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Experience Based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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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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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Cosmeceutical

누구나 꿈꾸는 피부미인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We talk about the secret dream
of making your skin beautiful.

2

Contents
CEO 인사

4

CEO Greeting

개발배경 및 브랜드 스토리

5

Development Background & Brand Story

연혁

6

Company History

인증, 특허

9

Certifications/Patents

주요 핵심 기술 및 성분

12

Core Technologies and Ingredients

3일愛

16

Three Days Love

Dr.KP

25

Dr.KP

리턴10

26

Return10

미스블링

28

Miss Bling

전문가용 관리 프로그램

29

Guide to Professional Program

아름다운 피부 만드는 홈 케어 사용법

30

Guide to Homecare for Beautiful skin

수출/파트너/클라이언트

32

Export/Partner/Clients

국내외 박람회 참가

33

Worldwide Exhibition Participation

언론 및 수상

34

Press Release/Awards
3

CEO Greeting
CEO 인사

한국의
美를
전합니다
We Promote
the Beauty of Korea
to the world

저희 3일愛는 최고의 연구진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된
스킨 임플란트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첨단 제품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고품격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정진할 것이며
모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We, the Three Days Love, are the professional skin Implant Products Company
that promotes the best R&D with the unique “know-hows” technique
to create and innovative products.
Three Days Love is the global brand which is leading the industry of functional
cosmetic market including China, Hong Kong and Thailand etc. with high tech
cosmeceutical and biotechnology products based on Natural Bio Micro Needle.
We devote ourselves to create the best quality and
healthy cosmetic products for healthier beauty of all kind of women in the world.
Our warmest greetings from Three Days Love to our dear customers!

4

Three Days Love Development Background & Brand Story
개발 배경 및 브랜드 스토리

우리 피부는 표피 밑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고 피부 표면에
항상 새로운 각질 조각을 내보내 매일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부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생력과 항상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모습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세포 재생 능력 저하, 스트레스, 강한 자외선, 건조 등으로 인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 잡티, 기미 등이 생겨 소리없이 망가져가며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상적인 각질대사를 통해
새로운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3일愛 스킨임플란트시스템입니다.
3일愛는 ‘3일간 피부를 사랑하고 가꾸면 새롭게 탄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고객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Our skin is renewed by removing the dead skin cell and promoting the regeneration of new skin cell
through the process called cell proliferation. But in reality, the revival and retention functions of the skin
don’t work as designed due to various factors. As you get older, your skin also gets older. Due to decline in
skin revival function, stress, UV light, dryness and more deteriorate your skin, your skin ends up having
freckles, wrinkles, discoloration, sagging etc.

The fastest way to create new skin is by boosting up metabolism for the dead skin cell
optimization process. Three Days Love Skin Implant System is what we developed to
solve this problem. Our brand means that your skin will be reborn if you love and treat
your skin with care for three days. We vow to make your skin more beautiful and
healthier through our innovative and easy-to-use product/system.
5

연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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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7

2016

7월

태국 K-BEAUTY 방콕 박람회 한국관 참가
리커버리밤 외 3종 미국 FDA 승인

12월

신제품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출시

12월

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한국관 참가

신제품 C-TIME 72 여드름케어 신제품 출시 / Conella 브랜드
4종 및 포시티아 제품 4종 위생성허가 (CFDA) 신청

6월

신제품 리턴10 리커버리밤 에어리스 콤팩트 타입 출시

10월

홍콩 메가쇼 한국관 참가 / 킨텍스 K-BEAUTY EXPO 참가

11월

5월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강남관 참가
(주)3일愛 미래창조 경영우수기업 선정

8월

대만 K-Beauty 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 Miss Bling 상표 등록

(주)글로벌콘 업무계약 체결 (마스크팩4종外 기타제품)
(주)세왕7 마스크팩 3종 출시

7월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

10월

4월

세계 최초 통증 케어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6월

병원용 브랜드 Dr.KP 5종 신제품 출시

킨텍스 K-BEAUTY EXPO 2016 참가
(주)3일愛 RE:BALM 2016년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상해 지사화 사업 선정

5월

중국 상해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9월

1월

특허 제 10-1285831 호 “고체필러(고체스킨임플란트)” 특허등록
신제품 3일愛 EGF-FGF 앰플 출시

한국 품질만족도 스킨임플란트 부분 1위 수상 / 특허청 TIME72,
Scalf Implant 상표등록 / 광저우 추계 뷰티박람회 참가

4월

코스모 뷰티 베트남 미용박람회 한국관 참가 / 방판브랜드 Miss
Bling 5종 출시 / 신제품 화이멜라 샤이닝 임플란트 크림 출시
(주)다파라테크 화이멜라 外 기타제품 베트남 계약 수출

6월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수상

4월

Jul.

Participated in 2018 K-Beauty Expo in "Bangkok Exhibition" (Korean
Pavilion)
Recovery balm including 3 other products authorized by the FDA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취득 / 3일愛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월

(주)3일愛 브랜드파워 대상 수상

2월

(주)3일愛 성남 제조공장 설립

June.

Launched new product line RETURN10 Recovery balm airless compact
type

Dec.

Launched new product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Nov.

Dec.

May.

Participated in 2018 Shanghai Beauty Expo (Korean Pavilion)
Three Days Love nominated as Future Creative Superiority Company

Participated in 2017 Hong Kong Cosmoprof Exhibition (Korean
Pavilion)

Launched new product line C-TIME 72 for acne treatment
Applied for CFDA approval for four Conella products and four
Forsythia products

Oct.

Nov.

Apr.

First development in the world Pain care implant solution

Participated in 2017 Hong Kong Mega Show (Korean Pavilion)
Participated in Kintex K-BEAUTY EXPO

Signed contract with Conella Korea, Ltd. (four mask pack products
etc.) / Launched three type new mask pack of SEWANG7, Ltd.

Feb.

Selected b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for supporting overseas branch

Aug.

Participated in Taiwan K-Beauty Cosmetics Exhibition (Korean Pavilion)
Registered trademark of MissBling at KIPO

Oct.

Participated 2016 Kintex K-BEAUTY EXPO / Re:Balm selected as the
Most Product of the Year 2016

Jan.

Registered Patent No. 10-1285831 “Solid Filler (Solid Skin Implant)”
Launched new product EGF-FGF Ampoule

Jul.

