위기

를 연출한다. 특히 브로우 카라를 통해 눈썹 앞머리를 살려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한 듯 만 듯한 내추럴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이 아닌 얇고 가볍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눈썹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블러셔로 

생기를 주며, 복잡한 여러 가지 색상이 아닌 한두 가지 색상의 아이새도우로 메이크업 한다. 립 라이

너로 입술을 표현할 필요 없이 컬러 립글로스만 발라도 충분하다. 

강한 컬러의 입술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했다면, 입술만큼은 조금 더 강렬해진다. 자연스러운 색조화장을 

했기 때문에 입술은 레드 계열의 강한 컬러를 사용하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세련돼 

보인다. 

돼지띠의 해인 기해년이 다가왔다.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은 어떤 트렌드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올까.  

여러 가지 경제 흐름 가운데, 뉴스키너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뷰티와 헬스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소개한다. 

클린이팅(Clean Eating) 식습관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건강식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식 섭취’를 뜻하는 

클린이팅 추세가 증가하여 신선한 과일과 채소, 현미, 씨앗, 콩처럼 정제하지 않은 식재료와 유기농 

및 동물복지 식품 구입이 늘어나고 가공식품의 소비는 줄어들 전망이다.

저당&천연 감미료

2018년에 이어 설탕을 의식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제품들은 이미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감미료’ ‘무설탕’ 등의 라벨을 부착하여 선보이

고 있다. 

친환경 포장(Eco-Conscious Packaging)

식품시장에서는 친환경 패키징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 일부 기업들은 빨대 사용 금지를 약속하

거나 많은 판매점이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랩과 일회용 포장제품도 재사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되거나 실리콘 포장 제품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T(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는 운동 시간이 최대 30분~1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사

람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다. 높은 강도와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해 체지방 감소에 효과

적이며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스포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시대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되어 왔다. 스마트 시계, 피트니스 트래

커, 손목에 시계처럼 차거나 입어 심박 수나 운동 소모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매순간 확인하면서 운동할 수 있다.   

고령화 운동 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졌다.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고령화 운동의 핵심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운동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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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박혜인  PHOTOGRAPHER. 김도형

I N T E R V I E W

소비 트렌드 파악하려면 
삶의 태도를 파악해야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김용섭

20년 전, ‘유튜브’를 예견하다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가 문을 연 지 올해로 10년째. 하지만 김용섭 소장이 트렌드 분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더 오래 전의 일이다. 

“대학에서 언론을 전공한 뒤 IT 관련 회사에 입사했어요. 미국에서 1994년쯤 VOD 서비스를 봤던 것이 계기가 됐죠.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시에 앞으로는 신문과 방송보다 인터넷이 훨씬 파괴력 있는 

미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도 미디어로 받아들이고 있고, 같은 콘텐츠지만 종이냐 인

터넷이냐의 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는 인식이 그렇지 않았어요. 언론은 인문학, 인터넷은 공학인거죠. 전공 

교수님들께서도 ‘너는 왜 자꾸 공대 얘기를 하느냐’고 하셨으니까요.”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된 내용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김 소장은 유튜브도 등장하기 이전인 약 20년 전, 인터넷 방

송에 관한 책을 썼다. 하지만 책을 펴내는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출판사들 역시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 출판사를 정하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린 후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저서는 그가 트렌드 분석을 이어가는 

발판이 됐다.

“그때가 우리나라에 IT 붐이 일어났던 1990년대 후반이에요. 인터넷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찾아내는 게 모든 

기업의 숙제였는데 해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보다 먼저 책을 썼으니 자연스

럽게 기업들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 자신을 홍보하지 않아도 책이 그 역

할을 하잖아요. 제가 알리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도 좋고요. 그때부터 20년간 3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1년에 한두 권씩 꾸준히 쓴 셈이죠.”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은 

누구보다 앞서 트렌드를 들여다보는 트렌드 분석가다. 

그의 능력은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때 빛을 발한다. 

즉, 소비자·시장·산업의 변화를 

기업의 마케팅·비즈니스 전략에 적용시키는 것.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은 물론, 

1년에 최소 100개 이상의 기업과 접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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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컨설팅회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며 김 소장은 다양한 산업의 컨설팅을 경험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공

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트렌드 정보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기만 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개인적으로 자문 요청을 많이 받고 있기도 했고요.” 

 

직접 보고 겪은 것이 최고의 자산

“트렌드 분석을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해요. 저는 영감이 아니라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일해요. 트렌드는 단편적

인 이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슈도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살아온 방식을 

보니 트렌드 분석가가 되기에 유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김 소장에 따르면 그는 40년이 넘게 꾸준히 신문을 보고 있다. 잡지를 읽기 시작한지도 30년이 넘었다. 한글을 뗀, 

겨우 서너 살이 됐을 무렵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이슈를 담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이슈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신

문을 읽다보면 각 이슈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뉴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 ‘새로운 정책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신문을 읽어왔어요. 그러다보니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해 남들보다 세밀하게 볼 수 있었고, 서로 다른 경험을 잘 연결시킬 수 있었죠. 잡지 역시 중

요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지를 지속적으로, 수십 종씩 봐야 해요. 그럼 세상이 잘 들여다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생

겨요. 특히 다른 분야의 잡지인데도 비슷한 이슈를 다룰 때가 있어요. 그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해요.” 

어린 시절부터 매체를 통해 세상을 읽어 온 그는 실생활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저는 매일 숙소를 옮겨요. 그것도 다른 수준의 숙소로요. 경험은 비슷한 것을 여러 

번 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밥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면 온갖 종류의 국밥을 먹어봐야지 똑같은 국밥

을 천 그릇 먹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어요. 억

지로는 꾸준히 못할 일이죠.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니까 습관처럼,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해왔던 거예요.”

읽고 이해하고 관점을 바꿔라

그는 최근 <라이프 트렌드 2019>를 출간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젠더 

뉴트럴’이다.

“이제 젠더 문제는 남녀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패션쇼에

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판매 방식은 과거식 발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각자가 원하는 멋짐과 스타일이 있을 뿐이거든요. 패션, 뷰티 업계의 방향이 바뀐 거죠.”  

김 소장은 젠더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써 영향을 미친 사례로 미국의 란제리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을 들었다. 

“8등신 여성만을 모델로 사용하면서 0.1%를 내세우고 99.9%를 루저로 만드는 마케팅 방식”을 써온 결과, 최근 어

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

한 세대)는 이 같은 젠더 마케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 모두가 멋지다’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자기 몸 긍정주의)를 말해요. 이제 ‘예쁘

게 가꿔서 시집 잘 가야지’ 또는 ‘남자한테 잘 보여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당당하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마케팅 메시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트렌드를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로 오해하면 안 돼요. 트렌드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태도를 다룹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담긴 삶의 관점과 의식주, 기성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갈등을 이해한 후

에야 소비 트렌드를 알 수 있죠. 트렌드 분석과 관련된 책을 읽으세요. 연구자마다 관점과 연구 방식이 다르기 때

문에 여러 권을 읽는 것이 좋아요. 풍부하게 공부하면서 점차 깊이를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이슈를 담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이슈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신문을 읽다보면 

각 이슈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Kim  Yong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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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PHOTOR. 김수정([무작정 따라하기 홍콩 마카오] 저자)

T R AV E L

다채로운 오감만족여행, 
마카오

M a c a o

관광과 쇼핑 그리고 휴양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여행자라면?! 30개의 세계문화유산들이 반기고 

최고급 호텔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마카오가 제격이다. 오랜 기간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던 탓에 발길 닿는 곳마다 유럽풍의 건축물들이 가득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마카오 사람들의 소박함이 함께 담겨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동양의 작은 유럽 마카오. 

