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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본연의 아름다움
미진화장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을 제공하여 피부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Skin's natural beauty
Our mission is that we offer affordable price to customer with
convenient and effective products so that they can retrieve
their skin’s natural beauty.

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저자극 화장품
자연원료를 담은 저자극 성분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통한 건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Hypo-allergenic cosmetics with natural energy
Mijin Cosmetics provides to keep health skin including nature ingredient
as effective prescription and low-stimulus ingredient. Our mission is that
we think about natural environment and try to make environment-friendly,
creative health beauty through sustainable ingredient development.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제품
미진화장품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전문성에 도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제품을 선사해 드리고자 합니다.
Promotes the maximum quality and sets themselves
apart from its competitors
We are trying to offer top quality product that Mijin Cosmetics is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reflected in new idea, creative products following the
trend.

Facial Mask Pack Product

Mijin
Essence Mask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담은 미진 에센스 마스크
합리적인 소비, 마스크팩 본질에 충실한
친환경 실용주의 마스크팩

석류 에센스 마스크

프레쉬 알로에 에센스 마스크

Rich moisture and nourishment in Mijin Essence Mask Sheet
Reasonable consumption / Practical facial mask focusing on
original mask function

POMEGRANATE ESSENCE MASK

FRESH ALOE ESSENCE MASK

석류추출물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를 탄력
있고 생기있게 가꿔주는 에센스 마스크

알로에추출물의 풍부한 수분을 담아 피부를 촉
촉하게 진정시켜주는 에센스 마스크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레이온(Rayon)
· 용량(Volume): 25g · 1BOX(10EA)

Mijin Essence Mask with pomegranate
extract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vital

Mijin Essence Mask with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that is full of hydration to
keep the skin hydrating and soothing

로얄젤리 에센스 마스크

진주 에센스 마스크

홍삼 에센스 마스크

브라이트닝 에센스 마스크

ROYAL JELLY ESSENCE MASK

PEARL ESSENCE MASK

RED GINSENG ESSENCE MASK

BRIGHTENING ESSENCE MASK

로얄젤리추출물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공급해주는 에센스 마스크

진주추출물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매끄럽고 빛
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에센스 마스크

홍삼추출물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에 탄력
과 활력을 주는 에센스 마스크

상백피추출물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를 화
사하고 맑게 가꾸어 주는 에센스 마스크

Mijin Essence Mask with royal jelly extract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glossy and elastic

Mijin Essence Mask with pearl extract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smooth and shiny

Mijin Essence Mask with red ginseng
extract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energetic

Mijin Essence Mask with mulberry root
extract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bright and clear

알부틴 에센스 마스크

코엔자임 큐텐 에센스 마스크

콜라겐 에센스 마스크

리프트 액티브 에센스 마스크

ARBUTIN ESSENCE MASK

COENZYME Q10 ESSENCE MASK

COLLAGEN ESSENCE MASK

LIFT ACTIVE ESSENCE MASK

월귤나무추출물인 알부틴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를 투명하고 생기있게 가꿔주는 에센스 마스크

코엔자임큐텐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 피부를 탱
탱하고 활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에센스 마스크

콜라겐의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담아 피부를 촉
촉하고 탱탱하게 가꿔주는 에센스 마스크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담은 고농축 성분이 피부
를 탱탱하고 활력있게 가꿔주는 에센스 마스크

Mijin Essence Mask with arbutin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vital

Mijin Essence Mask with coenzyme Q10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energetic

Mijin Essence Mask with hydrolyzed
Collagen that is full of nourishment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moist

Mijin Essence Mask with hyaluronic acid
that is full of hydration to keep the skin
elastic and energetic

MIJIN COSMETICS ㅣ 02

Facial Mask Pack Product

엠제이케어 에센스 마스크

MJ CARE Essence Mask
고농축에센스 + 풍부한 수분과 영양 + 부드러운 밀착감

Highly-concentrated essence + Rich moisture and nourishment + Soft fitting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레이온(Rayon) · 용량(Volume): 23g
홍삼 에센스 마스크
RED GINSENG ESSENCE MASK

마유 에센스 마스크
MAYU ESSENCE MASK

코엔자임큐텐 에센스 마스크
COENZYME Q10 ESSENCE MASK

황토 에센스 마스크
YELLOW OCHER ESSENCE MASK

뱀독 에센스 마스크
SYNAKE ESSENCE MASK

달팽이 에센스 마스크
SNAIL ESSENCE MASK

로얄젤리 에센스 마스크
ROYAL JELLY ESSENCE MASK

골드 에센스 마스크
GOLD ESSENCE MASK

백색 에센스 마스크
BRIGHTENING ESSENCE MASK

진주 에센스 마스크
PEARL ESSENCE MASK

백금 에센스 마스크
PLATINUM ESSENCE MASK

콜라겐 에센스 마스크
COLLAGEN ESSENCE MASK

제비집 에센스 마스크
BIRD’S NEST ESSENCE MASK

이지에프 에센스 마스크
EGF ESSENCE MASK

해조 에센스 마스크
SEA WEED ESSENCE MASK

클로렐라 에센스 마스크
CHLORELLA ESSENCE MASK

태반 에센스 마스크
PLACENTA ESSENCE MASK

알부틴 에센스 마스크
ARBUTIN ESSENCE MASK

참숯 에센스 마스크
CHARCOAL ESSENCE MASK

바다포도 에센스 마스크
히알루론산 에센스 마스크
GREEN CAVIAR ESSENCE MASK HYALURONIC ACID ESSENC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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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Mask Pack Product