Picked as 2017 Export Voucher Company

Sep.

Jun.

Launched new product line of Dr.KP for medical purposes

May

Participated in Shanghai Beauty Expo (Korean Pavilion)

Topped in 2016 Korea’s Highest Quality Skin Implant / Trademark
registered as "TIME 72", Scalf Impla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 Participated in 2016 Guangzhou Beauty Expo Autumn

Jun.

Apr.

Participated in Cosmo Beauty Vietnam Exhibition (Korean Pavilion)
Launched five new products of Miss Bling , a door-to-door-sales brand
Launched new Whimela Shining Implant solution / Signed export
contact with Vietnam for products including WhiMela and others

Awarded grand prix for premium brand selected by women
consumers

Apr.

Obtained ISO9001, ISO14001 certifications
Established task force department focused on research &
development

Feb.

Won the Power Brand Prize

Feb.

Operated manufacturing plant in Seongnam-si

2015

2014

2013

12월

신제품 더마레이 펄 솔루션 set 출시

12월

중금속 흡착팩(벌크), 중국 광저우 수출계약 및 납품

10월

(주) 3일愛 법인설립

9월

법인자본금증자 15,000주 (1억 5천만원)

11월

‘3일愛’ 상표 등록

2월

한국 최초 피부 타입별 크림형 임플란트 솔루션 개발

8월

리밤(Re:Balm) 특허청 상표 등록
중국 광동성 미용협회 10대 브랜드 선정
신제품 Skin Escort Maskpack 출시
펩테이드 미스트 위생성 허가 (CFDA) 신청

10월

홍콩 B-BASE RETURN 10 브랜드 수출계약 및 납품

9월

3일愛 임플란트 솔루션 1종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Oct.

Established Three Days Love legal entity

7월

3일愛 펩타이드 이펙터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3일愛 Step 3 리커버리밤 중국위생성허가(CFDA) 취득

Feb.

Developed Korea's first Cream-type Implant solution
for every skin types

7월

(주)선션 "Forsythia" 브랜드 수출 계약 및 납품

4월

(주)21세기 포유 “이후” 스킨 임플란트 크림 납품

6월

신제품 화이트 스킨임플란트 출시
(주)다온스토리 “브리텔라 3일愛” 납품

3월

신제품 펩타이드 330ppm 미스트 출시

1월

신제품 필 크림(A, B) set 출시

5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3일愛 신제품 론칭쇼

4월

신제품 스칼프 임플란트 출시

1월

전문가용 스킨임플란트 덕용 4종 출시
‘Three Days Love’ 상표 등록

Dec.

Signed contract with Guangzhou for heavy metal absorption pack
(bulk) and delivered products

Nov.
Oct.

Dec.

Launched new product Derma ray pearl solution

Sep.

Corporate capital increase; 15,000 stock (worth 150 million Won)

Aug.

Registered trademark of RE;Balm at KIPO
Selected as top 10 brand by China’s Kwangtung Cosmetics Association
Launched new "Skin Escort Maskpack" line
Applied for CFDA approval for peptide mist

Jul.

Signed export contact of "Forsythia" brand and delivered products

Jun.

Launched new product White Skin Implant
DAONstory, Ltd. delivered “Britella Three Days Love”

May.

Launch show 3dayslove new product at Ramada Renaissance Hotel

Apr.

Launched “Scalp Implant”

Jan.

Launched new four type skin implant solution (Professional)
Registered “Three Days Love” at the Patent Office/KIPO

Registered 핊䠥 at the Patent Office / KIPO

Signed export contract with Hong Kong corporate entity for B-BASE
RETURN 10 brand and delivered products

Sep.

Obtained China’s CFDA first-level approval for Three Days Love
Implant Solution

Jul.

Obtained China’s CFDA first-level approval for Three Days Love
For two types of Peptide Effector Recovery Balm

Apr.

Delivered products “After” fill cream of 21st Century For You, Ltd.

Mar.

Launched Highly concentrated Peptide 330ppm

Jan.

Launched “Peel Creams(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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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Three Days Love Offers Different Level of Quality!
Science Experience Based Cosmetics

THREE DAYS LOVE
Cosme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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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s/Patents
인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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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비밀의 열쇠⋯ 3일愛!
SECRET KEY TO BEAUTIFUL SKIN…
THREE DAYS LOVE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세요?
Do you want healthy and flawless skin?

피부에 임플란트 하세요
“Use our Skin Implant produc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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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echnologies and Ingredients
주요 핵심 기술 및 성분

Bio Micro Needle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청정 바다에 서식하는 해면동물(Spongilla lacustris)의 Bio Micro Needle을 순수하게 정제하여 도포하면
Bio Micro Needle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재생, 각질 제거 피지 컨트롤에 도움을 주고 유효 성분 등의
전달 통로가 되어 미백, 주름 개선 및 트러블의 원인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신개념 원료입니다.
독일에서 미용 제품으로 상용화를 시작해 현재 세계적으로 피부 미용을 위한 특수 소재로써 주목 받고 있습니다.

When the Bio Micro Needles of Spongilla lacustris living in the uncontaminated ocean is purified and applied with natural
extracts, bio micro needles stimulate skin to regenerate, exfoliate, and control sebum. The new ingredient becomes the passage
to deliver effective ingredients to quickly brighten, reduce wrinkles, and diminish the causes of skin troubles.

Spongilla lacustris

After becoming more common and commercialized skin care product in Germany, it gained popularity across the world as
special material.