함께 도전하고 새로이 성장할 뉴스킨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19 뉴스킨 코리아 석세스 트립장소, 다채로운 오감만족여행지 마카오로 지금 당장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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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세계문화유산 탐험하기

마카오는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16세기부터 중국에 반환된 1999년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아왔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 곳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성당을 세우

며 자연스럽게 서양의 문화를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마카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터전을 허물고 망가트리기 보

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든 덕분에 오늘날 마카오는 동서양의 문화가 가장 잘 어우러진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마카오 여행의 중심이자 물결무늬 타일이 넓게 펼쳐져 있는 세나도 광장 Senado Square, 1587년

에 세워진 마카오 최초의 성당인 성 도미니크 성당 St. Dominic’s Church,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어 앞판만 남아있

지만 전면에 새겨진 동서양을 아우르는 섬세한 부조들 덕분에 마카오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성 바울 성당의 유적 

Ruins of St. Paul's 등 30개에 달하는 마카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은 이런 마카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30개 모두 마카오 반도에 모여 있어 대부분 도보로 이동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금인 여행자의 신분으로 모든 스폿들

을 둘러보기엔 다소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핵심 스폿 들만 골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카오에서 즐기는 유럽의 맛 매캐니즈 Macanese 요리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는 이야기일 것이다. 마카오에 정착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만들어 먹기 시작

한 매캐니즈 요리는 그리운 고향의 음식을 맛보며 향수병을 극복하려던 포르투갈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만 놓고 보더라도 포르투갈과 마카오는 1만km 이상 떨어져 있어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달

라지게 되었고 여기에 인도의 향신료가 추가 되면서 지금의 매캐니즈 요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대구를 통으로 구워 먹는 포르투갈의 바칼라우 스테이크 대신 대구 살만 발라 튀긴 바칼라우 크로켓이 발달했으며, 

그릴에 구운 닭에 매콤한 소스를 얹어 먹는 아프리칸 치킨은 인도의 다양한 향신료가 추가되면서 그 맛과 향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바지락 듬뿍 넣어 끓여낸 바지락 볶음과 토마토 소스에 다양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시푸드 

라이스도 추천 메뉴.

마카오 세계문화유산 탐험 핵심 추천 코스

세나도 광장 –> 성 도미니크 성당 –> 성 바울 성당의 유적 –> 마카오 박물관 –>: 몬테 요새 –> 아마사원 –> 기아요새

추천! 마카오 매캐니즈 레스토랑

에스까다 Escada - 세나도 광장과 가까워 찾아가기 쉽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영어메뉴가 잘 갖춰져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단점.

아로차 A Lorcha - 마카오의 매캐니즈 요리는 이곳에서 모두 다 맛볼 수 있다. 특히 시푸드 라이스와 바지락 볶음이 인기 메뉴.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예약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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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에서 파리까지! 최고급 호텔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1847년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를 합법화 한 이후 지금까지 마카오 카지노 산업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며 발전해 왔다. 

2013년 기준 마카오 카지노 총 매출액은 450억 달러로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매출에 7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

었다. 덩달아 카지노를 등에 업은 초호화 호텔들이 앞다투어 들어서면서 마카오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호텔 내부에 운하를 만들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재현한 더 베네시안 마카오 The Venetian Macao, 파

리의 에펠탑을 반으로 축소해 옮겨 놓은 더 파리지앵 마카오 The Parisian Macao, 호텔 앞 호수의 분수 쇼도 모자라 

호수 위를 가르는 케이블카까지 만든 윈 팰리스 Wynn Palace까지. 하룻밤 사이에 베네치아에서 파리 그리고 다시 

할리우드로 특별한 세계여행을 즐겨볼 수 있는 마카오에서는 호텔 구경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마카오의 호텔은 단순히 숙박 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부대시설과 레스토랑, 쇼핑몰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호텔 마다 제공하는 무료 공연은 숙박 객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게다가 마카오 호텔의 주 수입

원은 카지노로 같은 급의 다른 나라 호텔들과 비교해 숙박비용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다.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마카오

우리나라 유명 드라마나 영화 속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작은 어촌마을 콜로안 빌리지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뒤

엉켜 복잡한 마카오 반도와 달리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마카오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에그타르트 

맛집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 따끈한 에그타르트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

분. 최근엔 스냅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궁’, 영화 ‘도둑들’의 촬영지로

도 알려져 있는 바로크 양식의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이 대표적인 포토 스폿이다.

포르투갈 스타일의 건물,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 상점까지 골목을 탐험하며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타이파 

빌리지 역시 여유롭게 산책하며 관광을 즐기기 더 없이 좋은 곳이다. 포르투갈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인 타이

파 하우스 뮤지엄은 고위 공직자가 실제 거주하던 집을 새롭게 단장해 과거 사용하던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그대로 

엿볼 수 있으며 타이파 빌리지 광장 주변으로는 주말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마카오 호텔 투어 추천 코스

더 베네시안 마카오 –> 더 파리지앵 마카오 –> 마카오 스튜디오 시티 –> 윈 팰리스 –>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쇼

마카오 산책하기 추천 코스

콜로안 빌리지 –>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 –> 로드 스토우즈 베이커리 –> 타이파 빌리지 –> 타이파 하우스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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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엄익순

L I V I N G

새해에 새롭게!
포스터나 그림으로 벽면을 물들이다
벽면을 감각적으로 장식할 때 가장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나 포스터이다. 

주변 인테리어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자신의 취향을 살려 개성 있는 포인트로 집안 분위를 산뜻하게 꾸며 보자. 

현관  시선이 머무는 강렬한 첫인상으로

집 인테리어 중에서 주인의 센스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현관. 그래서 현관 데코는 집의 첫인상은 물론 집주인의 성격을 고스

란히 만날 있는 공간이다. 텅 빈 벽면이 허전해서 너무 많은 액자로 

꾸미는 것은 금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임팩트 

있는 그림이나 포스터가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여기에 간

접조명으로 빛을 비추거나 식물을 배치하여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거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나도록

거실은 대부분 소파와 가구, 악기 등 집안에서 가장 많은 물건들이 나

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림이나 포스터의 장식물이 주변 인테리어

와 조화를 이뤄야 복잡하지 않고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식할 

위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보통 소파와 같은 가구의 뒤쪽 벽이나 

거실 벽면 한가운데 거는 것이 기본이다. 이 경우 벽면에 너무 많은 

장식품을 거는 것보다는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방   식감을 돋우는 생기 있는 그림으로

주방은 가족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즐기면서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들의 만남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의 추억이 묻어나는 액자를 선택하면 좋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여행을 떠났을 때 자

연스럽게 찍은 가족사진들로 꾸며볼 수 있는데, 작은 크기로 복수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걸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크기를 맞춰야 된

다는 것. 틀과 크기를 통일시켜 가로나 세로로 나란히 걸면 균형미를 

살릴 수 있어 더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서재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이 제격

서재는 다른 소품의 도움 없이 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인테리

어가 가능하다. 쌓아놓은 책만으로도 충분히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

도 정돈된 느낌을 주는데, 평소에 잘 꺼내보지 않는 책을 꽂아둔 책

장 앞에 액자를 세워두면 보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가

족들이 좋아하는 작가나 책 속의 배경 이미지, 또는 특이한 책 표지

로 액자를 만들어도 색다른 우리집만의 소품이 될 것이다. 

아이방  에너지를 생성하는 컬러로 밝고 산뜻하게

자녀가 어리다면, 좋아하는 책 일러스트나 캐릭터 이미지로 벽면을 

꾸미면 신나는 놀이터가 되는 동시에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된다. 

장식하고 싶은 그림이나 포스터가 많다면, 우선 너무 복잡하고 어지

러운 느낌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틀과 크기를 통일하

는 것도 정돈된 느낌이 나게 하는 한 방법이며 상하좌우로 선을 맞추

듯 나란히 걸 수도 있다. 또는 가까이 붙이거나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마치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이렇게 꾸미기가 

어렵다면 큰 액자에 여러 이미지를 함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침실  분위기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침실은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낼 수 있는 편안한 쉼의 공간이기 때문

에 장식품 역시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액자의 사이즈 

역시 너무 큰 것 보다는 중간 정도의 액자로 공간을 강하게 꾸미지 않

는 것이 깔끔하다. 대부분 침대 머리맡에 프린트를 걸어 악센트를 준

다. 그러나 만약 다른 소품과 어우러지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를 만들고 싶다면 벽에 걸지 않고 침실 입구 바닥에 액자를 세워 놓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에는 하나만 배치하는 것

보다는 두 개 이상을 놓는 것이 더 멋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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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이은자  PHOTOGRAPHER. 정준택  COOKING STYLING. 김보선

R E C I P E

쫄깃쫄깃 겨울의 맛, 
꼬막 한 상 차림 

겨울철에 즐기는 별미 식재료인 꼬막. 

꼬막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삶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른 식재료와 함께 다양한 레시피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 조혈 작용을 해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성인에게도 좋다.  

1. 꼬막비빔밥

재료  꼬막 300g. 쪽파 2대, 청양고추 1개, 소금 1큰술, 밥 1공기

양념  간장 2큰술, 고춧가루, 올리고당 1+1/2큰술씩, 다진 홍고추, 참기름 1큰술씩, 다진 마늘 1작은술

만들기

1. 꼬막은 소금을 넣은 물에 삶은 다음, 한 김 식으면 살을 발라낸다.

