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duce the appearance of �ne lines & wrinkles
with advanced dermal technology

Synergistic effects of copper peptide-1 and adenosine can help improve skin cells and wrinkles; Centella asiatica

can shorten skin healing period, make skin barriers stronger and create new skin and niacinamide brightens the skin.

Natural moisture fills the gaps in the skin's oil, giving it strong moisturizing properties for a long time.



LEAVE-IN CONDITIONING REPAIR CREAM <리조벤크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유해물질을 최소화한 안심 처방으로 

예민해진 피부 환경을 개선하고 즉각적인 피부 진정을 이뤄주는 리페어 크림입니다.

+ 트러블 부위 개선 및 항산화, 항염작용 + 안티에이징 효과 (피부 탄력, 주름 개선 효과)

+ 피부 속부터 환하게 밝히는 톤업케어 + 피부 장벽 재구축 및 속당김 개선

+ 피부과 시술 후 피부의 붉은기나 피부 회복 능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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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진 피부결이 걱정이신 분!

리조벤 크림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하여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켜 피부의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이 메마를 틈 없이 피부에 영양감 가득한 보습을 공급하여

피부를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민감성 / 문제성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

민감성 피부는 특정 부위가 건조해져 각질이 일어나고 간지러움을 유발하며 긁어서 상처나

착색 등의 흉터가 생기기 쉽습니다. 

카퍼트리펩타이드-1는 피부에 자극이 매우 적은 성분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복구합니다. 

피부 노화와 칙칙해지는 피부톤이 고민되는 분!

리조벤 크림은 주름 + 미백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아데노신과 카퍼트리펩타이드-1의

시너지 효과를 내어 피부톤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퍼트리펩타이드-1가

항산화 효소인 SOD (Superoxide dismutase)를 활성화시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를 밝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피부과 시술 후 진정과 완화가 필요한 분!

레이저, 스탬프, MTS와 같은 피부과 시술 직후에는 피부의 진정과 보습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조벤크림은 항자극 성분인 판테놀과 병풀추출물이

피부의 진정 및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브로멜라인이

피부의 염증을 줄여주어 시술 후에 편안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재생 케어를 돕는 리조벤 크림!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리조벤크림의
주요성분
C O M P O N E N T

카퍼트리펩타이드-1

병풀추출물

판테놀

브로멜라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피부세포재생

수분, 보습 보호막 형성, 피부 진정

주름 개선

항염증, 문제성 피부 개선

피부면역, 자극받은 피부 완화

멍, 붓기 감소 효과

피부 미백

E N H A N C E  C O P P E R  T R I P E P T I D 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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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COPPER TRIPEPTIDE-1

C R E A M

카퍼트리펩타이드-1 의 효능.1

피부손상
회복효과

카퍼트리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는 사람의 혈액, 침 등에서 발견된 천연 펩타이드로써 피부를 구성하는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제거시키는 과정과 손상조직을 정상조직으로 회복시키는 피부 재생의

신호 역할을 하여 흉터발생을 억제하고 줄기세포를 생성하여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혈장 속 카퍼트리펩타이드-1 는 젊을 때는 수치가 높으나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 손상에 대한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인체에서 카퍼트리펩타이드-1는 항산화 효과, 손상세포 제거, 혈관기능 활성화,

보습 단백질 형성,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 촉진 기능을 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상처치유능력을 향상시킵니다. 

<AGED EPIDERMIS> <INCREASED SKIN RENEWAL & REPAIR>

Stratum Comeum Differentiating Cells Transient Cells Integrins connect stem cells

카퍼트리펩타이드-1+

COPPER TRIPEPTIDE EFFECTS ON AGED SKIN



노화 및 주름
예방효과

카퍼트리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는 노화 예방과 퍼밍 및 주름 예방 효과가 있으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정도가 비타민 C나 레티놀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중 하나인 SOD(Superoxide dismutase)는 인체 내 과도하게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며

전반적인 항산화 방어 기전을 강화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DNA의 손상을 막는 등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퍼트리펩타이드-1는 SOD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ENHANCE COPPER TRIPEPTIDE-1

C R E A M

카퍼트리펩타이드-1 의 효능.2

REZOVEN CREAMwww.dermaceleb.com



피부 재생 및
피지조절 효과

허브의 일종인 병풀의 전초(풀포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옛날 스리랑카 원주민들이 민간요법, 치료, 건강, 미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 허브 추출물입니다. 병풀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또는 호랑이풀로 알려져 있으며 호랑이가 병풀에

몸을 비벼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비롯된 별명입니다. 

병풀의 잎과 줄기에 함유된 마데카식산은 염증 완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재생 효과를 통해 색소 침착을 완화시킵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유수분밸런스를 맞춰주어 피지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건조함을 해결하고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www.dermaceleb.com

ENHANCE COPPER TRIPEPTIDE-1

C R E A M

병풀추출물 (Centella asiatica)의 효능

+ CENTELL A  ASIAT ICA



보습유지 및
피부재생 촉진

판테놀(Panthenol)은 ‘판토네닉산’이라는 프로비타민 B5 성분으로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B5라는 물질로

바뀌어 피부의 보습 유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5는 항염, 보습, 상처치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및 일광화상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테놀은 자극이 매우 적고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높으며 상피세포가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상처치유를 돕는

항염 및 항자극 물질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킴으로써 건성피부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바꿔주며

문제성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부종, 멍
붓기감소

브로멜라인(Bromelain)은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단백질분해효소로 딱딱한 줄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면 생기는 부종, 멍 등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붓기의 원인이 되는 조직액의 섬유화를 막아

부드럽게 해주며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NHANCE COPPER TRIPEPTIDE-1

C R E A M

판테놀(Panthenol), 브로멜라인(Bromelain)의 효능

판테놀의 효능

브로멜라인의 효능

REZOVEN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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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벤 크림의 효과
REZOVEN EFFECT

첫째,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에 영양감 있는 보습을 줍니다.

리조벤크림은 항염 및 항자극 성분인 판테놀과 병풀추출물을 함유하여 상피세포의

형성을 도와주고 즉각적인 피부의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천연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메마를 틈 없이 피부를 보호해주어 영양 가득한

보습 케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를 젊고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 줍니다.

리조벤크림의 카퍼트리펩타이드-1는 비타민 A와 비타민C보다 우수한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를 가지며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레이저, 성형수술, 스탬프, MTS 시술 후
최적의 피부 관리 제품입니다.

피부과 시술 이후의 피부는 자극에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자극 화장품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리조벤크림은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병풀추출물, 판테놀, 브로멜라인을 포함하여

피부에 안전한 성분만을 사용한 안심 처방으로 예민해진 피부의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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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셀럽 부스터 사용 후 얼굴 전체와 목에 부드럽게 펴 발라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켜줍니다.

일상 보습 케어

레이저, 성형수술, 스탬프, MTS 시술 후 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시술 후 부분 사용

피부의 붉은기나 트러블이 생긴 부위에 수시로 덧발라줍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트러블 케어

리조벤 크림 사용법
HOW TO USE

REZOVEN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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