탈락
Desquamation

중앙이 10~40㎚ 크기의 다공성 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공성 홀을 이용해 나노 유효 성분, 유효 물질, 산소의
전달 통로가 됩니다.
Bio Micro Needle seen from electron microscope

With its ultra small capillaries with diameter of 0.5~1.0ङ and
a porous hall of 10-40nm at the center, the needle delivers
effective nano ingredients, nano materials an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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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
Differentiation
재생
Proliferation

Direct Delivery System

유효 물질 전달 과정

문제성 피부

스킨 임플란트 침투 및 작용

개선된 피부

Skin troubles

Active ingredient action after infiltration
by Bio Micro Needle

Skin regenerated and improved

천연 Bio Micro Needle을 얼굴 전체 피부에 침투시켜 마사지함으로써 혈액 순환 및 세포 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써 얼굴 피부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저 세포층의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고, 길이가 100~250㎛인 Bio Micro Needle의
중앙 다공성 홀을 통해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세포 재생 및 재배열, 각질 탈락과 함께
피부를 맑고 투명하며 생기있는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Natural Bio Micro Needle extracted from the clean sea penetrates into the face skin, promotes the circulation of the blood and supplies
the oxygen into the skin cells. Natural Bio Micro Needle sized 100~200ङ with multi pores, delivers the bioactive substances
extracted from refined spicules(Spongilla Lacustris) which live in the clean sea and proved to be scientifically effective for our body.
These ingredients delivered through the needle promotes skin cell regeneration, dead skin cell removal,
making your skin all the more vital and youthful.
13

Dr.KP

AC STOP Solution

Dr.KP

Skin Implant Solution

Three Days Love

Implant Solution

RETURN10

Implant Solution

RETURN10

Implant Solution S

RETURN10

Implant Solution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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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

상피세포성장인자

식물줄기세포

Peptide

Sodium hyaluronate

Centella asistica

EGF

Plant stem cells

펩타이드
Peptide

히알루론산
Sodium hyaluronate

피부세포 재생을 돕는 단백질이 주 구성원이며 노화로 인해 생긴
잔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볼륨있고
팽팽하게 만들어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며, 모발성장 및 두피노화

상피 세포 성장인자
EGF

EGF(Epidermal Growth Factor), 상피 세포 성장인자는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로 주로 재생크림,
흉터크림에 사용됩니다. 피부에 EGF를 보충해주면 새로운 세포가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바르는 보톡스라고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신속하게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 강화되며 주름이 옅

The protein helping regenerate skin cells is the main component, and it
helps prevent and remove fine wrinkles from aging. It offers elasticity and
tightening to the face as well as promote hair growth and scalp anti-aging.
It is widely known as botox for surface application.

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hort for Epidermal Growth Factor, the ingredient is used mainly in skin
regeneration and scar removal creams with its scar-healing protein. When
EGF is provided into the skin, new cells quickly revive and aged cells
are removed. In the process, skin elasticity is improved and wrinkles get
fainter. With the increase of new cells, the melanin pigment and tyrosinase
in the skin get suppressed, making your skin tone bright and shine.

천연 보습 성분으로 주변의 수분을 결합시켜 피부에 보습막을 형
성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자외선, 박테
리아 등 피부 트러블의 원인들로부터 보호하여 피부 면역력 저하
를 방지하고 탄력과 촉촉함을 되살아나게 해줍니다.
The ingredient boosts skin hydration so that the skin vitality is maintained.
It also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pollutant and negative factors such
as UV and nitrogen oxide so that the skin immunity is protected and the
damaged skin may be restored.

식물 줄기세포
Plant stem cells

줄기세포의 성장인자를 얇은 막으로 감싸 피부에 침투시키면 줄
기세포 배양액 속 성장인자가 피부 가장 바깥쪽인 표피 세포를 자
극하고 표피 세포는 또 그 아래의 진피세포를 자극해서 세포 기능
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피부 세포는 건강해지고 피
부 탄력은 강화되어 얼굴색이 맑아지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병풀추출물
Centella asistica

항박테리아, 항건성, 상처치료 효능, 피부재생 효과. 병풀의 잎과 줄
기에 있는 마데카식산 성분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뛰어나 여드
름 피부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자극 받은 피부를 진
정시켜주며 연고 및 약용, 화장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Centella asiatica is highly effective in preventing bacteria, skin dryness and
skin scars as well as in scar healing and skin regeneration. It also prevents
inflammation such as acne and relieves skin irritated by the UV. It is also
widely used as ointment or medical product for intractable skin diseases
such as psoriasis and leprosy.

When the plant stem cell’s growth factors penetrate into the skin, the
factors stimulate the outer layer of the skin, and the cells of the outer
layer in turn stimulate the derma cells below, restoring cell functions
and generating new cells. This makes your skin cells healthier, leading to
boosted skin elasticity, lightened-up tone and anti-aging effect. It helps
relieve skin troubles, enhance skin vitality, restore moisture-oil balance
and reduce wrin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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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Love Peptide Fraxel Set
3일愛 펩타이드 프락셀 세트

“놀라운 경험!”
“3일 만에 피부에
혁명이 일어난다”

모공수축

Pores Tightening

피부결 개선

Skin Texture Improvement

윤곽개선

Contour Improvement

고품격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Top Quality Skin Implant Program

An Incredible
Experience!!!
Your skin will
experiences
miracle in
Thre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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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솔루션 Ⅰ

펩타이드 이펙터 Ⅱ

Implant Solution I

Peptide Effector II

4ml

23ml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기존 레이저, MTS기구 효

식물 복합성분과 고농축 저분자펩타이드성분이 스킨 임플란트 관리 후 자극받은 피

과를 화장품화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바이오 미세침 함유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

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스킨임플란트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

부 턴 오버 주기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각질이 정돈되면서 밝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을 도와 노화된 피부를 복원시켜 줍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주요성분: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카퍼트리펩타이드-1,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This functional skin care product based on natural bio micro needles offers effects of
conventional laser resurfacing and MTS devices. With bio micro needles in place, it
stimulates the skin to normalize skin turnover cycle and removes excessive dead skin
cells to ensure smooth surface.
Key Ingredients: Hydrolyzed Sponge, Adenosine, Arbutin, Peptide

The plant complex substance and highly-concentrated low molecular peptide boost the
effects of skin implant by relieving irritated skin fast. It also helps synthesis of collagen
and elastin to restore aged skin.
Key Ingredients : Acetyl Hexapeptide-8, Palmitoyl Tetrapeptide-7, copper tripeptide-1,
Niacinamide

Step 1. 더마 컨센트레이터

Derma Concentrator
50ml

손상된 피부의 진정 및 냉각 케어용 수분 세럼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피부를 위
해 특별히 처방된 천연 허브추출물이 피부 건조 및 푸석함을 빠르게 케어합니다.
주요성분: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녹차추출물, 베타인, 아데노신, 어성초, 위치하젤추출
물, 망고스틴추출물
The natural herbal extracts especially prepared to nourish, relieve and cool down the
skin with moisturizing serum quickly offer care for skin dryness and crumbliness.
Key Ingredients : Aloe Vera Leaf Extract, Green Tea Extract, Betaine, Adenosine,
Houttuynia, Witch Hazel Extract, Mangosteen Extract