엠제이케어 에센스 마스크

MJ CARE Essence Mask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마치현추출물, 위치하젤수가 민감해진 피부를 안정시키고
히아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더하여 더욱 더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Aloe vera leaf extract, portulaca oleracea extract, and Witch Hazel water soothe sensitive skin,
while hyaluronic acid adds more moisture to give ultimate vitality.

아세로라 에센스 마스크
ACEROLA ESSENCE MASK

석류 에센스 마스크
POMEGRANATE ESSENCE MASK

복분자 에센스 마스크
RASPBERRY ESSENCE MASK

비타민 트리 에센스 마스크
VITAMIN ESSENCE MASK

레몬 에센스 마스크
LEMON ESSENCE MASK

스위트 아몬드 에센스 마스크
SWEET ALMOND ESSENCE MASK

아르간 에센스 마스크
ARGAN ESSENCE MASK

쌀겨 에센스 마스크
RICE BRAN ESSENCE MASK

율무 에센스 마스크
ADLAY ESSENCE MASK

막걸리 에센스 마스크
RICE WINE ESSENCE MASK

포도 에센스 마스크
GRAPE ESSENCE MASK

아사이베리 에센스 마스크
ACAI BERRY ESSENCE MASK

쟈스민 에센스 마스크
JASMINE ESSENCE MASK

알로에 에센스 마스크
FRESH ALOE ESSENCE MASK

오이 에센스 마스크
CUCUMBER ESSENCE MASK

쑥 에센스 마스크
MUGWORT ESSENCE MASK

녹차 에센스 마스크
GREEN TEA ESSENCE MASK

허브 에센스 마스크
HERB ESSENCE MASK

피톤치드 에센스 마스크
올리브 에센스 마스크
PHYTONCIDE ESSENCE MASK OLIVE SQUALANE ESSENC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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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케어 온 마스크

MJ CARE ON Mask
효능이 좋은 베스트 아이템을 모은 경제적인 마스크
A collection of the best and economic items with great efficacy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레이온(Rayon) · 용량(Volume): 22g

엠제이케어 온 코엔자임 큐텐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비타민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히아루론산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콜라겐 마스크

MJCARE ON HYALURONIC MASK

MJCARE ON COLLAGEN MASK

MJCARE ON COENZYME Q10 MASK

MJCARE ON VITAMIN MASK

이슬처럼 촉촉한 내 피부를 위해 ON!

탱탱 가득한 내 피부를 위해 ON!

깨끗하고 건강한 내 피부를 위해 ON!

깨끗하고 상큼한 내 피부를 위해 ON!

ON for moist and dewy skin!

ON for resilient skin!

ON for clean and healthy skin!

ON for clean and refreshing skin!

엠제이케어 온 석류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진주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로얄제리 큐텐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알부틴 마스크

MJCARE ON POMEGRANATE MASK

MJCARE ON PEARL MASK

MJCARE ON ROYAL JELLY MASK

MJCARE ON ARBUTIN MASK

석류를 좋아하는 미녀를 위해 ON!

보석처럼 빛나는 내 피부를 위해 ON!

영양 가득한 내 피부를 위해 ON!

맑고 뽀얀 내 피부를 위해 ON!

For beautiful ladies who love pomegranate!

ON for skin shining like a jewel!

ON for well-nourished skin!

ON for clean and milky skin!

엠제이케어 온 스네일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알로에 마스크

MJCARE ON SNAIL MASK

MJCARE ON ALOE MASK

엠제이케어 온 마유 마스크

엠제이케어 온 제비집 마스크

MJCARE ON HORSE OIL MASK

MJCARE ON BIRD’S NEST MASK

매끈하고 윤기있는 내 피부를 위해 ON!

피곤하고 지친 내 피부를 위해 ON!

영양듬뿍 매끈한 내 피부를 위해 ON!

보습가득 촉촉한 내 피부를 위해 ON!

ON for smooth and shiny skin!

ON for tired and lackluster skin!

ON for well-nourished and smooth skin!