2. 쪽파와 청양고추는 송송 썬다.

3. 양념장을 만든다. 볼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어 고루 섞는다.

4. 볼에 살을 발라낸 꼬막과 밥, 양념장, 쪽파, 청양고추를 넣어 고루 섞은 뒤, 그릇에 담아낸다.

c o o k i n g  t i p

꼬막 비빔밥에 구운 김을 부수어 넣어도 잘 어울린다. 

2. 꼬막찜

재료  꼬막 280g, 소금 1큰술

양념  간장 2큰술, 고춧가루, 다진 청홍고추, 다진 파 1큰술씩, 깨소금 2작은술, 참기름, 다진 마늘 1/2작은술씩

만들기

1. 꼬막은 소금을 넣은 물에 삶아 한김 식으면 한쪽 껍데기를 제거한다.

2. 양념장을 만든다. 볼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어 고루 섞는다.

3. 접시에 꼬막을 가지런히 담은 뒤 3의 양념장을 얹어 완성한다.

c o o k i n g  t i p

양념장에 맛술을 한 작은술 정도 넣으면 좀더 부드러운 풍미를 낼 수 있다. 

3. 미나리 꼬막무침

재료  꼬막 300g, 미나리 60g, 오이 1/2개, 양파 1/4개, 소금 1큰술

양념  고춧가루 2큰술, 식초 1+1/2큰술, 설탕 2작은술, 고추장, 물엿, 물, 참기름 1큰술씩, 간장 1/2큰술, 깨소금, 

다진 마늘 1작은술씩

만들기

1. 꼬막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삶은 다음, 한 김 식으면 살을 발라낸다.

2. 양념장을 만든다. 볼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어 고루 섞는다.

3. 미나리는 5cm로 썬다. 오이는 길이로 반 가른 뒤 어슷하게 썰고, 양파는 채 썬다.

4. 볼에 살을 발라낸 꼬막과 양념장, 3의 손질한 채소를 넣어 고루 버무린 뒤, 그릇에 담아낸다.

c o o k i n g  t i p

입이 벌어지지 않은 삶은 꼬막은 수저 뒷부분을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따서 열수 있다.  

R e c i 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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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엄마다

얼음 도시의 
기차역

“한국 어머니들과 중국에서 온 어머니들,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PD의 시선이 예닐곱 명의 엄마들을 지나쳐 정주 씨에게 와 딱 멈췄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

았다. 큰일 났다 싶었다. 카메라 울렁증이란 말만 들어봤지 직접 겪게 될 줄이야.  

며칠 전만 해도 정주 씨는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후원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다엄마다’를 소개하는 방송이라고 했다. 정주 씨는 막내가 다

니는 유치원 원장님의 권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 엄마들도 있고, 정주 씨처럼 중

국 국적의 조선족 엄마들도 있었다. 좋은 엄마가 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아이 마음을 이해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취재 올 정도로 화제가 되는 건 몰랐다. PD는 나라마다 육아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 했다. 정주 씨는 침을 꼴깍 삼켰다. 곁에 앉은 큰 딸 예림이가 덩달아 긴장했는지 엄마 팔에 

바짝 달라붙었다. 막내는 유치원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다.   

“국적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 같은 엄마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엄마들 마음은 국

적에 상관없이 하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주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말하고 싶었다. 아이를 키우는 마

음은 다 같다는 게 정주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점이기도 했다. 한 자리에 앉은 엄마

들이 정주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줬다. 

“실례 하지만, 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여쭤도 될까요?”

PD가 다시 정주 씨에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제 고향은 흑룡강성입니다. 흑룡강이 흐른다고 해서 흑룡강성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풍족한 땅을 찾아서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을 겁니다.” 

정주 씨는 한족들 사이에서 자랐다. 학교 학생들도 한족이 대부분이었다. 친구들이 정주 씨를 특

별히 따돌리지 않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다. 

한족과 조선족은 사는 방식도, 부모의 육아 방식도 달랐다. 올해 초

등학교에 입학한 예림이가 혹시 엄마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

민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도 정주 씨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

었다. 

“흑룡강성이면 아주 추운 곳이라 들었는데 어디쯤인가요?”

질문이 이어졌다. 고향 마을을 떠올리자 정주 씨는 절로 미소가 지어

졌다.  

“하얼빈입니다, 얼음 축제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얼음을 아름답게 조

각해 매년 축제를 엽니다. 얼음들 사이로 조명이 아주 굉장합니다.”

정주 씨의 부모님은 마을 뒤편에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양어장을 운

영했다. 양어장이 꽝꽝 어는 겨울이면 부르지 않아도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얼음판 위에 아이들의 웃음이 쏟아졌다. 정주 씨는 겨

울 해가 세상에서 제일 아까웠다.    

“하얼빈에 얼음 축제가 유명하다고요?”

맞장구를 쳐주며 긴장을 풀어주던 엄마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하얼빈은 하얼빈역이 있는 그곳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

로부미를 저격했던 곳이요.”

누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주 씨는 당황했다. 한족 학교

를 다닌 터라 한국 역사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 한국에 와서야 그

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알게 됐다. 예림이가 역사이야기를 읽을 

때 곁에서 열심히 읽어둔 덕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도와줄 일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이야 

문제없지만 한국사는 처음부터 공부해야 했다. 

“하얼빈 역에도 가보셨어요? 우린 책에서만 배운 거라….”

엄마들과 PD가 정주 씨 입만 바라봤다. 예림이도 고개를 들고 정주 

씨를 쳐다봤다.

“가봤지요. 원래 기차역 귀빈 대합실 자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었는데 하얼빈 역이 공사를 해서 얼마 전 광장 건너편에 새로 건물

을 지었대요.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극비리에 추진됐다고 하더

라고요.” 

하얼빈에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서 들은 얘기였다.

“아, 그렇군요. 예림이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라서 그런지 정말 자세

히 아시네요.”

“그러게요. 하얼빈이 얼음 조각이 아름다운 도시인 건 처음 알았어요.”

“예림이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엄마

가 다 아시네.”

같이 있던 엄마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다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다 엄마야?” 

에림이가 천연덕스런 얼굴로 물었다. 

“그래, 예림아, 아줌마도 다 엄마다, 우리도 다엄마야.”

자리에 앉은 엄마들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카메라 뒤편에서 

PD가 오케이 사인을 보내는 게 정주 씨의 눈에도 잘 보였다.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2016년

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다 엄마다 수혜자의 이

야기를 동화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WRITE. 이경  ILLUSTRATOR. 장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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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 엄마다’의 일환으로 가족초청공연을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뉴스킨 코리아 회

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포스 포 굿(Force for 

Good) 후원회’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전문기관 자람가족

학교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날 행사는 ‘다 엄

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 이길재 상임위

원은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다 엄마다’ 프로그

램은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아

이들이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직원 등 400여 명 참석, 수기공모전 시상도 열려

이번 가족 초청 프로그램은 그동안 ‘다 엄마다’ 프

로그램을 수료한 가구 중 140가족과 뉴스킨 코리

아 임직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다. 

특히 ‘다 엄마다 가족 행복한 이야기 수기 공모전’

을 통해 접수된 스토리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김향련, 김 화, 이진아, 김지연 등 네 가족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려,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중국 출신 김향련 씨는 “프로그

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

들을 배울 수 있어 가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도움을 주신 선생님과 뉴스킨 코리

아 관계자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다(All)’ 같은 엄마 
‘다 엄마다’ 가족초청공연 개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엄마 

한편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은 고리 던지기와 주사

위 던지기,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 참여 이벤트

를 통해 서로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가족뮤지

컬 ‘목 짧은 기린, 지피’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인종

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사람이기 때문

에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모두 

다(All)’ 같은 엄마라는 취지로 기획되어 진행 중인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

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는 다문화 가

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

여 모든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2016년

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

한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모두 다(All)’ 같은 

엄마라는 취지로 기획되어 진행 중인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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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희망도서관 찾아가는 책공연’ 
문화 소외 지역 아이들의 폭 넓은 독서 활동 지원 

책 내용 공연으로 제작, 보는 독서 프로그램 

지난 11월 8일 전남 곡성 고달초등학교에서는 ‘뉴

스킨 희망도서관 찾아가는 책공연’이 열렸습니다. 

뉴스킨 희망도서관 프로젝트의 독서교육프로그

램 일환으로 진행된 ‘뉴스킨 찾아가는 책공연’은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공

연으로 제작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책공연은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회원 약 

60여 명과 전남 곡성 고달초등학교 학생들 참석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민화이자 세계명작동화

인 ‘커다란 순무’를 남녀노소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으로 각색하여 선보여 전남 곡성 고달

초등학교 학생들의 큰 호응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회원들

은 신규 도서 60여권을 고달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전달했습니다. 