Step 2. 더마 힐러

Derma Healer
50ml

피부의 생명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피부 재생력을 강
화시켜 주는 복합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탄력 저하와 피부 활성 저하를 개선해주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고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요성분: 카퍼트리펩타이드-1,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나
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With aims to revitalize the skin, the product offers complex peptide ingredient to boost
skin regeneration, prevent skin sagging, and boost skin invigoration. It applies smoothly
onto the skin without excessive stickiness to ensure elasticity.
Key Ingredients : Copper Tripeptide-1, Acetyl Hexapeptide-8, Palmitoyl Pentapeptide-4,
Niacinamide, Adenosine

Step 3. 리커버리 밤

Recovery Balm
50ml

제 3세대 나노기술인 발효나노를 적용하여 성분을 초 미립자화시켜 밀착력을 강화시
켜주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숨쉬는 재생용 비비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해줍니다..
주요성분: 산호추출물, 티타늄디옥사이드, 티트리오일, 수용성유황, 알부틴, 아데노신
By applying the fermentation nano, a third generation of nano technology, the
ingredients are atomized, increasing skin adhesion. The product restores the damaged
skin to turn it into healthy, elastic one. The BB cream allows natural skin tone while
allowing it to breathe.
Key Ingredients : Coral Extract, Titanium Dioxide, Tea Tree Oil, Water-Soluble Sulphur,
Arbutin, Aden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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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lm make skin breathe.
Re:Balm is also used at night.
피부가 숨쉬는 리밤
밤에 바르는 Re:Balm

피부 보호·진정
Skin Soothing & Protection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을 통한 천연 유효 성분들이
지친 피부에 안정, 진정 부여
Effective natural ingredients enabled via low-temperature
fermentation soothe fatigued skin

영양 침투·피부 장벽 강화
Nourishment & Skin Barrier Strengthening
산호 추출물이 보습과 영양을 전달하고
천연 세라마이드가 손상된 피부 지질을 꼼꼼히 채워줌
The coral extract delivers hydration and nourishment while the
natural ceramide smoothes the skin surface

피부 재생·톤 보정
Skin Regeneration & Tone Fix
저온 숙성 발효 기술이 접목된 천연 유효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재생을 돕고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연출
Effective natural ingredients enabled via low-temperature fermentation
penetrate deeply into derma, allowing cell regeneration and natural
skin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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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Balm

자연스러운 피부톤의 연출과 피부 트러블 관리는 물론 피부 수분 보충과 피지 조절, 미백 효과,

리커버리밤

주름 개선 효과로 외부 환경적 자극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The product ensures natural skin tone and less skin troubles. Offering ample hydration, sebum control,
brightening and wrinkle reduction,the product also protects your skin from external pollutants and irritants.

3일愛 리커버리밤

3일愛 리커버리밤

3일愛 미니 리커버리밤

리턴10 리커버리밤

리턴10 리커버리밤 콤팩트타입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Three Days Love Recovery Balm

Three Days Love Mini Recovery Balm

Return10 Recovery Balm

Return10 Compact Recovery Balm

50ml

50ml

5ml

50ml

1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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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뿌려만 주세요. 리프팅 Up! Up!
Just spray it on the face. Lifting Up! Up!

피부 재생 및 복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분자 펩타이드를 사용하여 특수시술 이후에 홈케어 할 수

고농축 미스트 타입 에센스!!

Thanks to the natural peptide Three Days Love use you can be sure to both expect the regeneration
along with restoration effects of your skin and to enable easy home-care as well. That is the high
enriched peptide mist which is excellent for promoting the synthesis of skin collagen and elastin elastic
proteins.

Essence of highly concentrated mist type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부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 탄력, 복원에 효과있는 고농축
펩타이드 미스트입니다.

재생 복원
Regeneration &
Restoration

보습 장벽
Moisturizing Barrier+

피부 진정
Skin Calming

Copper Peptide: 30ppm

Triple M Complex™

피부 진정 효과를 보유한

사용으로 상처 재생 및

Special NMF Complex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등의

복원 능력 강화

300ppm 사용으로

식물성 원료 사용

보습 장벽 강화
Wound recovery enhancement
by using Cu Peptide: 30 ppm

Moisture barrier enhancement
by using Triple M ComplexTM:
Special NMF Complex
300 ppm

Use of vegetable materials
that have skin soothing effect:
Aloe vera leaf extract, etc.

6無 적용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향료, 無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No paraben, No mineral oil, No artificial color, No benzophenone, No artificial flavor,
No sulfate-line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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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Days Love Skin Implant Time Lock Program
3일愛 스킨임플란트 타임 락 프로그램
피부결 개선

Skin Texture Improvement

윤곽 개선

Contour Improvement

홈케어용 스킨임플란트 프로그램

Skin Implant Program (Homecare)

펩타이드 이펙터 Ⅱ 미스트 타입

발효나노 임플란트 A크림

펩타이드 스템셀 나이트 B크림

Peptide Effector II Mist Type

Nanofermentation Implant A Cream

Peptide Stem Cell Night B Cream

150ml

50ml

50ml

저분자 펩타이드 미스트로 피부재생복원에 탁월한 코퍼펩타이드, 피부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홈케어 크림. 정제수 대신 비피다 발효 여과물을

식물줄기세포성분과 저분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프리미엄

보습 장벽보호 효과가 있는 Triple M Complex 등을 함유한 미스트 타

사용하여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깊숙이 유효물질을 전달해주는

영양크림으로 노화된피부, 심한 건성피부에 도움을 주는 스템셀 크림

입의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피부투명도 증가, 광택증진, 처진피

스킨임플란트 시스템으로 거칠고 노화된 피부, 목주름 개선에 도움을

입니다. 특허받은 나노 세라마이드 리포좀 기술적용으로 피부 속 사이

부 탄력 회복과 거친피부 순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미스트

주는 제품입니다.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며 아이크림으로 사용하셔도

사이 수분증발 억제, 수분유지, 외부자극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프리

입니다.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無인공항료,

좋습니다.