ON for moist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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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Mask Pack Product

엠제이케어 데일리 듀이 마스크 팩

MJ CARE Daily Dewy Mask Pack
요일별 피부상태에 따라 집중 관리해주는 7일케어 솔루션
Essence mask for intensive care according to skin conditions that change everyday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텐셀(Tencel) · 용량(Volume): 25g

7DAYS CARE SOLUTION

데일리 듀이 제비집 마스크팩

데일리 듀이 흑진주 마스크팩

데일리 듀이 마유 마스크팩

데일리 듀이 골드 마스크팩

DAILY DEWY BIRD’S NEST MASK PACK

DAILY DEWY BLACK PEARL MASK PACK

DAILY DEWY HORSE OIL MASK PACK

DAILY DEWY GOLD MASK PACK

한주를 준비하는 일요일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
한 제비집추출물로 피부에 휴식과 에너지를 충
전하고 활력을 공급해줍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환하게 밝혀줄 흑진
주추출물이 매끄럽고 광채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야근이 많은 화요일은 영양이 풍부한 마유추출
물로 푸석해진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가꿔
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수요일은 골드추출물로 칙
칙해진 피부톤을 개선해주고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Hydrating bird's nest extract with full of
nourishment helps skin elastic and energetic
on Sunday.

Black pearl extract helps your skin radiant and
shiny on Monday.

Horse oil extract can provide moisturize to
your skin on Tuesday.

Gold extract helps rough skin smooth and
supply moisture on wendseday.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데일리 듀이 알로에 마스크팩

데일리 듀이 대나무 마스크팩

데일리 듀이 콜라겐 마스크팩

DAILY DEWY ALOE MASK PACK

DAILY DEWY BAMBOO MASK PACK

DAILY DEWY COLLAGEN MASK PACK

피로누적과 회식까지 있는 목요일은 보습이 풍
부한 알로에 추출물로 지친피부를 촉촉하고 편
안하게 가꿔줍니다.

식사나 술약속이 있는 금요일은 노폐물과 각질
정돈 효과가 있는 대나무수 추출물로 피부를
맑게하고 진정시켜줍니다.

여유가 있는 토요일은 탄력과 보습에 도움을 주
는 콜라겐 추출물로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Aloe extract containing vitamin and mineral
make your skin moist and comfortable on
Thursday.

Bamboo extract removing skin waste and
dead skin cells helps your skin feel smooth and
soft.

Collagen extract helping skin elasticity
provides moisturizing effect to you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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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CARE
BSC Essence
Mask
엠제이케어 비에스씨 에센스 마스크
6종의 식물줄기세포 배양액 마스크팩
Six types of Botanic Stem Cell Callus Culture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로하스코튼100%(100% LOHAS cotton)
· 용량(Volume): 25g · 1BOX(10EA)
· 특허등록: 제 10-1445776
Registration of patent

비에스씨 천년초 에센스 마스크

비에스씨 에델바이스 에센스 마스크

BSC Estern prickly pear Essence Mask

BSC Edelweiss Essence Mask

천연초는 99%가 넘는 수분을 지니고 있어 건
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Estern prickly pear contains 99% moisture and is rich in
mineral and amino acid that are helpful for dried skin.

비에스씨 부활초 에센스 마스크

비에스씨 연꽃 에센스 마스크

BSC Resurrection plant Essence Mask

BSC Lotus Essence Mask

부활초의 뛰어난 생명 에너지와 보습능력을 피
부에 전달해 줍니다.

연꽃은 미네랄을 함유하여 피부수렴과 뛰어난
진정효과로 민감해진 피부를 개선하여 줍니다.

The mask provides excellent vital energy and
moisturizing capability of resurrection plant to skin.

Lotus contains minerals, which enhances sensitive
skin by minimizing and soothing effect.

비에스씨 다마스크장미 에센스 마스크

비에스씨 풍란 에센스 마스크

BSC Damask Rose Essence Mask

BSC Orchid Essence Mask

에델바이스는 보호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손상
을 예방하고 메마른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다마스크 장미는 건조로 인한 가려움을 덜어주고
피부수렴, 진정, 보습 등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풍란은 피부에 수분 보유막을 형성시켜 거칠어
진 피부에 뛰어난 보습력을 부여합니다.

Rich in protection ingredients that effective for harsh
environment factors, edelweiss prevents skin damage
from dryness and roughness and help parched skin.

Damask rose eases itchiness caused by dryness
and provides astringent to skin as well as soothing
and moisturizing.

Orchid is an excellent ingredient that creates a
moisture retention film, which is helpful for dried
and rough skin.