2018년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고달초등학교 신성은 선생님은 “그동안 아이들의 

문화적인 혜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좋은 

공연을 지원해 주신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후원이 지속되기를 희

망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스킨 희망도서관 프로젝트는 신규 도서관 기증 

외에도 책공연, 작가와의 만남, 책놀이 수업 등 다

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폭 

넓은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희망 도서관이 건립된 

초등학교와 문화 소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는 소

외 지역 어린이들에게 희망도서관을 

기증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충청북도 옥천 안내 초등학교에 제1호 

희망도서관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고성 마암초등학교의 ‘늘

벗 꿈마루 도서관’까지, 전국 방방곡곡

에 22개의 희망도서관을 건립하였습

니다.

뉴스킨 

희망도서관 프로젝트는 

신규 도서관 기증 외에도 

책공연, 작가와의 만남, 

책놀이 수업 등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폭 넓은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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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머지 않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은 

필수적이다. 뉴스킨 코리아와 포스 포 굿 후원회는 

2016년부터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를 후원해 왔다. 

그 첫걸음을 뗀 곳, 안산시에서 11월 22일 

‘2018 다문화 사회 가족지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다 엄마다? 
모두 다(All) 같은 엄마다!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 ‘다문화 사회 가족지원 컨퍼런스’ 개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가 후원하고 자람가족학

교가 개발·진행해 온 다문화 사회 가족지원 프로젝트다. 우리나라 최대의 외국인 

밀집도시인 안산시에서 출발한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지난 3년간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부모교육의 참조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지난 11월 22일에 열린 ‘2018 다문화 사회 가족지원 컨퍼런스’는 그 정책·사업의 필

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의 구체적 현장 사례를 생생

하게 소개했다. 개회사에 나선 여러 기관장과 관계자들의 목소리에서도 이러한 시

대적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안산시 윤화섭 시장은 “8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과 함

께 살아가는 안산시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의 지

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근원적인 정책 마련

과 지원을 호소했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와 함께 3년간 ‘뉴스킨 부모교

육, 다 엄마다’를 지원해 온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보경 센터장은 “안산에서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가 사회공헌사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업

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신숙자 회장

은 첫 번째 주제발표 ‘2018 대한민국, 다문화 부모지원 

현황과 방향 제언’을 통해 기존 정책과 다문화 환경을 

점검하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초기 이민자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정착 단계에 도달했음을 주목하면

서 포괄적 다문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국적 다르고, 태어난 곳은 달라도 “다 같은 엄마”

2부에서 한국 다문화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하정

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 ‘교육학적 접근으로 살펴본 다문화 가족지원

의 접근 방향과 고려사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자녀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점에서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

다’가 다문화 가정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하며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

육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자람가족학교 이성아 대표

는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다문화 부모교

육’을 ‘부모교육’으로 고쳐 부르고 한국인 부모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

와 지지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강조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 박석범 상임위원은 “더 많은 

이주자들과 함께 살아갈 내일을 준비하고 100년을 내

다보자”고 강조했다.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포스 포 굿 

회원들은 때로 핸드폰을 높이 들고 사진을 찍고, 때로 

발표자의 이야기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의 청사진을 함께 그린, ‘다 같은 엄마’의 마음이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외국인 밀집도시인 

안산시에서 출발한 ‘뉴스킨 부모교육, 다 엄마다’는 

지난 3년간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부모교육의 참조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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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본의의 채널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응모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공유한 사진으로는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lifestyle_master_ 

discover the best you 

#기분좋은 #뉴스킨에코텀블러 

#내가좋아하는것들 #나를사랑하자

#소확행 #뉴스킨공식매거진#뉴스타일

nuskin_han_mi_hee

뉴스킨 매거진 전달하는 기쁨 

#가을가을 #뉴스킨매거진 

리뉴얼된 #180도 #써보고싶다

_yully_c 

클렌징 루틴이 필요할 때 

#뉴스킨에이지락루미스파 #블랙

#위생적인 #실리콘헤드 

#리미티드 #블랙 #소장각  

nu_zet 

쌀쌀한 날씨 #G3로 감기예방  

#지3 #환절기 #감기예방 #너로 정했어

nuskin_kj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R2 #에이지락알스퀘어드 

#피로개선 #면역력증진에 도움 

#뉴스타일 보는데 #뉴180도 도착문자 

#세상행복 

우리는 뉴스킨 매니아
#(해시태그)로 말해요!

뉴스킨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일상을 보여주세요!

#뉴스타일 #뉴스킨 #파마넥스 #나만의뉴스킨 #뉴스킨인생템 #가장아름다운나를만나다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분기 보고서

뉴스킨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
2018년 7월 ~ 9월  

뉴스킨의 바이타밀 가격에는 제조, 관리, 유통, 영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뉴스킨의 제품들과 같이, 바이타밀 판매 시 회원들은 수수료를 받으며, 뉴스킨은 판매마진을 얻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응모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사진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NU STYLE> 매거진과 

디지털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당첨된 사진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NU STYLE> 매거진과 디지털 매거진에 게재됩니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뉴스킨의 세일즈 리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10,421,310끼의 바이타밀을 구매하여 기부해 주셨습니다. 

바이타밀 배분 국가 

• 말라위 7,200,000 끼   • 범중국 2,159,310 끼 • 멕시코 540,000 끼   

• 콜롬비아 90,000 끼 • 아르헨티나 42,000 끼   • 아이티 180,000 끼 

• 엘 살바도르 210,000 끼

뉴스킨 세일즈 리더, 고객,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선의의 힘은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 주었습니다. 

• 약 500회 / 심장 수술 지원 

• 30 가족 이상 / 가족자립농업학교(SAFI) 입학 

• 30 명 이상 학생 / 말라위 중등 교육과정 진학

• 약 2,000명의 학생 / 도서, 학용품 세트, 책장 지원

• 22번째 / 뉴스킨 희망도서관 개관 

• 30개 이상 / 말라위 희망의 우물 기증

 포스 포 굿

너리시 더 칠드런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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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SKIN _FACE CARE
스킨 케어 솔루션 클렌저 & 트리트먼트 클렌저 토너/미스트/부스터 아이

갈바닉 스파 시스템Ⅱ

에이지락 에디션

#18125257  300,000원

SV 160

갈바닉 스파Ⅱ

페이셜 젤 위드 에이지락

#18003876  41,000원

SV 25.27

트리트먼트

트루 페이스
눈가, 입가, 이마, 
넥 & 데콜테 등 
집중 스팟 케어

트루 페이스

프라이밍 솔루션

#18101232

38,000원 SV 23.42

트루 페이스 아이디얼 

아이즈 아이 리파이닝 크림

#18101241

47,000원 SV 28.97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탄력 저하, 생기 없는 피부, 
칙칙함 등 세월의 흐름에 따른 
피부 고민 개선

에이지락

젠틀 클렌즈 앤 톤

#18003882  

65,000원 SV 40.06

에이지락

하이드레이팅 로션

#18003892

69,000원 SV 42.53

뉴스킨 180°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 
턴오버 케어
 *출시 예정

뉴스킨 180°

페이스 워시

#18002142  

39,000원 SV 24.04

뉴스킨 180°

스킨 미스트

#18002147

40,000원 SV 24.65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케어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클렌저

#18102729  

33,000원 SV 20.34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토너

#18102733

39,000원 SV 24.04

클리어 액션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한 
스킨 클리어링 케어

클리어 액션

포밍 클렌저

#18110388  

39,000원 SV 24.04

클리어 액션 토너

#18110387

39,000원 SV 24.04

뉴트리센셜즈(중 · 건성)
중·건성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 공급으로
맞춤 데일리 케어

크리미

클렌징 로션

#18110310  

19,000원 SV 11.71

pH 밸런스 토너

#18110312

17,000원 SV 10.48

뉴트리센셜즈(지 · 복합성)
지·복합성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 공급으로 맞춤 
데일리 케어

퓨어 클렌징 젤

#18110309  

19,000원 SV 11.71

pH 밸런스

매티파잉 토너

#18110313

17,000원 SV 10.48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피부 타입과 계절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추가로 사용 
가능한 모이스처라이저