미엄 영양크림입니다.

無셀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비피다 발효 여과수, 카퍼트리펩타이

주요성분: 식물줄기세포배양액, 세라마이드-3,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주요성분: 아데노신,카퍼트리펩타이드-1, Triple M Complex,마치현추

드-1, 아세틸헥사펩나이드-8,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RH-올리고펩타이드-1, 마카다미아씨오일,베타인,히알루론산

This bio micro needle cream for homecare uses Bifida Ferment Filtrate
instead of purified water to boost absorption and delivery of effective
ingredients. Through this system of skin implant, The product offers to
improve coarse and aged skin remove neck wrinkles. Use one to two
times a week for adequate stimulation which allows delivery of effective
ingredients deep into derma, improving the skin condition significantly.
You can also use it as eye cream.
Key Ingredients : Hydrolyzed Sponge, Bifida Ferment Filtrate, CopperTripeptide-1, Acetyl Hexapeptide-8, Niacinamide, Adenosine, Hyaluronic Acid

This premium nourishment cream containing plant stem cell and lowmolecular peptide hyaluronic acid offers improvement for aging or
extremely dry skin. By applying patented nano ceramide liposome, it fills
into the skin, preventing moisture evaporation, retaining moisture, and
protecting it from external stimuli.
Key Ingredients : Plant Stem Cell Culture, Ceramide-3, Acetyl
Hexapeptide-8, RH- Oligopeptide-1, Macadamia Seed Oil, Betaine,
Hyaluronic Acid

출물,금송뿌리추출물, 병풀추출물,세라마이드엔피,나이아신아마이드
The mist of highly-concentrated low molecular peptide mist contains
triple M complex and copper-tripeptide which is excellent for
strengthening skin barrier. It is an all-in-one mist effective for helping
to ensure porcelain skin texture, complexion glow and skin elasticity.
Free from paraben, mineral oil, artificial color additive, benzophenone,
artificial fragrance, Sulfate-base surfactant
Key Ingredients: Adenosine, copper-tripeptide-1, Triple M Complex,
Portulaca Oleracea Extract, Sciadopitys Verticillata Root Extract,
Centella Asiatica, Extract, Ceramide NP, Niacin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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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멜라 샤이닝 임플란트 크림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Whimela Shining Implant Cream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50ml

100ml

자외선 및 다양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트러블로 착색되어 어둡고 칙칙해진 피

에델바이스 캘러스 배양액의 항염,항산화 효과와 유기농 알로에의 진정,보습효

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미백 전용 영양크림. 피부 속 문제 요소들을 분해 복원시

과가 노화된 각질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주는 효소 스

켜 환하게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스킨 임플란트의 자극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킨 스케일링 마사지 크림. 스킨 임플란트 관리 3일 후부터 사용해 주시면 미 탈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정제수 대신

락된 각질을 흡착하여 정리해 줍니다.

산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를 사용한 특수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주요성분: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액, 셀룰로오스, 파파야추출물, 파인애플추출물,

주요성분: 해수,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사믹애씨드,

노니추출물

글루타치온, 캐모마일, 블루베리추출물

The skin scaling massage cream containing anti-bacterial, anti-oxidizing Edelweiss
callus culture, skin-soothing organic aloe, removes dead skin cells to ensure
porcelain skin texture. Three days after using our solution, the product absorbs
removed dead skin cells.
Key Ingredients : Edelweiss Callus Culture, Cellulose, Papaya Extract, Pineapple
Extract, Noni Extract

The tone-up nourishing cream offers brightening for skin discolored and irrita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UV light. The innovative product revitalizes, lightens up
and restores the skin usingskin implant stimuli. The functional skin care product
uses sea water rich in oxygen and mineralsinstead of purified water.
Key Ingredients : Seawater, Hydrolyzed Sponge, Niacinamide, Tranexamic
Acid,Glutathione, Chamomile, Blueberry Extract

EGF-FGF 앰플
EGF-FGF Ampoule
60ml (6ml x 10 vials)
피부재생속도를 높여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도록 도와주며 노화
로 인해 감소한 피부 활성 증대와 주름진 피부결을 케어하는데 도움
을 주어 생기있고 젊은 에너지를 가진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주요성분: RH-올리고펩타이드-1(EGF), aFGF, 히알루론산, 식물줄기세포
배양액, 천연효모
EGF expedites skin recovery process and skin renewal for healthier skin
And it helps the synthesis of collagen for skin elasticity and improves
wrinkles for energetic skin revitalization
Key Ingredients: RH- Oligo Peptide, aFGF Hyaluronic Acid, Plant Stem
Cell Culture, Natural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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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스칼프 임플란트

센텔라 산소 딥 클렌저

Perfect Scalp Implant

Centella O2 Deep Cleanser

100ml

140ml

Bio Micro Needle과 천연 한방 용액을 결합한 두피 전용 화장품으로서

풍부한 산소 함유로 산소 버블을 발생시켜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Bio Micro Needle이 두피에 유효한 한방 추출물을 흡수하여 영양성분과 수분

주고 항산화 센텔라아시아티카 성분이 피부 염증을 완화하여 트러블 방지와 함

을 전달하여 두피의 상태를 정상화시키며 혈행촉진, 피지배출을 도와줍니다.

께 맑고 환한 피부를 만들어 주는 프리미엄 세안제입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뽕나무잎추출물, 맥주효모, 카퍼트리펩타이드,

주요성분: 병풀추출물, 티트리잎수, 캐모마일, 블루베리, 상백피추출물, 글루타치온

이노시톨, 바이오틴, 판테놀

The product creates amply oxygen bubble to remove sebum and bodily waste
in pores. The premium cleaning agent containing anti-oxidizing Centella Asiatica
extract relieves skin inflammation to prevent skin troubles and ensure tone-up.
Key Ingredients : Centella Asiatica Extract, Tea Tree Leaf Extract, Chamomile,
Blueberry, Mulberry Root Extract, Glutathione

This scalp product combining Bio Micro Needle and natural oriental herbal
extracts delivers medicinal ingredients and nourishment as well as moisture to
the scalp and ensure normal condition as well as better circulation of blood and
sebum discharge.