Botanic Stem Cell Callus Culture

부활초 캘러스 배양
Myrothamnus Flabellifolia
Callus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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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캘러스 배양
Lotus
Callus Culture

천년초 캘러스 배양
Estern Prickly Pear
Callus Culture

에델바이스 캘러스 배양
Edelweiss
Callus Culture

다마스크장미 캘러스 배양
Damask Rose
Callus Culture

풍란 캘러스 배양
Orchid
Callus Culture

Facial Mask Pack Product

MIDAMEUN
2Step White Flowers
Mask
엠제이케어 미담은 2스텝 화이트 플라워 마스크
1스텝(7종 화이트플라워 앰플)과
2스텝(고농축 에센셜시트)의 집중관리!
Intensive care of 1STEP(White flower ampule ) and
2STEP(Highly-concentrated essential cupra sheet)!

2스텝 화이트 플라워 링클프리 마스크
2STEP White Flowers Wrinkle Free Mask

2STEP White Flowers Aqua Mask

· 시트재질(Sheet Material): 셀룰로오스100% 큐프라 시트

무너지는 탄력과 푸석하고 지친 피부를 탱탱하
고 건강한 젊은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이 생기 잃은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It helps to provide healthy firmness to lackluster
and flaky skin, the marine collagen in the mask
nourishes sagging skin and provide elasticity.

Hyaluronic acid and ceramide ingredients, natural
moisturizing agents formed provide abundant
moisture to lackluster skin.

2스텝 화이트 플라워 수딩 마스크

2스텝 화이트 플라워 델리케이트 마스크

Cellulose 100% Cupra Sheet

· 용량(Volume): 1Step(2g)/2Step(26g)
· 1BOX(10EA)

2스텝 화이트 플라워 아쿠아 마스크

2스텝 화이트 플라워 리프닝업 마스크

2스텝 화이트 플라워 브라이트닝 마스크

2STEP White Flowers Lifting up Mask

2STEP White Flowers Brightening Mask

2STEP White Flowers Soothing Mask

2STEP White Flowers Delicate Mask

힘없이 늘어지고 넓어진 모공에 긴장감을 부여
하고 산뜻한 수렴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컴플렉스 성분이 피곤해진 피부에 에너지를
충전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알로에의 수분과 영양공급으로 인해 피부 자극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티트리추출물과 티트리잎오일 함유로 트러블 진정
과 자극완화에 도움을 주며 촉촉하게 가꾸어줍니다.

It tighten sagging and widen pores and provide
refreshing astringent effect.

Whitening essence due to blemish transforms
dark skin into clean and brighter skin vitamin
complex provide vitality to lackluster skin.

AloeVera leaf extract including moisture and
nourishment help you relieve stress and soothe
your skin.

Tea tree extract and tee tree leave oil soothe and
moisturize irritated and sensitive skin.

7가지 화이트 플라워 컴플렉스
Seven types of white flower complex
[ 뛰어난 보호작용 + 브라이트닝 효과 +탄력공급 ]
Excellent protection + Brightening + Lifting

로터스
Lotus

아이리스
Iris

에델바이스
Edelweiss

화이트릴리
White lily

쟈스민
Jasmine

프리지아
Freesia

화이트로즈
Whit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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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Mask Pack Product

엠제이케어 블랙 마스크

MJ CARE Black Mask
숯이 함유된 블랙 마스크
Black Mask with Charcoal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Dual Functionality
(Whitening, Wrinkles)

미백
기능성

Dual Functionality
(Whitening, Wrinkles)

엠제이케어 프리미엄 비장탄 블랙 마스크

엠제이케어 아쿠아 대나무 블랙 마스크

MJCARE Premium Charcoal Black Mask

MJCARE Aqua Bamboo Black Mask

비장탄 숯과 화산재 추출물이 함유된 블랙 마스크 시트

대나무 숯 시트와 대나무 수액이 함유된 블랙 마스크 시트

Black mask sheet with diamond charcoal and volcanic ash extract

Bamboo charcoal sheet and black mask sheet with bamboo sap

음이온과 원적외선 효과가 뛰어난 기슈 비장탄 숯을 함유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대나무 숯을 함유한 원단이 피부 노폐물을 흡착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주며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밀착되어 에센스의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시켜줍니다.

The mask contains Kishu diamond charcoal with excellent effect of anion and far infrared
ray. The product is comfortable for skin and ensures fast absorption without stickiness
for healthy and resilient skin.

Fabric containing bamboo charcoal absorbs impurities of skin for clean and
refreshing skin. The mask feels soft and easily adheres to skin to help absorb nutrients in
the essence fast.