NaPCA

플러스모이스처 미스트

#18125267

13,000원 SV 8.01

인텐시브

아이 콤플렉스

#18101233

33,000원 SV 20.34

뉴스킨 포 맨
잦은 면도로 자극받기 쉬운 
남성 피부를 위한 쉐이브 케어

디비던즈

쉐이브 크림

#18101456  

19,000원 SV 11.71

에이지락 미 
피부 타입, 피부 고민, 
취향을 고려한 나만을 위한 
퍼스널라이즈드 스킨 케어

세럼/ 에센스 스페셜 케어 선 케어모이스처라이저Day Night

셀트렉스 울트라

리커버리 플루이드

#18100409

43,000원 SV 26.5
나이트 서플라이

너리싱 크림

#18102705  

43,000원 SV 26.50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18003906

165,000원 SV 101.69

트루 페이스

라인 코렉터

#18102704

70,000원 SV 43.14

트루 페이스

리빌링 젤

#18101213

66,000원 SV 40.68

에이지락

퓨처 세럼

#18003883

205,000원 SV 126.35

에이지락

트랜스포밍 나이트

#18003880  

89,000원 SV 54.85

에이지락 

래디언트 데이 SPF 22

#18003904  

71,000원 SV 43.76

뉴스킨 180°

리뉴얼 플루이드

#18002145

74,000원 SV 45.61

뉴스킨 180°

AHA 페이셜

필 앤 뉴트럴라이저

#18002143

52,000원 SV 32.05

얼티밋 마스크 타임 리버스

#18102900  4,000원 SV 2.47 

얼티밋 마스크 워터풀

#18102901  2,000원 SV 1.23  

선라이트 데일리 페이스

SPF 50+ PA++++

#18125069

25,000원 SV 15.41

선라이트 마일드 페이스

SPF43 PA+++

#18103254  

25,000원 SV 15.41

선라이트 바디 앤 패밀리

SPF 50+ PA++++

#18125066

21,000원 SV 12.94

선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SPF50+ PA++++

#18103262  

25,000원 SV 15.41

뉴스킨 180°

나이트 콤플렉스

#18002146  

62,000원 SV 38.21

뉴스킨 180° UV 블록 

하이드레이터 SPF15 PA+

#18002148  

52,000원 SV 32.05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에센스

#18102730

66,000원 SV 40.68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래디언스 마스크

#18102775

72,000원 SV 44.38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나이트 크림

#18102732  

55,000원 SV 33.90

트라이-페이직 화이트

데이 밀크 로션 SPF 15

#18102731  

44,000원 SV 27.12

클리어 에센스

#18121172

40,000원 SV 24.65

클리어 액션

나이트 트리트먼트

#18110390  

55,000원 SV 33.90

클리어 액션

데이 트리트먼트

#18110389  

55,000원 SV 33.90

페이스 리프트 팩

#18110262

40,000원 SV 24.65

모이스처 리스토어

데이 프로텍티브 로션

#18102728  

38,000원 SV 23.42

페이셜 스크럽

#18102709

 20,000원 SV 12.33

모이스처 리스토어

데이 프로텍티브 매티파잉 로션

#18102727  

38,000원 SV 23.42

엑스폴리언트

스크럽 엑스트라 젠틀

#18102707

 21,000원 SV 12.94

NaPCA

모이스처라이저

#18110257  

30,000원 SV 18.49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젤

#18125268

18,000원 SV 11.09

클레이 팩

딥 클렌징 마스크

#18125270

22,000원 SV 13.56

리주버네이팅 크림

#18110258  

33,000원 SV 20.34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18111259

33,000원 SV 20.34

에포크

글레이셜 머린 머드

#18110809

31,000원 SV 19.11

디비던즈 애프터쉐이브 밤

#18101457  

24,000원 SV 14.79

에이지락 미 

스킨 케어 시스템 

#18125045

500,000원

SV 308.17

에이지락 미 커스텀 

프로덕트 세트 

#18010000

194,000원  

SV 119.57

선라이트 포 페이스 앤 바디

SPF 50+ PA+++

#18001345  

26,000원 SV 16.02

선라이트 립 버터

SPF14 PA+

#18103253  

11,000원 SV 6.78

선라이트 포 페이스 앤 바디

SPF 35 PA+++

#18001346  

24,000원 SV 14.79

선라이트 바캉스 선스틱

SPF50+ PA++++

#18103255  

19,000원 SV 11.71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18001507

110,000원 SV 67.80

얼티밋 마스크 릴리프

#18002998  2,000원 SV 1.23 

얼티밋 마스크 스노우 화이트

#18002999  4,000원 SV 2.47

에이지락 루미스파 

에이지락 루미스파 

스타터 키트

#18183835

215,000원  SV 100

에이지락 루미스파 

스타터 키트 블랙

#18125274

252,000원  SV 120

트리트먼트 클렌저 (노멀/콤보)

#18001492  

37,000원  SV 22.80

트리트먼트 클렌저 (드라이)

#18001494

37,000원  SV 22.80 

에이지락 루미스파 

에이지락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 (오일리)

#18001493

37,000원  SV 22.80

에이지락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 (센시티브)

#18001491  

37,000원  SV 22.80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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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시

메이크업 클렌저

뉴컬러 라이트샤인 블러시 듀오

38,000원 SV 23.42

02 블로섬 핑크#18102850

베이스 메이크업 & 메이크업 클렌저 & 블러시 포인트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파우더 아이&립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스틱 컨실러

22,000원 SV 13.56

01 바닐라 베이지#18102866

02 뉴트럴 베이지#18102867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스무딩 크림

#18001502  

24,000원 SV 14.79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비비 컴팩트 

SPF30 PA++

39,000원 SV 24.04

01 라이트#18001500

02 내추럴#18001501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쉬머링 크림

#18001503  

24,000원 SV 14.79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피니싱 파우더 SPF17

32,000원 SV 19.72

01 트랜스페런트#18124942

02 스킨 베이지#18125027

라이트스테이 벨벳 프레스드 파우더 

SPF30 PA++

37,000원 SV 22.80

01 아이보리#18001504 

02 베이지#18001505

NU SKIN _BODY CARE NU COLOUR

NU SKIN _HAIR CARE

클렌저 트리트먼트 보습 풋 & 레그

트리트먼트 & 스타일링

핸드

핸드 로션

#18110329  

12,000원 SV 7.40

리퀴드 바디 루프라

#18102717

15,000원 SV 9.24

에포크 아이스댄서

인비거레이팅 레그 젤

#18102803  

18,000원 SV 11.09

바디 바

#18125265

12,000원 SV 7.40

갈바닉 스파 시스템

에이지락 바디

#18125256

350,000원 SV 190

바디 스무더

#18101239  

15,000원 SV 9.24

퍼레니얼 인텐스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18100875  

26,000원 SV 16.02

에포크 파이어워커

릴랙싱 풋 크림

#18110826  

15,000원 SV 9.24

바디 클렌징 젤

#18101223

13,000원 SV 8.01

에이지락

바디 쉐이핑 젤

#18003902

54,000원 SV 33.28

리퀴드 바디 바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

#18101216

15,000원 SV 9.24

에이지락

더마틱 이펙트

#18003903

62,000원 SV 38.21

샴푸 & 컨디셔너

스타일링헤어스프레이

#18101359  

15,000원 SV 9.24

에포크 아바 푸이 모니 

샴푸 & 라이트 컨디셔너

#18102811  

17,000원 SV 10.48

에포크 댄드프리 샴푸

#18102810  

18,000원 SV 11.09

뉴트리올 헤어 휘트니스 트리트먼트

#18101218  66,000원 SV 40.68

핑크 틴지

뉴컬러 라이트샤인 립 플럼핑 밤 SPF 14

#18102853  23,000원 SV 14.18

뉴컬러 라이트샤인 워터리 립글로스

18,000원 SV 11.09

03 피치#18125026

01 크리스탈#18125024

02 핑크#18125025

뉴컬러 라이트샤인 리퀴드 립 벨벳

23,000원 SV 14.18

01 퓨어 로즈#18110400

02 웜 앤 스윗 로즈#18110401

03 어딕션 로즈#18110402

04 노블 로즈#18110403

뉴컬러 라이트샤인 비비드 립스틱

28,000원 SV 17.26

05 밀리어네어 핑크#18125130

06 선셋 크루즈#18125131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더블 커버 

미라클 쿠션 

49,000원 SV 30.20

#18002131         01 라이트

#18002132         02 내추럴

#18002133         03 미디엄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더블 커버 

미라클 쿠션 [핑크 에디션]  

49,000원 SV 30.20

#18101340        01 라이트

#18101341         02 내추럴

#18101342         03 미디엄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리퀴드 컨실러 

