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수분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자연의 힘으로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고, 피부 재생 리듬을
피부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킨 &헤어 케어 브랜드입니다.

La Bellona is skin care & hair care brand constantly studying
hydrate skin to be glow with full of moisture. Transforming water,
the source of life from the nature, into dynamic moisture energy fo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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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ongdo-dong, Songdo Future Road, Yeonsu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Tel +82 2 808 0860 Fax +82 2 808 0869 Contact us rank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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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 워터 라이트 크림 50ml,300ml

8X 워터 라이트 크림 마스크 25g X 5ea

3중 보습.미백 기능성 수분 크림

3중 보습.미백 기능성 크림 에센스 극세사 페이셜 마스크

깊은 수분감으로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3중 보
습 & 미백 기능성 수분 크림.달팽이점액 추출물과 비피다발효용해물이 피부 속
영양은 채워주고, 피부 결 사이사이를 촉촉하게 채워줍니다.

피부 결 사이사이 부드러운 크림 제형의 에센스가 건조한 피부 속 수분을 채워
주는 미백 기능성 크림 마스크. 특허 받은 극세사 원단으로 피부 밀찰력이 우수
하며, 해양심층수와 달팽이점액추출물이 피부 수분 발런스를 맞춰줍니다.

+12시간 보습력
+72시간 수분 홀딩 효과 테스트 통과
+피부 저자극 평가 인체적용시험 통과

8X Water –light cream 50ml,300ml

8X Water –light cream mask 25g X 5ea

(Deep hydration moisturizing & beneficial to the skin brightening facial cream)

(hydration moisturizing & beneficial to the skin brightening cream essence type facial sheet mask)

All in one facial cream for the special skin care. The cream offers high level of
hydration and nourishment to skin. Softening and improving the skin texture
by natural ingredients. Help skin soothes for the skin irritated by external
pollutants and lightens up the skin tone with deep moisturizing.

Cream essence type facial mask, made with ultra – fiber sheet. The mask
offers high level of hydration and nourishment to skin. Softening and
improving the skin texture by natural ingredients. Help skin soothes and
lightens up the skin tone with deep moisturizing. The special facial sheet help
skin bends and deliver excellent ongoing active ingredients to the skin while
using the mask.

+12 hours moisturizing power test passed
+71 hours water holding effect test passed
+ Evaluation of low skin irritation test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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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 LPP 헤어 트리트먼트 1000ml

퍼펙트 헤어케어 에센스 오일 145ml

풍성한 모발을 위한 극손상 헤어 영양 트리트먼트

건강한 모발로 가꾸어 주는 헤어 에센스 오일

식물성 케라틴과 콜라겐 성분이 푸석하고 건조한 모발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개선해 주며, 매스틱검과 18가지 자연유래성분들이 모발 속 부족한 수분을 채
워주고 풍부한 영양을 부여해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케어해 줍니다.

비타민 성분이 손상된 모발의 안쪽부터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고 보습막
을 형성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보호해줍니다.

Mastic LPP hair clinic treatment 1000ml

Perfect hair care essence oil 145ml
(Hair care oil with light formulation for hair conditioning help styling.)

(Hair repair mask for hydration and help to restore hair conditioning.)

Treatment offers hair nourishment to frizzy and damaged hair as well as hair
elasticity through its micro protein, coating particles. Containing mastic
extracts and 18 natural ingredients, intensive treatment for hair nourishes
and each strand, increasing strength manageability leaving hair soft, shiny
and smooth.

Grate for daily use, left hair lustrous, hydrated and health looking after using.
The vitamin from the rosehip oil help hair moisturizing from deep inside of
the damaged hair with protecting the hair from dry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