Brighten your skin!!
피부에 빛을 밝혀라
Brightening

Tone-up

Moisturizing

This cream delivers whitening ingredients
deep into the skin through Bio Micro Needles
to make your skin more bright & shiny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들을 전달하여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Mineral-abundant sea water used instead of usual water
정제수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해수 사용

Bio Micro Needle

Niacinamide

Chamomile

Tea Tree

Centella Asiatica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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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3일愛
특별한 마스크 팩을 체험해 보세요.

Three Days Love Makes a Difference!
Experience Our Special Mask Packs!

스킨 에스코트 마스크팩
Skin Escort Mask Pack
25 ml / 1 sheet
트러블개선, 모공축소, 미백효과가 탁월한 중금속, 미세먼지 흡착 마스크팩. 특수시트와
특별히 처방된 앰플의 조합으로 피부를 환하게 개선시켜 주는 디톡스 마스크팩입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키틴,사탕수수추출물,사과,포도추출물,레몬추출물,하이드롤
라이즈콜라겐
The mask pack effectively removes skin flaws, tightens pores, lightens up the tone and
absorbs heavy metal and fine particles.This detox mask pack brightens up the skin tone
with its special sheet and prescribed ampoule.
Key Ingredients: Hydrolyzed Chitin,Sugar Cane Extract,Apple-Grape Extract, Lemon
Extract,Hydrolyzed Collagen

3일愛 모닝 마스크팩 골드

3일愛 마스크팩 로즈

Three Days Love Morning Mask
Pack Gold

Three Days Love Mask Pack Rose

Three Days Love Mask Pack Propolis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25 ml / 1 sheet

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액 성분이 수분과 보습

아쿠아필 성분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블링블

금 성분의 에너지 골드와 마데카 성분이 피부를 보

을 채워 촉촉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로 활력을 줍

링 생기있는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호하고 브라이트닝, 광채 피부로 활력을 줍니다.

니다.

- 큐프라 시트

- 참숯 시트

- 동백오일 시트

- AHA, BHA, 프로폴리스

- 골드(순금), 마데카 성분

- 장미수, 에델바이스 캘러스배양액

Gold ingredient and madeca Ingredient protect
the skin and help with brightening and skin glow.
- Charcoal Sheet
- Gold, Madeca

The edelweiss callus culture allows moisture and
hydration and more hydrated and vital skin.
- Camellia Oil Sheet
- Rose Water, Edelweiss Callus Culture

The aqua peel substance removes old dead skin
cells, ensuring more energetic and vital skin.
- Cupra Sheet
- AHA, BHA, Pr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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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 마스크팩 프로폴리스

병원용 아이스 매직 필 시술과 스킨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목하여 안정성과 기미,
잔주름, 여드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메디칼 클리닉 전문 필 프로그램

닥터케이피

Utilizing the ice magic peel treatment technology used in clinics and skin implant system, this professional
peel treatment program offers skin stability, removal of freckles and wrinkles as well as acne.

닥터케이피 AC 스탑 임플란트 솔루션

닥터케이피 스킨 임플란트 솔루션
Dr.KP Skin Implant Solution

Dr.KP AC STOP Implant Solution

5ml

5ml

메디칼용 소프트 스킨임플란트 솔루션. 피부 레이저 후 3일간 사

바이오 미세침을 함유한 피부 트러블 개선용 아크네 스킨임플란트

용해 주시면 더욱 탄력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크

스팟 크림으로 피지 배출과 염증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림으로 사용하시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This acne-removing skin implant spot cream containing bio micro
needles helps with sebum discharge and relieving of inflammation.

Use this medical solution for soft skin implant for three days after the
laser resurfacing treatment and your skin will become more elastic.
You can also use it as an eye cream to prevent wrinkles and crow’s
feet.

닥터케이피 하이드로카밍 펩타이드 미스트
Dr.KP Hydrocalming Peptide Mist

닥터케이피 화이트 스킨 임플란트 크림

100ml

Dr.KP White Skin Implant Cream

고농축 펩타이드와 천연 허브 성분이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활력을

50ml

주어 탄력 넘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스트 타입 에센스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미백 전용 스킨임플란트 크림
This brightening skin implant lightens up discolored or dark skin.

無파라벤, 無미네랄오일, 無인공색소, 無벤조페논, 無인공항료, 無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The highly-concentrated peptide and natural herbs contained in the
essence mist offer vitality to fatigued skin and healthier and youthfullooking skin. No paraben, No mineral oil, No artificial color additive,
No benzophenone, No artificial fragrance, No sulfate-base surfactant

닥터케이피 아이스 컨센트레이터

닥터케이피 더마 힐러

닥터케이피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Dr.KP Ice Concentrator

Dr.KP Derma Healer

Dr.KP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500ml

100ml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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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0
리턴10

“잠들기 전 바르기만 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변화시켜 드립니다.”
Apply Just Before Bed for a Distinct
Improvement for Complexion.

“당신을
10년 전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리턴10 임플란트 솔루션 S
Return10 Implant Solution S

We vow to turn
your beauty clock
back to 10 years
before

4ml

리턴10 셀 터치 바이오 메조테라피
타임 락 프로그램 (홈 케어용)
Return10 Cell Touch Bio Meso Therapie Time Lock Program
(Home Care)

리턴10 펩타이드 워터 에센스
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40ml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 홈케어 크림으로 정제수 대신 비피다 발효여과물을 사용하여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피부 깊숙이 유효물질을 전달해주는 스킨 임플란트 시스템입
니다.