19,000원 SV 11.71

#18002127        01 라이트

#18002128        02 내추럴

#18002129        03 미디엄

리치 컨디셔너 1L

#18101328

39,000원 SV 24.04 

리치 컨디셔너

#18101354 

16,000원 SV 9.86

웨이트리스 컨디셔너

#18101353 

16,000원 SV 9.86

리뉴 헤어 마스크

#18101356

22,000원 SV 13.56

웨이트리스 

컨디셔너 1L

#18101327

39,000원 SV 24.04

뉴트리올 샴푸

#18101219  

33,000원 SV 20.34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18101350 

15,000원 SV 9.24

밸런싱 샴푸

#18101351  

15,000원 SV 9.24

밸런싱 샴푸 1L

#18101326 

39,000원 SV 24.04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1L

#18101325 

39,000원 SV 24.04

클래리파잉 샴푸

#18101352  

18,000원 SV 11.09

밸

#

3

에포크 아바 푸이 모니 

샴푸 & 라이트 컨디셔너 750ml

#18110013

34,000원 SV 20.96

에포크 아바 푸이 모니 

컨디셔너 750ml

#18110014

34,000원 SV 20.96

에포크 아바 푸이 모니 

컨디셔너

#18102812

17,000원 SV 10.48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파운데이션 SPF30 PA++

39,000원 SV 24.04

#18002137         01 라이트

#18002138         02 내추럴

#18002139         03 미디엄

뉴컬러 인리칭 클렌징 오일

#18001416  29,000원 SV 17.87

뉴컬러 카밍 클렌징 워터

#18102846  22,000원 SV 13.56

뉴컬러 마일드 립 앤 아이 리무버 패드

#18102829  24,000원 SV 14.79

뉴컬러 라이트샤인 아이브로우 쉐이핑 키트

#18102852  30,000원 SV 18.49

그레이 & 브라운

뉴컬러 라이트샤인 컬 앤 래쉬 마스카라

24,000원 SV 14.79

블랙#18102851

브라운#18110404

뉴컬러 라이트샤인 듀얼 아이브로우

20,000원 SV12.33

01 다크 브라운 #18102819

02 네츄럴 브라운#18102820

뉴컬러 라이트샤인 디자이닝 리퀴드 아이라이너

20,000원 SV 12.33

01 블랙#18001415

02 브라운#18001414

뉴컬러 라이트샤인 5 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42,000원 SV 25.89

03 모카 브릭#18102868

04 캐시미어 브라운#18125028

01 블랙#18002124

02 브라운

03 퍼플

#18002125

#18002126

뉴컬러 라이트샤인 펜슬 아이라이너

12,000원 SV 7.40

뉴컬러 라이트샤인 립 세럼

28,000원 SV 17.26

02 이지 오렌지#18102822

01 루미너스 베이지#18102821

03 듀이 레드#18102823

04 레드 에이크#18102824

06 핑크 모먼트#18102826

05 핑크 시그널 #18102825

07 쥬이시 플럼#18102827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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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남성 건강 청소년 건강

체지방 감소여성 건강

바이오 징코

비타민 D 구미 1,000 IU

두뇌 건강
은행잎으로부터 추출된 
플라보놀 배당체를 함유하여 
기억력 개선 및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키토산함유제품(화이버넷)

콜레스테롤 개선
정제된 형태의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에이지락 에스테라Ⅰ

가임기 여성 건강
감마리놀렌산, 비타민B6, 철분
등이 함유되어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에스테라 크랜베리

요로 건강
크랜베리 과육, 과피, 과즙,
씨까지 통째로 함유되어
요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휴대 및 섭취가 편리한
분말 타입의 건강기능식품

이브닝 프림로즈

혈행 개선
달맞이꽃 종자유에 다량 
함유된 필수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전립선 건강
쏘팔메토추출물을 주원료로 부원료 셀레늄, 
꽃가루추출물, , 식물성 스테롤이 함유되어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라이프팩 틴

영양균형(비타민·미네랄)
성장기 청소년에게 많이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유래 영양소를 보충하여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주는 종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에스테라Ⅱ

갱년기 여성 건강
회화나무 열매추출물이 
함유 되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아이언 이센셜즈

영양균형(비타민·미네랄)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에게 효과적으로
철분 및 엽산을 공급해주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뷰티 플러스

워터 플러스 

장 건강

어린이 건강

키즈 오메가 정거멀즈 SCS

 공급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이며, 오메가 3 
지방산의 하나인 를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영양균형(비타민·미네랄)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유래 영양소가
배합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각종 식물 영양소 및 아미노산은 제품의 부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입니다.

체지방 감소
90일 동안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시하고, 적합한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품 섭취일 : 90일)

슬림에스

체지방 감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콜레우스 포스콜리추출물이 함유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다인 오 린

체지방 감소
과체중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액리놀레산
(CLA)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
12가지 비타민과 4가지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이 균형있게 함유되어 올바른 영양 
섭취를 도와주는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BIG PLANET

남녀 공용

PHARMANEX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라이프팩 라이프 이센셜즈에이지락 유스스팬3

영양균형
(비타민·미네랄)
13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6종의 식물 유래 영양소가 골고루 
배합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

영양균형
(비타민·미네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유래 영양소가 배합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

기초건강증진
, 간 건강, 지구력 증진, 피로·기억력 개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뉴와 피로개선, 면역력 증진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차지로 구성된 세트 제품

간 건강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과 비타민 B군,
C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뼈·관절 건강
청정한 대서양 연안에서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 및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에너지 대사
비타민 B군 및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본 포뮬러(젤리) 리버 포뮬러본 포뮬러(캡슐)오버드라이브

장 건강
알로에 겔이 함유되어 장 건강,
피부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절 건강
특허받은 효소분해공법으로 제조된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함유되어
관절 건강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혈행 개선
정제어유에서 유래된 불포화
지방산인 EPA 및 
DHA 함유유지(오메가-3)와 
부원료인 크릴새우 오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마린 오메가 알로에 겔 피엑스옵티멈 오메가카트리지 포뮬러

음료
스틱 1포당 20%의 레몬추출 
분말 및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알로에 
베라겔 농축분말,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상큼한 레몬 분말 음료

음료
파마넥스에 의해 세계 최초로 
제품화된 베트남의 객(gac) 과실을 
이용한 맛있는 과실 음료

면역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음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G3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포타입의 맛있는 과실 음료

3  파우치 스플래시 씨 위드 알로에 레몬3앨로프리

눈 건강
루테인, 베타카로틴을 주원료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공급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음료
스틱 1포당 20%의 오렌지추출 
분말 및 알로에 베라겔 농축분말, 
비타민 C와 E 및 칼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특허성분
CBP를 함유하고 있는 상큼한 오렌지 분말 음료

콜레스테롤 개선
붉은 효모를 쌀에서 발효시켜 
얻어진 홍국 성분을 함유하여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콜레스틴 아 이케어코티트롤 플러스스플래시 씨 위드 알로에 오렌지

혈행 개선
영지버섯 자실체를 함유하며
신체의 기본적인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항산화 건강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건강 및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균형(단백질)
대두,  쌀,  귀리에서 얻은
순 식물성 단백질을 주 원료로
18가지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분말 타입의 건강기능식품

장 건강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레이시맥스티그린97프로틴 파우더 피엑스

       

       

              

혈행 개선
EPA 및 DHA  함유유지(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슈퍼 키즈 발효 홍삼

장건강
어린이 맞춤형 복합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아이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면역건강
발효 홍삼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건강기능식품

딥씨플러스

해양심층수
수심 200m 이하의 청정지역에서 취수하여 
청정하며,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도300의 프리미엄 해양심층수

러닝큐마스터

비즈니스의 성공 솔루션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보다 강력한 회원 관리, 비즈니스 관리

친환경 주방세제
순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피부에 
안전하고 과일과 야채까지 세척 
가능한 친환경 주방세제

이코스피어 주방세제 이코스피어 세탁세제

친환경 세탁세제
사탕수수,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활성제와 오렌지 
오일의 배합으로 뛰어난 
세척력을 갖춘 순한 저자극 세제

뼈·관절 건강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젤리 형태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피부 건강
체내 흡수가 용이한 저분자 
나노 콜라겐으로 1포당 
1,000mg의 피쉬 콜라겐과 
500mg의 엘라스틴 파우더를 
함유한 상큼한 오렌지맛 젤리

EPA 및 DHA 함유유지(오메가-3)
종합비타민&미네랄, 식물 영양소 
함유로 눈 건강, 혈행 개선, 
면역기능,  기억력 개선, 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GG

두 가지 식이섬유 함유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시는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

자몽맛

히비스커맛

#18155302 회원가 20,000원

영양 균형(비타민)
하루 한 개로 
비타민D 1,000 IU를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블루베리맛 비타민D 
츄어블 구미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제품 이미지 교체시기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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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킨 새내기가 사랑하는 BEST

정기구매(ARO) 특화 프로그램

NaPCA 플러스 모이스처 미스트
언제 어디서나 촉촉한 피부 자신감! 