·시트재질 : 면70% + 비장탄 레이온30%(Cotton 70% + Diamond charcoal rayon 30%)
· 용량(Volume): 25g · 1BOX(5EA)

·시트재질: 면70% + 대나무 숯 레이온30%(Cotton 70% + Bamboo charcoal rayon 30%)
· 용량(Volume): 25g

엠제이케어 밀리터리 마스크 팩

주름개선
기능성

MJ CARE Military Mask Pack

미백
기능성

Dual Functionality
(Whitening, Wrinkles)

군생활로 지쳐있는 피부를 환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마스크팩

A mask pack to provide radiance and moisture to tired skin due to military service
· 시트재질(Sheet Material): Military Sheet · 용량(Volume): 25g

밀리터리 마스크팩 (이등병)

밀리터리 마스크팩 (일병)

밀리터리 마스크팩 (상병)

밀리터리 마스크팩 (병장)

Military Mask Pack (Private)

Military Mask Pack (First Class)

Military Mask Pack (Corporal)

Military Mask Pack (Sergeant)

긴장이 많은 이등병을 위한 팩

일이 많은 일병을 위한 팩

스트레스 많은 상병을 위한 팩

민간인이 되기 전 말년병장을 위한 팩

Pack for privates with full of stress

A pack for busy first class

A pack for corporal under stress

A pack for sergeants before
discharging from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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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Mask Pack Product

Daily
Fresh Garden
Mask Sheet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스킨플래닛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신선한 자연성분 함유로 매일매일 촉촉하게!
저자극 1일 1팩 마스크 시트
Contained Fresh nature ingredient, moisturize your skin for
more vitality Hypo-allergenic,The facial mask for daily use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텐셀(Tencel)
· 용량(Volume): 25g · 1BOX(10EA)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석류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블루베리

DAILY FRESH GARDEN MASK

DAILY FRESH GARDEN MASK

POMEGRANATE

BLUEBERRY

석류추출물이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주
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블루베리추출물이 젊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꿔
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Elasticity l Smooth l Vitality

Baby Face l Nutrition l Vitality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알로에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대나무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로얄젤리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진주

DAILY FRESH GARDEN MASK

DAILY FRESH GARDEN MASK

DAILY FRESH GARDEN MASK

DAILY FRESH GARDEN MASK

ALOE VERA

BAMBOO WATER

ROYAL JELLY

RADIANT PEARL

알로에추출물의 풍부한 수분공급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대나무수추출물이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
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로얄젤리추출물이 윤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진주추출물 성분이 투명하고 광채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Soothing l Moisture l Vitality

Purity l Moisture l Vitality

Gloss l Elasticity l Nutrition

Clarity l Brilliance l Vitality

SPECIAL EDITION
GIFT BOX
· 7SET{1SET(25g×10EA)}=총70EA
· SIZE : 가로×폭×세로
26.8cm×12.4cm×21.6cm

데일리 프레쉬 가든 마스크 시트 아르간
DAILY FRESH GARDEN MASK
ARGANIA
아르간추출물의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데일리 마스크 시트
Moisture l Nutrition l Elasticity

Facial Mask Pack Product

Skin Planet
SOS Mask Sheet
스킨플래닛 SOS 마스크 시트
매일 매일 달라지는 피부 컨디션에 따른 맞춤 케어!

Custom care according to skin conditions that change everyday
· 시트재질(Sheet Material): 셀룰로오스100% 큐프라 시트
Cellulose 100% Cupra Sheet

· 용량(Volume): 26g
· 1BOX(10EA)

스네일 셀 리스토어링 마스크
SNAIL CELL RESTORING MASK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를 탄력있고 촉촉하게 가꾸어
주는 기능성 집중 영양공급 마스크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Functional intensive nutrition supply mask
transforms dried and wrinkled skin into vivid
and moisturized skin

주름개선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functional
Wrinkles

functional
Wrinkles

엔엠에프 아쿠아 마스크

콜라겐 파워 리프팅 마스크

비타 리얼 래디언스 마스크

티트리 에센스 카밍 마스크

N.M.F AQUA MASK

COLLAGEN POWER LIFTING MASK

VITA REAL RADIANCE MASK

TEA TREE ESSENCE CALMING MASK

수분을 머금은 듯한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건강한
유ㆍ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는 고보습 마스크

나이가 들수록 늘어지고 무너지는 탄력을 팽팽하게
잡아주는 탄력 집중 마스크

피부의 본래의 맑고 투명함을 찾아 칙칙함을 개선해
주는 리얼 광채 마스크

피지조절에 효과적인 자연 유래 티트리 성분으로 자
극받은 피부의 진정과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

High moisturizing mask keeps oil and moisture
balance for shiny and healthy skin.

Elastic intensive mask prevents skin from sagging
due to aging, providing tighter and firm skin.

Real radience mask finds skin's original pureness and
improves dark and dull skin tone

The component derived from natural tee tree is effective
for sebum control and helps to sooth irritated skin

Selection Prestige Mask
스킨플래닛 셀렉션 프레스티지 마스크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레이온(Rayon) · 용량(Volume): 25g / 1BOX(10ea)

셀렉션 프레스티지 골드 리프팅 마스크

셀렉션 프레스티지 제주마유 모이스춰라이징 마스크

셀렉션 프레스티지 진생 너리싱 마스크

셀렉션 프레스티지 제비집 아쿠아 마스크

SELECTION PRESTIGE GOLD LIFTING MASK

SELECTION PRESTIGE JEJU MAYU MOISTURIZING MASK

SELECTION PRESTIG GINSENG NOURISHING MASK

SELECTION PRESTIG BIRD’S NEST AQUA MASK

골드 성분 함유로 지치고 늘어진 피부를 윤기있고 탱
탱하게 가꿔줍니다.