리턴10 더마 힐러

거칠고 노화된 피부, 목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며

Return10 Derma Healer

아이크림으로 매일 밤 국소 부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비피다 발효여과수,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틸헥

10ml

사 펩타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This cream of bio micro needle for home care uses Bifida Ferment Filtrate instead of
purified water so that it can carry effective ingredients deeper into the derma. The
product relieves coarse and aged skin as well as wrinkles on the neck. It will help with
those skin problems greatly if used once or twice a week. You can also use it on local
areas like an eye cream.
Key Ingredients: Hydrolyzed Sponge, Bifida Ferment Filtrate , Copper-Tripeptide, Acetyl
Hexapeptide, Niacinamide, Adenosine, Hyalur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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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10 리커버리 밤 미니
Return10 Recovery Balm Mini
5ml

리턴10 임플란트 솔루션 Ⅰ (전문가용)
Return10 Implant Solution I Kit
Cell Touch Bio Meso Therapie Sysyem (Professional)
4 ml x 8 syringes
천연 바이오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전문가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기존 레이저, MTS기구 효과를 화장품화
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바이오 미세침 함유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 하고 불필요
한 각질이 정돈 되면서 밝고 부드러운 피부결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주요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해면, 아데노신, 알부틴, 펩타이드
The product is a cosmetic developed from various functional devices such as lasers and MTS devices so as to utilize
natural bio micro needles. The needles give regular stimuli onto the skin to facilitate the skin turnover cycle and
thereby normalizing the skin condition and removing excessive dead skin cells, allowing smooth and bright skin tone.
Key Ingredients : Hydrolyzed Sponge, Adenosine, Arbutin, Peptide

리턴10 펩타이드 워터 에센스

리턴10 더마 컨센트레이터

Return10 Peptide Water Essence

Return10 Derma Concentrator

500ml

500ml

리턴10 더마 힐러

리턴10 리얼 펩타이드 앰플

Return10 Derma Healer

Return10 Real Peptide Ampoule

100ml

100ml

리턴10 에델바이스 스노우 크림
Return10 Edelweiss Snow Cream
500ml

리턴10 리커버리 밤
Return10 Recovery Balm
50ml
제 3세대 나노기술인 발효나노를 적용하여 성분을 초 미립자화시켜 밀착력을 강화시켜주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숨쉬는 재생용 비비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연출해줍니다.
By applying the fermentation nano, a third generation of nano technology, the ingredients are
atomized, increasing skin adhesion. The product restores the damaged skin to turn it into healthy,
elastic one. The BB cream allows natural skin tone while allowing it to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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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 BLING
미스블링
미스블링 임플란트 솔루션 H
Miss Bling Implant Solution H
4ml

미스블링 임플란트 솔루션 S
Miss Bling Implant Solution S

“3일 만에
성형한 것처럼
예뻐지자.”
“Sure to get
beautiful
in three days
without
cosme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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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l

미스블링 펩타이드 미스트
Miss Bling Peptide Mist
40ml

미스블링 아지렐린 힐러 크림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10ml

미스블링 키트

미스블링 리커버리밤

Miss Bling Magic Lifting Skin Implant Kit

Miss Bling Recovery Balm

미스블링 리얼 펩타이드 앰플

미스블링 아지렐린 힐러 크림

Miss Bling Real Peptide Ample

Miss Bling Argireline Healer Cream

30ml

50ml

자극받은 피부, 트러블 피부를 빠르게 진정, 회복 시켜주고, 결이 고운 피부, 환하

피부탄력에 좋은 아지렐린 펩타이드와 수분을 끌어 당기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고 밝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저분자 고농축 펩타이드 앰플입니다.

히알루론산 함유로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탄탄하게 해주는

주요성분: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카퍼트리펩타이

보습크림입니다.

드-1, 히알루론산, 식물복합 추출성분

주요성분: 아지렐린펩타이드, 알로에베라, 병풀추출물, 베타인, 나이아신아마이

This low-molecular highly-concentrated peptide ampoule offers skin soothing from
irritation and troubles, smooth skin texture and bright skin tone.
Key Ingredients: Acetyl Hexapeptide-8, Palmitoyl Tetrapeptide -7, CopperTripeptide -1, Hyaluronic Acid, Plant Complex Extract

드, 아데노신

5ml

The elasticity-boosting argireline peptide and moisture-retaining hyaluronic acid in
the product protect the skin from external pollutants and ensure hydration.
Key Ingredients : Argireline Peptide , Aloe Vera, Centella Asiatica Extract, Betaine,
Niacinamide, Adenosine

전문가용 관리 프로그램
Guide to Professional Program
스킨 임플란트
관리 프로그램
Guide to
Professional Skin
Implant Program

스킨 스켈링
재생 관리 프로그램
Skin-Scaling
Regeneration
Program

클렌징
Cleansing

주사기 개봉
Please push down the cap

임플란트 솔루션
Implant Solution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Please wash your face cleanly.
And then, spray the mist
over your face.

잔여물 제거
Removal of residues

7일간 영양 보습 케어
7 Days of Nourishing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5분간 유지시킵니다. 차가운 거즈나

차가운 해면으로 정리하거나 차가운

임플란트 솔루션 사용 후 7일간 영

분간 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

진정 기능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물로 가볍게 세안합니다.

양 보습 케어에 각별한 주의를 기합

나오지 않습니다.

지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

더욱 좋습니다.

니다. (리커버리밤 사용)

For proper use, please push down
the cap with your thumb when you
firstly use this Implant Solution.
Unless you push it down, the
solution does not come out.

욱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

Keep staying 5 minutes and for
better effect, using cold gauze or
mask is recommendable.

Please wipe away residues with cold
sponge or wet towel.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ake amount of Implant Solution and
rub the whole face smoothly starting
with forehead area for about 10
mins. Continue to rub and massage
the troubled area more strongly.
But, when rubbing eye-rims softly,
take care not to inflow into eyes.

5분간 유지
Staying for 5 minutes

Pay special attention for nutrition care
for 7 days after using the Implant
Solution. (Use RecoveryBalm)

스킨 임플란트 후 신진대사 저하로 미탈락된 사세포를 무리없이 제거해주고 묵은 각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제거로 맑고 투명한 피부,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 피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스킨 스켈링 프로그램 소요시간: 50분
The skin scaling regeneration program gently removes dead skin cells fallen out due to weak metabolism as well as black and white heads in pores so that the
skin can become normal, balanced and flawless. Duration: 50 min.

1

2

3

4

5

산소 클렌징 세안
Oxygen Cleansing for Facial Wash

에델바이스 스노우 마사지 크림
Edelweiss Snow Massage Cream

컨센트레이터 3 : 더마힐러 1
Concentrator 3 : Derma Healer 1

에스코트팩 (20~30분)
Escort Pack (20~30 min.)