피부와 모발에 간편하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NaPCA 플러스 모이스처 미스트

인핸서 스킨 컨디셔닝 젤

알로에 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젤 타입 모이스처라이저 

에이지락 페이스 갈바닉 스파

단 5분 만에 피부 깊숙이 수분과 

탄력을 채워 생기와 투명함을 

찾아주는 스파 트리트먼트 시스템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피부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모이스처라이저

바디 바

피부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촉촉함은 지켜주는 

클렌징 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뉴스킨 회원 가입 & 회원 혜택 

1

3

뉴스키너가 되는 3가지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뉴스킨 회원 가입하세요. 

2

뉴스킨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혜택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에 한걸음 더 다가가세요.

멤버십 혜택 다양한 쿠폰 제공 혜택

○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혜택

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가로 제품 구입 가능

②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가능

③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 제공

○ 멤버 혜택

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가로 제품 구입 가능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회원으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독립 사업자형 회원을 말합니다.

**멤버

제품 구매만을 위해 가입하는 회원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동일한 

회원가로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쓸수록 더 커지는 신규 회원 할인 쿠폰

가입 즉시 찾아오는 신규 회원 할인 쿠폰!

가입 후 첫 3달 동안 3장의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발급 : 뉴스킨몰 > 마이오피스 > 쿠폰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사용 : 뉴스킨몰(PC/앱), 전화 주문, 워크인 센터에서 구매 시 

           사용 가능 (프로모션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

○ 기분 좋은 생일 쿠폰

생일을 맞은 회원님께 기분 좋은 생일 쿠폰을 선물해 

드립니다.

발급 :  매월 1일 해당 월 생일 회원 대상 발급

사용 : 뉴스킨몰(PC/앱), 전화 주문, 워크인 센터에서 구매 시 

          사용 가능(프로모션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 ARS 제외)

(2018.1~8월 신규회원 판매 금액 및 수량 기준)

하나, 

뉴스킨몰

뉴스킨몰에서 ‘회원가입’ 클릭!

www.nuskinkorea.co.kr

둘, 

뉴톡쇼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뉴스킨 코리아’ 추가 &

1:1 채팅방에서 ‘뉴스킨 회원가입’ 클릭!

셋, 

마이 사이트 (My Site)

후원자의 마이 사이트 방문

소셜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회원가입

정기구매(ARO) 혜택
매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보세요! 매월 원하는 날짜에 자동으로 배송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최대 10% 할인 혜택

정기구매를 이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회원가의 5%, 

7개월부터는 회원가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한 발 빠른 할인 혜택

뉴스킨 회원가입 후

3개월 내 정기구매를 신청하면

4개월 째부터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에이지락 유스스팬3

에이지락 알-스퀘어드 

15% 약정 ARO 프로그램

12개월 약정 시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이지락 스마트 뷰티 

4+1 ARO 프로그램

에이지락 루미스파 클렌저/에이지락 미 

커스텀 프로덕트 세트/에이지락 갈바닉 젤 

점보를 매 월 1개 이상 

4개월 연속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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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즐기는 방법!

뉴스키너라면 꼭 기억해야 할 
다채로운 뉴스킨의 디지털 채널들을 소개합니다.

터치하다 내 손 안의 뉴스킨

경험하다 고품격 쇼핑 공간, 워크인 센터

❶ 뉴스킨몰 앱

쇼핑부터 회원가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뉴스킨 코리아 공식 쇼핑 앱

❸ 에이지락 미 피부 평가 앱

맞춤화된 스킨 케어 에이지락 미를 사용하기 위해

피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전용 앱

❷ TR90 앱

일별 식사 기록과 운동 기록이 가능하며 TR90 챌린지

프로모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TR90 전용 앱

서울 삼성 워크인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6길 6, 레베쌍트 빌딩 1~2층

서울 광화문 워크인 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길 그랑서울 1층, 4층(2019년 1월까지 운영)

부산 워크인 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2로 24, 센텀 다이아몬드 빌딩 1~2층

대표전화 1588-1440

 채널 가이드

만나다  뉴스킨을 접하는 새로운 시각

1. 뉴스킨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

회원가입부터 쇼핑, 뉴스킨에 대한 모든 것!

www.nuskinkorea.co.kr

2. 뉴스킨 코리아 유튜브 공식 채널

뉴스킨과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유튜브 공식 채널

www.youtube.com/nuskinkorea

4. 뉴 블로그 NU BLOG

뉴스킨의 브랜드, 제품, 뷰티&헬스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 

blog.nuskinkorea.co.kr

3. 에이지락 미 & 갈바닉 브랜드 사이트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브랜드 사이트

www.nuskinbrand.com 

www.agelocmenuskin.com

6. 뉴스킨 공식 매거진(뉴 스타일, 뉴 라이프)

웹진으로 만나는 뉴스킨 디지털 매거진

www.nuskinkorea.co.kr/app/cu/nulifeList

5. 뉴스킨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를 테마로 한 

뉴스킨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nuskin.korea.official

7. 뉴스킨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소셜로 비즈니스 하다! 뉴스킨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nuskinkorea

❹ My Nu Skin앱

실적조회 및 주요 비즈니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실적조회 페이지(V&G) 앱

8. TR90 챌린지

TR90 챌린지 및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

https://www.tr90.co.kr

대구 워크인 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길 106, 청록빌딩 1~3층

부천 워크인 센터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0, 위브더스테이트 5단지 113호

부천 비즈니스 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중동) 한화생명보험 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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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100%국내산 고려인삼을 사용하여 

특허제조 기술로 발효한 새롭게 출시되는 파마넥스의 신제품 이름은 무엇일까요? 

<NU STYLE>에서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나 아쉬웠던 내용 그리고 코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퀴즈 정답과 함께 모바일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1월 중 개별 연락을 진행 후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

입니다.

독자 의견

업그레이드 된 180°를 다룬 <스페셜 1>칼럼이 좋았

습니다. 180° 출시 전에 어떻게 리뉴얼 되었는지, 기

존제품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피부에 전달되는 효과적인 면

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어 180°를 선택하는 기준

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철 피부수분공급 아이템 찾기 너무 좋았어요. 

뉴스킨에 수분크림이 많고 피부타입도 제각각이잖

아요, 이 칼럼을 통해 피부 타입에 알맞게 찾아 쓸 

수 있을것 같아요^^ 건조한 계절이라 수분보충이 

제일중요한 시기인데 좋은 정보였습니다. 

루미스파 생생 체험후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루미스파 사용 후 좋은점, 타사

와 다른 점을 과장 없이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전달

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뷰티관련 제품을 많이 

접해본 분들이라 비교하는 핵심이 잘 와 닿았고, 무

엇보다 신뢰가 생겨 좋았습니다. 

김종대 

(서울 송파구) 

퀴즈

독자 엽서 당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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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어느 멋진 날
CHANGE FOR ALL 180° 

뉴스킨 코리아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2000년 출시 이래 

18년간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뉴스킨 180° 스킨 케어 시스템이 

2018년 10월, 새롭게 선보인다.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건강하게 되돌려 피부에 

매일 매일 변화의 느낌을 선물한 

뉴스킨 180°의 달라진 모습을  

공개한다. 

01 고농도 비타민 C 클렌저 

 뉴스킨 180° 페이스 워시 

	 피부	수분	손실	없이	촉촉하고	

	 마일드한	클렌징을	도와주며,	

	 포도씨,	은행나무잎,	인삼	추출물로	

	 피부	항산화	효과로	피부	스트레스를	

	 케어	해준다.	

02 피부 진정과 보습 

 뉴스킨 180° 스킨 미스트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뉴스킨	180°	스킨	미스트는	

	 식약처	주름	개선	고시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해	

	 팽팽한	피부를	느낄	수	있다.	

03 건강한 피부를 위한 턴오버 케어 

 뉴스킨 180° 리뉴얼 플루이드 

	 마일드한	AHA,	BHA,	

	 그리고	PHA	트리플	

	 애씨드로	더욱	효과적인	

	 턴오버	케어를	해준다.	

