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delicious pleasure of cosmetics

Address Unit D, #1301, Songdo BRC Smart Valley Knowledg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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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www.rankiss.com Online Shop www.rankissmall.com
C o p y r i g h t @ 2 0 1 8 R A N K I S S C o . , L t d A l l r i g h t s r e s e r v e d

http://www.rankiss.com/


피부를 위한 착한 선택. 
EWG 스킨딥 그린 안전 등급 원료 사용 을 지향.
피부에 자극을 주는 6가지 유해 화학 성분 배제. 
파라벤/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실리콘오일/합성색소/폴리아크릴아마이드트리/에탄올아민

모크샤는 피부가 편안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올바른 자연 원료로 만들어 집니다. 

Healthy for your skin.
Oriented EWG Green Rate ingredients. 
Without 6 harmful ingredients for skin.
Without – Paraben,imidaxolidinyl urea form, silicon oil,synthetic dye, polyacrylaminde,trithanolamine

Moksha use natural based ingredients that fill the skin with healthy.  



디어. 애플잼스크럽 150ml

(수분 보습 저자극 각질 제거 데일리 사용가능)

저자극 촉촉 수분 필링 모이스처
필링젤 페이셜 스크럽 .사과에 함
유된 자연 AHA 성분과 촉촉한 보
습을 도와주는 꿀 추출물이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부드러운 젤리 제형으로 피부 각질
과 모공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
거해주는 페이셜 스크럽. 

Dear.Apple jam scrub 150ml

(Soft moisture facial peeling gel scrub)

Natural AHA components in 
apple extract and honey extract 
provide moisture without skin 
driyng. Soft gel texture formula 
gently buff away dry, dull skin 
while remove dead skin cell.

디어베리잼스크럽 150ml

(수분 보습 각질 제거 딥 클렌징 )

2 in 1 버블 위시 페이스&바디
모이스처 워시 스크럽.딸기 씨 & 
쌀가루 & 오렌지 파우더 내추럴
스크럽제 사용으로 피부 속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고, 코코넛 자
연 계면활설제의 풍성한 거품으로
깨끗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멀티 스
크럽. 

Dear.Berry jam scrub 150ml

(2 in 1 bubble face& body moisture wash off scrub )

Soft rice flour and raspberry 
seeds gently buff away dry, dull 
skin while remove dead skin cell. 
Soft smooth foam of the coconut 
surfactant help wash your face 
and body to clean. 5 different 
berries extract help skin look 
smoother and brighter after use. 

디어오렌지잼스크럽 150ml 

(수분 보습 각질 제거 수분 보호)

부드러운 슈거 필링 소프트 모이스
처 바디 스크럽. 자일로스 설탕
40% 함유로 피부 롤링시 피부 자
극을 덜어주고 부드럽게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오렌
지& 자몽 성분이 스크럽 후 건조
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는 소프
트 필링 스크럽. 

Dear.Orange jam scrub 150ml

(Gentle moisture soft sugar body scrub)

Xylose sugar gently buff away dry, 
dull skin while remove dead slom
cell. Orange and grapefruit which 
plant component provide 
moisture without skin drying. 
Natural oil extract leaves the skin 
soft and glow.



디어. 그린티마스크 25g

(수분 보습 피부 진정 생기활력 –에센스 타입 )

촉촉하고 활력있는 피부 수분 진정.
신선한 녹차 속 미네랄이 피부 속 수분
은 채워주고, 마테잎추출물과 히이신스
추출물이 피부 진정을 도와 주는 에센
스타입의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Green tea mask sheet 25g

(Relief  moisturizing – Essence type)

Essence type skin moisturizing facial mask , 
fresh green tea fills the skin with deep 
hydration with fresh clean. Prevent 
oxidative damage to the skin and cultivated 
skin vitality.

디어오렌지마스크 25g

(수분보습 영양 생기활력 – 에센스 타입 )

칙칙하고 생기 잃은 피부를 위한 비타
민 수분 보습. 오렌지&유자&레몬 추출
물 속 비타민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
주고, 시원한 청량감으로 촉촉하고 밝은
피부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에센스
타입의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Oragne mask sheet 25g

(Glow moisturizing – Essence type)

Essence type skin moisturizing facial mask , 
rich in vitamin C help to moisturize without 
skin dryness and help skin glow. Provides a 
refreshing sensation to skin brightening.