제주산 마유 성분이 지치고 메마른 피부에 깊은 보습
과 활력을 부여합니다.

인삼 추출물 성분이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탄력을 더해줍니다.

바다제비집 성분이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과 생기를 부여합니다.

The gold component transforms lackluster skin
to silky and elastic skin

Horse oil from Jeju island provides moisture and
vitality to lackluster skin

Ginseng-extract component provides rich nutrition
and elasticity to stressed skin

Ingredients derived from bird's nest provides moisture
and vitality to lack lust and dry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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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 Mask Pack Product

Skin Planet
Solution
Cream Mask

스킨플래닛 솔루션 크림 마스크
수분크림을 듬뿍 바른듯 촉촉한 텍스처가
풍부한 보습감을 제공하는 크림 마스크 시트
The Cream Mask sheet feels like you put moisturizing cream
on your face and provides the rich texture of moisturizing.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텐셀(Tencel)
· 용량(Volume): 30g · 1BOX(10EA)

펩타이드 솔루션 크림 마스크

아미노 솔루션 크림 마스크

엠-엔엠에프 솔루션 크림 마스크

PEPTIDE SOLUTION CREAM MASK

AMINO SOLUTION CREAM MASK

M-NMF SOLUTION CREAM MASK

늘어진 피부의 탄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며 촉촉함
을 유지시켜주는 탄력크림 마스크 시트

늘어진 피부의 탄력과 생기 잃은 피부 고민을 개선
하여 동안피부로 가꿔주는 활력크림 마스크 시트

피부 친화적인 탄성 리포좀 함유로 피부에 강력한 보습
력을 공급하여주는 고보습크림 마스크 시트

It enhances elasticity of flabby skin and prevents skin
from dehydration to maintain appropriate moisture.

It provides care for complicated and flabby skin and
enhances elasticity for younger looking skin.

The mask sheet contains elastic liposome, a skin-friendly
natural moisturizing factor. It is strong moisturizing
performance.

Skin Planet
Chitosan
Mask

주름개선
기능성

미백
기능성

스킨플래닛 키토산 마스크
부직포와 에센스가 분리된 듀얼 파우치!
키토산 성분이 각종 미세먼지, 피부표면과
모공에 쌓인 노폐물 흡착 및 정화에 도움
A dual pouch of separated nonwoven and essence!
Chitosan ingredient is helpful for cleaning skin surface,
waste in pores, and dust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키토산 섬유 부직포
Chitosan fiber nonwoven
· 에센스 용량(Essence Volume): 26g
· 1BOX(5EA)

울트라 리프팅 키토산 마스크

울트라 브라이트닝 키토산 마스크

ULTRA LIFTING CHITOSAN MASK

ULTRA BRIGHTENING CHITOSAN MASK

CHITOSAN & EGF·ANTI-WRINKLE

CHITOSAN & EGF·WHITENING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입체적인 리프팅에 도움
을 주는 고보습 탄력 마스크

화사한 생기를 부여하고 입체적인 브라이트닝
케어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집중 미백 마스크

This high-moisturized elastic intensive mask helps to
lift your skin

High-moisturizing intensive whitening mask is for
vibrant and three-dimensional brightening care

Facial Mask Pack Product

1STEP
Eye Cream

스킨플래닛 시너지 이펙터 3스텝 키트

Synergy Effector
3Step Kit
아이크림, 마스크, 수면팩 3단계 솔루션으로
마스크 시트만으로 케어하기 힘든 눈가와 잠든 사이에도
영양을 공급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3스텝 마스크

3STEP
Sleeping Pack

3-step mask solution of eye cream, mask, and sleeping pack for dry skin replenishes
nutrients to the eye area while you are sleeping, which you cannot care properly using
a sheet mask alone, maximizing the effect.

3스텝 시너지 효과의 입체케어 솔루션 라인!

