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18.08.27

After 4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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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후,
당신의 피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
FILLONIC BOOSTER
필로닉부스터
노화 진행에 맞춰 내 피부에서 점점 사라지는 히알루론산!
피부 수분과 탄력의 기초베이스인 히알루론산을 붙잡지 못하면 그때부터 건조함과 노화가 시작됩니다.
필로닉 부스터로 피부 속 수분 저장고를 만드세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깊은 곳까지
흡수되어 수분을 당겨 모으고 샐 틈 없이 피부 속부터 탄력이 차오르게 합니다.

After 4weeks, You can experience special feeling on your skin.
발라도 발라도 건조한 피부를 위해 속 수분은 꽉 잡아주고
겉 수분 보호막은 튼튼하게 해주는 강력한 수분보충 솔루션!

A B O U T

H YA LU RO N I C

AC I D

히알루론산
이란?

피부 내에 존재하면서 피부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은
친수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서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피부 내 적정 수분량을 지속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수분함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조직의 구성물을
지탱해주는 역할로 피부의 볼륨감과 탄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 Healthy Skin > sufficient hyalurcnic acid
skin colour is evenly toned, dydrated and elastic

< Dry Skin > lacking hyaluronic acid
skin is dry, rough and lacks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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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 내 HA 농도가 감소하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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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ONIC BOOSTER의 효능.1

고농축
수분 공급
피부 건조와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의 영향으로 피부의 수분이 감소하면 각질층이 들떠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며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인 히알루론산은 이러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며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필로닉 부스터의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히알루론산의 피부에 대한 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고농축으로 담았습니다.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피층의 보습막을 잡아주면서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피부 내의
히알루론산 함량을 보충하여 피부의 보습을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부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항상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수분

수분

히알루론산

고분자 히알루론산

<일반 히알루론산>

<필로닉부스터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피부에 자극이 되는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오직 히알루론산을 100% 담은 필로닉부스터를 통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을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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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ONIC BOOSTER의 효능.2

탄력
개선
히알루론산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히알루론산의 양도 감소하는데, 피부 내 히알루론산의 감소는
피부의 주름 발생 및 탄력 감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필로닉부스터는 원액 100%로 원액 내 히알루론산 성분이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피부 속으로부터 메마르고
당기는 느낌을 감소시키고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피부 내 히알루론산을 투여함으로써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히알루론산 보습&탄력 레이어링

저분자 히알루론산
고분자 히알루론산
수분 부족으로 인해 힘을 잃은 피부 장벽

수분보호막

유수분 공급

히알루론산의 감소로 인해
보습력 및 탄력 저하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숙히 흡수

피부속 탄력 강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수분 보호막 형성,
안팎으로 수분이 증발하기 않게 하여
피부 탄력 개선

분자량이 큰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진피층을 통과하지 못하여 피부의 수분 보충 및 탄력저하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로닉부스터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가능하고 친수성기에 의해 수분을
흡착하여 피부에 수분을 보습하고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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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ONIC BOOSTER의 효능.1

놀라운
부스팅 효과
다음 단계 제품과의 밀착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부스터!
어느 순간부터 다른 화장품조차 잘 안 맞거나 내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문제는 피부 속의 수분입니다.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화장품이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속에 존재하는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을 고농축하여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주고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속의 수분을 잡아주어 다음 단계 제품과의 밀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쫀쫀한 피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강력한 부스터!
필로닉부스터는 나이트 테라피 전용으로 메이크업을 모두 지운 저녁 세안 후 단독 사용 또는 크림 등
다른 제형과 함께 사용하면 부족했던 수분감을 듬뿍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능력 리듬이 가장 높은 밤 시간 동안 발생한 열로 빼앗긴 필수 수분을 채워주고 보호막을 형성시켜,
다음날 피부가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피부 상태로 가꾸어줍니다.
이제 집에서도 피부 관리받으며 다음날 생기있고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필로닉부스터로 밤 사이 최상의 피부를 경험하세요

98%
밤 사용 후 피부가
건강해짐을 느꼈다.

92%
다음 날 화장을
잘 받았다.

94%
제품 사용감이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다.

< 지복합성 피부 30~40대 여성 50명 대상 4주 사용 후 자가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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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닉부스터
사용법

사용법 및 활용법

단독사용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에 활용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 넓은 부위 (뺨, 이마)에
1~2방울씩 떨어뜨려 충분히 두드리면서 흡수시킴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 등에 1~2방울을
섞어서 사용하면 부스팅 효과를 볼 수 있음

피부관리샵에서 사용

팩으로 사용

수분베이스로 사용하고 모델링 팩을 얹혀주거나
크림마사지 직전에 사용

취침 전 얼굴전체에 듬뿍 도포하여
롤링하듯 마사지를 하여 나이트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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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01

피부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피부는 수분량 20~30%, 유분량 70~80%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특히 피부 속 수분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수분함유량이 감소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피지가 과잉 분비되어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게 되고 피부 속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이때, 유분을 제거하기보다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밸런스

표피

표피

잔피

잔피

< 밸런스가 깨진 피부 >

< 건강한 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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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02

피부톤이 어둡고 칙칙해집니다
피부의 수분은 각질층을 덮어주고 균일한 피부 톤을 만들어주어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수분을 잃게 되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빛이 균일하게 반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 톤이 일정하지 않고 생기를 잃은 피부처럼 어둡고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광택이 없고 푸석한 느낌이 납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은 균일한 피부 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건강한 피부의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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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03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아기의 피부는 수분으로 가득 차있어 부드럽고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분은 2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40대에는 처음의 절반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부의 수분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여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됩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는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 피부의 수분량은 더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피부 속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여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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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04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킵니다
피부는 각 층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다른데, 표피층은 15~20%, 진피층은 70% 정도의 수분으로 구성됩니다.
수분 함량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자연보습인자(natural moisturizing factor; NMF) 의 한 종류인 인지질을 보호해주어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 조직의 변화를 유발하고 제대로 된 장벽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각질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기미, 잡티,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게 됩니다. 표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어 피부 장벽 기능을
안정화 시켜줌으로써 피부 트러블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피부에 수분만 제대로 공급해줘도 피부장벽이 강화되고, 각종 피부트러블,
탄력 및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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