디어. 티트리마스크 25g

(수분 보습 피부 진정 유수분조절 –에센스 타입 )

민감한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수분 진
정 케어.티트리잎&티트리잎오일&병풀
추출물이 과다 분비되는 피지량을 조절,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피부
속 유.수분을 맞춰주는 에센스 타입의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Tea Tree mask sheet 25g

(Relief moisturizing – Essence type)

Essence type skin moisturizing facial mask , 
soothes tired and fatigued skin with help 
control the skin balance. Protect skin and 
prevents hydration loss to help keep skin 
moisturizing.

디어뱀부마스크 25g

(수분보습 영양 피부보호- 에센스 타입 )

건조한 피부를 위한 수분 영양 보습.
대나무 & 연꽃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
속 수분을 부여해, 촉촉하고 맑은 피부
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에센스 타입
의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Bamboo mask sheet 25g

(Moisturizing – Essence type)

Essence type skin moisturizing facial mask , 
rich minerals from bamboo extract  give 
skin deep moisturizing without dryness. 
Provides a skin smooth.

디어. 애플마스크 25g

(수분 보습 피부 진정 각질케어-에센스 타입 )

수분감 넘치는 데일리 수분 & 영양 케
어.사과 추출물이 피부 속 수분과 영양
을 부여해 피부 속 유.수분 발런스를 맞
춰주어 건조한 피부를 생기 있는 피부
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에센스 타입
의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Apple mask sheet 25g

(Moisturizing – Essence type)

Perfect for daily skin moisturizing facial 
mask , remove dull skin softly, produce 
deep moisturizing without dryness. Rich 
vitamin A,C,E, from apple extract provides 
a skin smooth, strength in delicate skin and 
helps skin vital . 

피부를위한올바른선택
91% 이상의자연유래성분함유

Ewg 스킨딥그린등급원료사용지향

WE BELIVE GOOD INGREDIENTS  MAKES GOOD HEALTY SKIN
91% of natural ingredients & EWG Green ingredients



Dear.Berry mask sheet 25g

(Glow moisturizing – Cream type)

Cream type essence moisture 
facial mask give skin hydration 
and vitality to the skin by filling 
up the nutrients in the skin. 
Provides skin glow with 
brightening. 

Dear.Avocado mask sheet 25g

(Nourishing & moisturizing – Cream type)

Cream type essence moisture 
facial mask, give skin nourishing 
moisturizing without dryness. 
Provides a skin smooth, strength 
in delicate skin and keep skin vital 
and firm.

Dear.Shea Butter mask sheet 25g

(Nourishing & moisturizing – Cream type)

Moisturizes dry skin with 
regeneration. Provides a skin 
smooth, strength in delicate skin 
and help skin vital and firm.

디어베리마스크 25g

(고보습 수분 보습 윤기부여-크림 타입 )

피부 윤기와 생기를 부여해 주는
고보습 수분 보습.딸기&블루베리
추출물이 피부 속 수분과 영양을
부여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맑
은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에센스 타입의 고보습 페이셜
시트 마스크

디어. 아보카도마스크 25g

(고보습 고영양 윤기부여-크림 타입)

민감한 피부 진정과 영양을 부여해
주는 수분 보습.아보카도열매 &꿀
추출물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부
여해 주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
켜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
을 주는 크림에센스 타입의 고보습.
고영양 진정 페이셜 시트 마스크.

디어쉐어버터마스크 25g

(고보습 고영양 피부진정-크림 타입 )

피부에 필요한 영양과 수분을 채워
주는 고보습 케어.쉐어버터 & 프로
폴리스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 속
수분을 채워,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고 깊은 보습과 영양으로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에센스 타입의 고보습.고영양
페이셜 시트 마스크.

피부무(無)자극인체적용테스트통과

A NON-IRRITATING FOR SKIN 



디어알로에마스크 25g

(수분보습 피부진정 생기부여-겔 타입 )

민감한 피부 진정과 유.수분 케어.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이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진정과 수분을 채워주
어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
움을 주는 젤에센스 타입의 진정
페이셜 시트 마스크.

디어. 머그워트마스크 25g

(수분 보습 피부 진정 영양-겔 타입)

민감 피부 보습 진정 케어 .쑥&어
성초추출물이 민감하고 쉅게 자극
받는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 주
는 젤에센스 타입의 보습 진정 페
이셜 시트 마스크.