2STEP
Mask Sheet

Multiple-Action Care Solution Line with 3-Step Synergy Effect

1STEP ㅣ Eye Cream

2STEP ㅣ Mask Sheet

3STEP ㅣ Sleeping Pack

촉촉하고 매끈한 눈가를 위한 아이크림

수분공급/탄력공급 마스크

생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를 위한 수면팩

Eye cream for moisture & smooth
skin around the eye

Moisturizing mask/Firming mask

Sleep pack for vital and resilient skin

[ 주름개선 기능성 ] Funtional wrinkles

[ 주름개선 기능성 ] Funtional wrinkles

[ 주름개선 기능성 ] Funtional wrinkles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큐프라(Cupra)
· 용량(Volume): 26g

· 용량(Volume): 2ml

· 용량(Volume): 1.5ml

시너지 이펙터 3스텝 키트-하이드래이팅 마스크
SYNERGY EFFECTOR 3STEP KIT-HYDRATING MASK
멀티 히아루론산의 입체케어 솔루션!
Multiple-action care solution with multiple hyaluronic acids!
수분공급은 물론 깊은 보습감으로 수분충전과 피부장벽 강화를 위한 수분집중관리 3스텝 키트
3-step kit for intensive moisture care to fill up moisture and fortify the skin barrier with moisturizing
and deeply hydrating effects
주름개선 기능성
[ Funtional wrinkles ]
· 1BOX(10EA)

시너지 이펙터 3스텝 키트-퍼밍 마스크
SYNERGY EFFECTOR 3STEP KIT-FIRMING MASK
아미노산&펩타이드의 입체케어 솔루션!
Amino acid + peptide dual-action care solution!
탄력공급은 물론 깊은 보습감으로 수분충전과 피부장벽 강화를 위한 탄력집중관리 3스텝 키트
3-step intensive firmness care kit to fill up moisture and fortify the skin barrier with moisturizing
and deeply hydrating effects
주름개선 기능성
[ Funtional wrinkles ]
· 1BOX(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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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kin Care Product

엠제이케어 일루션 크림

MJ CARE Illusion Cream
피부상태와 피부타입에 따라 골라쓰는 일루션 크림
Cream of your choice for skin types and conditions

엠제이케어 스네일 일루션 크림

엠제이케어 마유 일루션 크림

엠제이케어 홍삼 일루션 크림

엠제이케어 제비집 일루션 크림

MJCARE SNAIL ILLUSION CREAM

MJCARE MAYU ILLUSION CREAM

MJCARE RED GINSENG ILLUSION CREAM

MJCARE SWIFTLET NEST ILLUSION CREAM

투명한 화이트닝과 동시에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결을 완성시켜주는 미백크림

투명한 화이트닝과 동시에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영양보습크림

탱탱한 리프팅과 동시에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결을 완성시켜주는 탄력크림

투명한 화이트닝과 동시에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영양수분크림

Whitening cream for smooth and moist skin tone
while achieving clear whitening

Moisturizing cream for perfection of moisture and
resilient skin while achieving whitening effects

Elastic cream for smooth and moist skin tone
while achieving elastic lifting

Moisturizing cream for perfection of moisture and
resilient skin while achieving whitening effects

50ml

50ml

50ml

미백
기능성

미백
기능성

funtional whitening

주름개선
기능성

50ml
주름개선
기능성
funtional Wrinkles

Dual Funtionality(Whitening, Wrinkles)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Dual Funtionality(Whitening, Wrinkles)

엠제이케어 수딩 겔

MJ CARE Soothing Gel
풍부한 수분공급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산뜻하고 투명한 수딩겔
Refreshing and clear soothing gel

알로에베라 퓨어 수딩겔

스네일 아쿠아 수딩겔

마유 퓨어 수딩겔

제비집 아쿠아 수딩겔

ALOE VERA PURE SOOTHING GEL

SNAIL AQUA SOOTHING GEL

HORSE OIL PURE SOOTHING GEL

BIRD’S NEST AQUA SOOTHING GEL

마유 함유

제비집(금사연둥지추출물) 함유

Contains 95% of fresh aloe vera leaf extract

신선한 알로에베라잎추출물 95% 함유

Contains snail secretion filtrate

달팽이점액여과물 함유

Contains horse oil

Contains bird's nest (Swiftlet nest extract)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
게 가꾸어주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더하여 더
욱 촉촉하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달팽이점액여과물과 빙하수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더하여 더욱 촉촉하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마유와 히알루론산을 함유하여 보습력과 수분 유지력
이 매우 뛰어나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줍
니다.

금사연둥지추출물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꾸
어주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더하여 더욱 촉촉
하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Aloe vera leaf extract softens and moistens skin,
while hyaluronic acid provides abundant moist
for vital and healthy skin

Snail secretion filtrate and glacier water ingredients
soften and moisten skin, while hyaluronic acid
provide abundant moist for vital and healthy skin.

The gel containing horse oil and hyaluronic acid
helps to stay moisture and achieve smooth and
moist skin.

Swiftlet nest extract softens and moistens skin,
while hyaluronic acid provides abundant moist
for vital and healthy skin.