펩타이드미스트 → 컨센트레이터
→ 힐러 → 리밤으로 마무리
Peptide Mist → Concentrator →
Healer → Re:Balm for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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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피부 만드는 홈 케어 사용법
Guide to Homecare for beautiful skin
홈케어용
스킨 임플란트
관리 방법
Guide to Homecare
Skin Implant
Program

주의사항
관리 첫날은 세안하지 않고 그대로 취침합니다.
또한, 24시간동안 가벼운 물 세안만 권장하며 클렌징 폼 등의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클렌징
Cleansing

주사기 개봉
Please push down the cap

임플란트 솔루션
Implant Solution

3일간 영양 보습 케어
3 Days of Nourishing

딥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깨끗이

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후 사

얼굴 부위에 골고루 적당량 짜서 10

충분히 흡수되도록 가볍게 두드리며

정돈하고, 미스트를 사용해 클렌징

용합니다. 누르지 않으면 내용물이

분간 이마부터 꼼꼼하게 눌러 마사

5분간 유지시킨 후 3일간 영양 보습

잔여물을 정리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합니다. 개선하고 싶은 부위는 더

제품을 발라줍니다.

Please wash your face cleanly.
And then, spray the mist
over your face.

For right use, please push down
the cap with your thumb when you
firstly use this Implant Solution.
Unless you push it down, the
solution does not come out.

욱 강하게 마사지하고 눈에 유입되

Tap softly enabling to be absorbed
and keep that status for 5 minuets.
Right after, follow to apply the
nutritional moisturizers for 3 days.

7일에 한 번씩 얼굴 전체와 목 부분에
마사지하여 발라줍니다. 14일 간격으로
3일간 연속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Once a week, rub and massage whole face and neck.
You can use for three days successively with interval of two weeks.

일반 피부

아침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Morning

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ake proper amount of Implant
Solution and rub the whole face
smoothly starting with forehead area
for about 10 mins. Continue to rub
and massage the troubled area more
strongly. But, when rubbing eye-rims
softly, take care not to inflow into eyes.

On the first day of treatment, please sleep without washing.
Also, we recommend only mild water cleansing for 24 hours.
Do not use cleansing agents such as cleansing foams.
피부 상태에 따라 3일 후 미세한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럴 경우 습식 사우나를 이용하여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합니다.
인위적으로 뜯어내거나 때 타월 등의 사용은 피합니다.

Depending on the skin condition, it may cause fine dead-skin.
Avoid artificial tearing or use of towels.

Normal Skin Type
(Apply Skin Implant Program
one week or two weeks interval)

1

2

3

4

5

스노우 마사지 크림
Snow Massage Cream

미스트
Mist

컨센트레이터 or EGF
Concentrator or EGF

힐러 or 화이멜라
Healer or Whimela

리커버리밤
Recovery Balm

저녁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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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클렌저
Cleanser

미스트
Mist

EGF or 펩타이드앰플
EGF or Peptide Ampoule

힐러 or 스템셀크림(B) or 화이멜라
Healer or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민감성·트러블 피부

아침

(1주 간격 소프트 스킨 임플란트 관리)

Morning

Sensitive Skin Type
(Apply Soft Skin Implant Program every week)

1

2

3

4

5

스노우 마사지 크림
Snow Massage Cream

미스트
Mist

컨센트레이터
Concentrator

힐러
Healer

리커버리밤
Recovery Balm

저녁

Night

기미·칙칙한 피부

아침

(1~2주 간격 스킨 임플란트 관리)

Morning

Skin with Freckles or Troubles
(Apply Skin Implant Program
one week or two weeks interval)

1

2

3

4

클렌저
Cleanser

미스트
Mist

펩타이드앰플
Peptide Ampoule

힐러
Healer

1

2

3

4

5

스노우 마사지 크림
Snow Massage Cream

미스트
Mist

EGF
EGF

화이멜라
Whimela

리커버리밤
Recovery Balm

저녁

Night

간편 미백 관리 Tip

아침

Easy Skin Brightening Tip

Morning

1

2

3

4

클렌저
Cleanser

미스트
Mist

펩타이드앰플
Peptide Ampoule

스템셀크림(B) or 화이멜라
Stem Cell Cream (B) or Whimela

1

2

3

4

스노우 마사지 크림
Snow Massage Cream

미스트
Mist

모닝마스크팩 골드
Morning Mask Pack Gold

화이멜라
Whimela

저녁

Night
1

2

3

4

클렌저
Cleanser

미스트
Mist

마스크팩 로즈 or 프로폴리스
Mask Pack Rose or Propolis

화이멜라
Whimela

놀라움을 경험해 보세요!

Experience the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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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Partner/Clients
수출/파트너/클라이언트

Norway
Russia

United States

China
Korea
Pakistan
Brazil

Thailand

Vietnam

Austrailia

“세계로 도약하는 3일愛”
Three Days Love Leaping toward Global Market
전세계에 K-Beauty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We strive to raise awareness on high quality of Korea’s beauty industry and products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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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Exhibition Participation
국내외 박람회 참가

2013 광저우 박람회

2016.09 광저우 추계박람회

2017.04 베트남 박람회

2017.08 대만박람회

2017.10 홍콩메가쇼

2016.10 킨텍스박람회

2017 쓰촨 화장품 상담회

2016.04 피부미용협회 박람회

2017.05 상해박람회

2017.10 킨텍스박람회

2017.11 홍콩코스모프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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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Awards
언론 및 수상

2016 프리미엄 대상

2015.04.24 뷰티누리기사

2016 한국품질만족도 1위

2014.07.28 일요저널 인터뷰

2016.10.31 킨텍스박람회 언론보도(데일리그리드)

2017.04.24 문화뉴스NHN
베트남박람회 보도
2015.06.25 3일愛 언론보도

2018.05.14 아시아뉴스통신 Ebooth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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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한미상 언론보도 주간코스메틱 자료

2016.06.27 포시티아
언론보도

2017.11.17 홍콩코스모프로프
언론보도

2016.06.09 한경business 언론보도
2013.12 KN뉴스통신

Bi(Beautiful Inspiration) 에스테틱 전문잡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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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愛가 만들면 다릅니다.”
Three Days Love Offers Different Level of Quality!

(주)3일愛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8 한주빌딩 2층(신사동) ｜ 02-1577-1586 ｜ www.3dayslove.kr ｜ cgen@daum.net
Three Days Love Co., Ltd. ｜ 2F, Hanjoo B/D., 8, Nonhyeon-ro 155-gil, Gangnam-gu, Seoul, Korea ｜ +82-2-1577-1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