Dear.Aloe mask 25g

(Moisture skin replenishment – Gel type)

Gel essence type facial mask, 
restore  moisture hydration to 
resilient and calm sensitive skin. 
Gel essence help skin cooling to 
skin replenishment.

Dear.Mugwort mask 25g

(Moisture skin replenishment – Gel type)

Gel essence type facial mask, 
moisture replenishment facial 
mask 
with mugwort extracts, help skin 
calm with refreshment.

디어. 허니마스크 25g

(수분 보습 영양 탄력부여-앰플 타입 )

깊은 보습감과 피부 속 영양을 채
워주는 탄력 수분 케어.
꿀&로얄 젤리&프로폴리스가 건조
한 피부 속 깊은 보습과 영양을 채
워주고,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 윤
기 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앰플 에센스 타입의 영양 수

분 페이셜 시트 마스크.

Dear.Honey mask sheet 25g

(Elasticity moisturizing – Ampoule essence type)

Ampoule essence type facial 
mask, provides skin smooth with 
nourishment and elastic skin for 
an enhanced complexion with 
hydrate to skin moisturizing.

피부를위한올바른선택
8無유해성분무첨가

WITH  OUT 8 HARMFUL INGREDIENTS 



허니차콜필오프마스크 100ml

(모공관리 수분 보습 블랙헤드 피지 케어 )

모공 사이 노페물을 제거하는
피지케어 마스크 팩.숫가루 첨
가로 자연적인 피지 흡착을 도
와 피부 속 노페물을 제거해주
고, 꿀 추출물이 피부 속 건조
함을 예방하여 피부 속 수분과
영양을 부여해주는 페이스팩
타입의 필오프 케어 마스크.

Honey Charcoal Peel- off mask 100ml

(Pore remove  Moisturizing Brightening)

Special  peel-off mask for 
naturally purifying .Activated 
charcoal helps absorb oil and  
impurities without over-drying. 
This unique mask and scrub  
works double time to detox skin 
for all skin type. Help remove 
blackheads, impurities and excess 
oil
While minimizing the appearance 
of pore and bighting skin tone.

허니 & 쉐어버터핸드케어크림 50ml 

(수분 보습 영양 윤기 부여 )

촉촉.매끈 수분 & 영양 핸드 케어.
쉐어버터&꿀 콤플렉스가 거칠어지
기 숴운 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영양을 부여해 주고, 사용 후 끈적
임 없이 스며들는 마무리감으로 촉
촉하고 매끈한 핸드 케어가 가능한
핸드 크림.

Honey & Shea butter hand cream 50ml

(Moisturizing Nourishment Skin relief )

This hand cream leaves skin soft 
and nourished provides a silky 
finish and lasting comfort. Protect 
skin against the dry effects of 
external factors while minimizing 
visible sings of ageing.



하동그린티톤업크림 50ml

(미백 . 주름개선이중기능성 )

하동녹차 추출물과 병풀잎 추출물
이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 바르는
즉시 피부 톤을 화사하고 자연스럽
게 만들어 주는 미백.주름개선 이
중 기능성 톤업 크림

Ha-dong green tea tone up cream 50ml

(Beneficial to the skin brightening and wrinkle)

Natural looking coverage skin 
tone up cream ,minimizes the 
appearance of imperfections and 
evens the skin tone. Ha-dong 
green tea & centella asiatica give 
a skin well- rested appearance, 
while brighten skin tone instantly.

하동 그린티 픽스-업 겔 미스트 80ml

(수분 보습)

하동녹차 추출물과 병풀잎 추출물
이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말
랑말랑 젤리타입의 겔 수분 미스트.

Ha-dong green tea fix-up gel mist 80ml

(Moisturizing)

A hydrating and soothing gel mist  
refreshing the skin throughout 
the day.Ha-dong green tea & 
centella asiatica give a skin well-
rested appearance and 
replenishes moisture. 

하동그린티페이셜마스크 25gX10ea 

(수분 보습 영양 생기부여 )

하동에서 생산된 어린 녹차 잎으로
우린 녹차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티트리추출물
과 캐모마일 추출물이 피부 진정을
도와 주는 수분 보습 페이셜 시트
마스크. 

Ha-dong green tea facial mask 25gx10ea

(Moisturizing – Essence type)

Essence type facial mask, Ha-
dong green tea extract with green 
rate natural moisturizing active 
ingredients help skin soothes 
with nourishment provides a 
moisturizing sk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