04 한 방울로 피부 에너지 극대화 

 뉴스킨 180° 프렙 앰플 

	 180°	프렙	앰플은	생친화		

	 피부	전달	시스템	BIODE	바이오드로	

	 피부	흡수를		촉진	시킨다.	

05 넉넉한 양으로 충분한 보습 

 뉴스킨 180° UV 블록 

 하이드레이터 SPF 15 PA+

	 깊은	보습은	물론,	

	 UVB	&	UVA	차단으로	낮동안	

	 피부를	보호한다.

06 밤사이 피부 휴식 선사 

 뉴스킨 180° 나이트 콤플렉스 

	 마카다미아	넛	오일,	

	 포스포리피드,	

	 메도우폼	씨드	오일,	

	 선인장	추출물로		 	 밤사	

	 풍부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도와준다.	

04

02

05

01

SPECIAL Ⅰ photo 정준택(펀 스튜디오)arrange 이은자 write 이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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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SKIN'S PICK 

가을철 
피부 수분 공급 
딱 맞는 아이템을 
찾아보자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 

최근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탓에 피부는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갈라지기도 하고 부쩍 가려움도 늘지만 그만큼 잔주름도 심해진다. 

건조한 가을 피부에 수분을 전달할 뉴스킨 크림을 만나보자.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리는
NaPCA 모이처라이저

끈적임	없이	가벼운	수분	크림을	원한다면?	

NaPCA	모이처라이저는	보습	성분인	

소듐	PCA,	비타민	E	유도체,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알로에	베라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린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한	외부	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75ml / 30,000원 

자는 동안 필요한 수분과 영양 충전 
나이트 서플라이 나리싱 크림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쉰다.	

나이트	서플라이	나리싱	크림은	

자는	동안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매일	아침,	보다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느낄	수	있다.	

콩에서	추출한	포스타티딜콜린은	

피부	본연의	보습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스쿠알란,	

시어버터,	달맞이꽃	오일이	배합되어	

끈적임	없이	촉촉한	보습	효과를	전달한다.		

50g / 43,000원 

피부 본래의 수분 보호막을 지켜주는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모이스처	리스토어	인텐스	

모이스처라이저는	

피부보습인자(NMF)성분인	소듐	PCA와	

우레아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본래의	

수분	보호를	향상시켜	수분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도와준다.	

산뜻한	향과	촉촉한	사용	감으로	

중성	또는	건성	피부에	사용하면	좋다.	

75ml / 33,000원 

메마른 피부에 필요한 유수분을 공급하는
리치한 모이스처라이저
리주버네이팅 크림 

리주버네이팅	크림은	가볍게	발리면서도	

보습	성분과	유연	성분이	배합되어	있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유·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더욱	생기	있고	매끄럽게	가꾸어	준다.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번들거리지	않으며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75ml / 33,000원 

탄력은 더하고 수분은 지켜주는 수분볼륨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끈적이지	않는	제형의	멜팅	밤	텍스처로	

무너짐	없는	보습막을	형성해	꾸준한	탄력	

집중케어와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주는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탄력에	관여하는	

핵심	성분인	에토신과	식물보습	성분이	

시간과	환경으로	인한	피부의	미세한	틈에

작용하여	수분결	탄력을	선사해준다.	

50ml / 110,000원 

수분감

＊상기 표시된 가격은 회원가입니다. 

＊해당 수분감 비교 내용은 ‘뉴스킨 모이스처라이저 5종 내 비교’

수분감

수분감

수분감

수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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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SKIN CHOICE 

내 피부의 클렌징 루틴 
클렌징과 트리트먼트를 한 번에! 

‘지우는 순간에도 빛나는 피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뉴스킨 에이지락 루미스파. 

위생적인 울트라 소프트 실리콘 헤드로 건강하게 피부를 자극하고 더블 헤드 스핀에 따른 포어 펌핑 

액션으로 클렌징 해준다. 오늘부터 에이지락 루미스파로 클렌징 루틴을 만들어 보자. 

건강한 피부 자극, 피부 생기 순환 

건강하게	피부를	자극하는

	‘마이크로	펄스	진동’과	이중	구조의	헤드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더블	헤드	스핀’.	

이를	통해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피부를	운동시킨	듯한	

피트니스	효과를	전달한다.

에이지락 루미스파 디바이스와 클렌저로 구성된 

스타터 키트(일반) / 215,000원 

남성 클렌징도 쉐이빙처럼	

브러시	대신	장착한	울트라	소프트	실리콘	헤드는	

세척과	건조가	쉬워	위생적이며	노멀	타입으로	출시	되었다.	

링	패턴의	노멀은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리미티드 블랙 컬러의 에이지락 루미스파 디바이스와 

클렌저 2개로 구성된 스타터 키트(일반) / 252,000원

뷰티 크리에이터 3인이 전하는 
에이지락 루미스파 생생 체험 후기 

아침저녁 하루 두 번 사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클렌징을 도와주는 

에이지락 루미스파 체험 후기를 3인의 뷰티 크리에이터가 솔직하게 전한다. 

@onewoori_한우리

요즘	세안은	뉴스킨	에이지락	루미스파로	

하고	있어요.	입소문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사용해보니	정말	좋네요.	

루미스파는	다른	클렌징	제품과	

다르게	실리콘	소재로	제작돼서	

신기하고	좀	독특했어요.	

이중	구조의	헤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스킨	피트니스	효과도	느낄	수	있고,	

피부	트리트먼트가	되니까	노폐물도	쏙쏙	

잘	배출되는	느낌이네요.	

루미스파	트리트먼트	클렌저를	함께	

사용해서	클렌징만	했을	뿐인데	

‘이	피부	실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에이지락	루미스파	

‘무한	애정’	해줘야겠어요.	

@stella.look_스텔라

에이지락	루미스파는	

이중	헤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듀얼	액션	시스템으로	모공	속	노폐물,	각질,	

피지제거까지	해	주는	딥	클렌징이	가능하네요.	

피부	깊은	곳까지	스킨	피트니스	

효과를	주는	클렌징	기기예요.

특히	사용하고	나서	얼굴에	더	생기가	돌아요.	

클렌징을	하면서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해주는	느낌이라	신기했어요.	

함께	사용한	트리트먼트	클렌저랑	완전	찰떡!

향부터	기분	좋아지는	폼	타입	클렌저는	

모든	피부타입에	사용	가능한	

마일드한	거품이	나는	클렌저로

사용하기에	좋더라고요.

@minimechuu_쿠     이

예민	보스	내	피부,	

필링제를	사용하면	얼굴이	아프고

그래도	열심히	각질	케어	해줬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심란했는데

에이지락	루미스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손으로	세안을	할	때	닿지	못했던	

모공	깊은	곳까지	부드럽고	

깔끔하게	세안이	가능하더라고요!

전원을	켜면	작동되고		2분	후에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고,	마이크로	펄스	진동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케어해주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각질까지	

한	번에	모든	걸	케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안한	후에	전혀	당김이	없어서	더	놀라워요!!

before before

beforeafter afteraft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독자 엽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남 

(서울 관악구) 

트루 페이스 라인 코렉터

&페이셜 스크럽(2명)

김종대(0406) 

정경호(8183) 

라이프팩(3명)

한연순 / 4327 

장재은 / 1590

최임성 / 7679 

마린오메가(3명)

김륜정(1580)

강나율(8729) 

정수아(4107)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에센스 울트라(2명)

이해남(1269)

김효순(3425) 

정경호  

(전남 여수시) 

○○○○ 프리미엄

   

뉴 스 킨 

매 거 진

서포터즈 2기를

찾 습 니 다 
미션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매거진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홍보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미션

일정

선발 : 1월 2일~1월 31일
당첨발표  2019년 2월 12일 개별연락

선발기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이그제큐티브 이상)
건강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감각있는 트렌드세터 환영! 
활발한 SNS 운영자 대환영!

활동내용

SNS를 통한 매거진, 

브랜드 캠페인 홍보

콘텐츠 기획/업로드

사업자들 간 소모임을 통한 

매거진 활용, 브랜드 캠페인 

안내 및 아이디어 수집

대상

뉴 스타일, 뉴 라이프는 물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나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는 뉴스키너 7명

혜택

· NU LIFE GIFT BOX 
 (제품 및 브랜드 아이템 등으로 구성) 
· 미션별 우수 달성자를
 선발하여 개별 보상 진행
· 활동 기간 동안
 뉴스킨 매거진 전 호 증정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스킨 매거진 서포터즈 2기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하기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뉴스킨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6길 6

전화 1588-1440ㅣ팩스 02-552-9728

주문전화 080-900-0700(수신자 요금 부담)

www.nuskin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