300g

300g

300g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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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 Foot Care Product

엠제이케어 손발팩

MJ CARE Hand & Foot Care
건조해진 손과 발을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팩
A pack for moisturizing dried hands and feet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Certificate of health in China(CFDA)
· 1BOX(5EA)

엠제이케어 프리미엄 핸드케어 팩(일체형)

엠제이케어 프리미엄 풋케어 팩(일체형)

PREMIUM HAND CARE PACK(ALL IN ONE TYPE)

PREMIUM FOOT CARE PACK(ALL IN ONE TYPE)

쉐어버터, 아르간 오일 추출물의 성분이 거칠어진 손을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핸드 글로브 팩

쉐어버터, 아르간 오일 추출물의 성분이 거칠어진 발을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발관리 전용 팩

Shea butter and argan oil extracts of Hand Globe Pack transforms tough and
tired skin into soft and moist skin.

Shea butter and argan oil extracts of Foot care Pack transforms tough and tired
skin into soft and moist skin.

천궁 핸드케어 팩(분리형)

엠제이 풋케어 팩(분리형)

Cnidium Officinale Hand Care Pack(Separate Type)

MJ Foot Care Pack(Separate Type)

천궁, 홍삼, 쉐어버터의 성분이 거칠고 지친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핸드
글로브 팩

수분공급과 진정효과가 뛰어난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이 피곤하고 민감해진 발을 안정시
켜주고 상쾌하게 관리해줍니다.

Cnidium Officinale, red ginseng, and shea butter ingredients of Hand Globe Pack
transform tough and tired skin into soft and moist skin.

Aloe vera leaf extract is excellent for moisturizing and soothing, and give
refreshing and relieving sensation to sensitive skin.

Soft Miracle Foot Peeling Pack
소프트 미라클 풋 필링 팩
딱딱한 뒤꿈치와 거칠어진 발을 보송보송 부드럽게!
Softens hard heals and tough feet
한 번의 사용으로도 각질과 거친 굳은 살을 관리해주며 부드럽고 매끈 하게 가꾸어주는
풋 케어 전용 제품입니다. 상큼한 레몬향과 함께 베타글루칸, 달팽이점액여과물 등 각종
추출물 들이 부드럽고 촉촉한 발로 가꾸어 줍니다.
This foot care product controls keratin and tough just by using it once. Various
extracts and lemon flavor, beta glucan, and snail secretion filtrate help to make
soft and moist feet.

1BOX(2EA)

Nose Pack Product

쓰리스텝 코알 클리어 솔루션

3-STEP Koal Clear Solution
블랙헤드 + 화이트헤드 + 각질 + 모공수렴 + 영양공급을 한번에!!
Black head + white head + keratin + pore minimizing + nourishment all at once!

1스텝 : 모공을 열어주는 단계
16가지 식물 유래 복합추출물이 모공 속 피지를 녹여 블랙헤드를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STEP: Pore opening stage
Complex extracts derived from 16 types of plants melt sebum in pores
and soften blackheads for easy removal.
· 시트재질(Sheet Material): 큐프라(Cupra)

2스텝 : 모공을 청소하는 단계
모공 속 깊이 박혀있는 블랙헤드와 각질, 노폐물을 시원하게 "쏙쏙" 뽑아주고 강력하게
제거해주어 말끔하게 청소해줍니다.
2STEP: Pore cleansing stage
It removes and cleans blackheads, keratin, and waste rooted deep inside pores.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블랙헤드 제거시트 - 전용패치
Black head removal sheet - Exclusive patch

3스텝 : 모공을 조여주는 단계
녹차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위치하젤수가 모공을 조여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로얄제리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이 영양을 공급하고
탱탱한 긴장감을 부여해줍니다.
3STEP: Pore tightening stage
Aloe vera leaf and green tea extracts and Witch Hazel water tighten pores
soothe irritated skin, while royal jelly extract and hydrolyzed collagen nourish
skin and provide resilient tension.
· 시트재질(Sheet Material):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Bio cellulos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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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ijin Cosmetics
RUSSIA

CANADA

CZECH
SWISS
JAPAN

SPAIN

AMERICA

CHINA
HONGKONG

MYANMAR
THAILAND

CAMBODIA

MEXICO

SINGAPORE

BRAZIL
AUSTRALIA

체코

러시아

태국

캐나다

CZECH

RUSSIA

THAILAND

CANADA

스위스

중국

캄보디아

CHINA

CAMBODIA

스페인

일본

싱가폴

SPAIN

JAPAN

SINGAPORE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HONG KONG

AUSTRALIA

SWITZERLAND

미국
AMERICA

멕시코
MEXICO

브라질
BRAZIL

미얀마
MYANMAR

Exhibition
미진화장품은 국제 화장품 박람회와 무역수출상담회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세계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Mijin Cosmetics promotes our product to consumer through international cosmetics fair
and trade export consultation etc.

2017 동유럽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2017년 중국 광저우 국제미용박람회
KOREA TRADE DELEGATION 2017
WARSAW/ZAGREB/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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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2017

유럽 종합 무역사절단

2017년 북미 라스베가스 미용화장품 박람회

KOREA TRADE MISSION 2017

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2017

MADRID/VIEN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