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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he Radiant Beauty Cosmetic Brand NACIFIC

Signature

FRESH
HERB
ORIGIN

항산화 특허성분인 세피캄을 함유하여 안티에이징과 유수
분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프레쉬 허브 오리진 네시픽 대표
라인
含有抗氧化专利成分Sepicalm,有抗老化效果以及保持油水
平衡的在Nacific最 有代表性的新鲜香草Origin基础3种产品
线

Nacific’s Three Fresh Herb Origin Basic Makeup Line focusing
on the
balance of water and oil and the anti-aging process with its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 SEPICALM.

집중적으로 피부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스페셜하게 관리해
Special
care

줄 수 있는 서브라인

Special Subline for the concentrated skin care.

对需要集中管理皮肤的部位，进行特别管理的辅助产品线

Cleansing

매일 사용해야하는 클렌징이 자극없이 순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렌징라인
帮助需要每天使用的洗面奶，更加低刺激，纯洁干净的洗面
奶产品线

CLEANSING Line to make the skin smooth and
flawless throughout the day without irritation.

피토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대표성분으로 함유되어 자연스럽게 피부
를 밝고 화사하게 도와주는 화이트닝 라인
含有植物烟酸成分，自然地使皮肤色变白，更闪亮的美白产品线

WHITENING Line in order to make the skin more brilliant
naturally due to its main component, Phyto Niacinamide.

고농축으로 추출한 그린시카 콤플렉스로
문제성 피부를 도와주는 여드름성 피부케어 라인
从高浓缩提取的绿色化合物帮助解决有问题性肌肤，痘痘肌肤护理系列

Acne-prone skin care line that helps the troubled skin with
high-enriched Green Cica complex

REAL
FLORAL

진짜 꽃잎이 함유되어 사용하기 순하고
부드러운 리얼 플로럴 라인
含有自然花瓣，纯洁又柔软的真花产品线

Soft and Mild Real FLORAL Line with real flower petals.

FRESH
SOAP

향기테라피와 동시에 말끔하게
세안을 도와주는 페이스 클렌징 솝라인
通过香味治疗，帮助洗脸的洗面奶产品线

Face Cleansing Soap Line helping to thoroughly cleanse
the skin through aroma therapy

데일리 피부케어에 간편한 도구와 데일리홈케어 스페셜라인

Convenient tools for daily skin care and daily home care

对护肤无法缺少的美容工具

special line

PHYTO
NIACIN
FRESH CICA
PLUS CLEAR

SPECIAL
CARE

Fresh Herb Origin Line
프레쉬 허브 오리진 세럼
FRESH HERB ORIGIN SERUM
항산화 특허성분(세피캄)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2층상으로 오일과 수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세럼
SERUM providing effective anti-aging with its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 [SEPICALM] and asisting in
balancing water and oil in two phases
50ml / \29,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토너
FRESH HERB ORIGIN TONER
항산화 특허성분(세피캄)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팅처공법으로 한 방울씩 카렌둘라를 추출한 고농축 영양토너
Highly-enriched Nutrient TONER providing effective anti-aging
With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s [SEPICALM] based on
Extracted calendula with the tincture method
150ml / \24,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크림
FRESH HERB ORIGIN CREAM
항산화 특허성분(세피캄)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3중 레이어공법으로 수분증발 방지에 효과적인 수분크림
Moisture Cream providing effective anti-aging with its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 (SEPICALM) and keeping moisture from
evaporating in three phases.

50ml / \30,000

Phyto Niacin Whitening Line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에센스
PHYTO NIACIN WHITENING ESSENCE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도와주는 대나무수가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만나 환하고 맑은 피부로 도와주는 에센스
Essence making the skin more brilliant due to the
bamboo water and Niacinamide turning your dull skin
into beautiful skin.
50ml / \29,000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토너
PHYTO NIACIN WHITENING TONER
식약처 고시 미백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5%함유되어
Made white™ 솔루션과 만나 수분유지와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는 토너
TONER providing moisture maintenance and whitening with Made white™
and 5 percent of Niacinamide, a whitening component officially approved by
the Min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0ml / \24,000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톤업크림
PHYTO NIACIN WHITENING TONE-UP CREAM
밝고 깨끗한 매끄러운 피부표현에 효과적이며
끈적임이나 밀림없이 피부베이스 연출을 도와주는 크림
Non-sticky cream making the skin
more brilliant and smooth.

50ml / \29,000

Fresh Cica Plus Clear Line
프레쉬 시카 플러스 클리어 세럼
FRESH CICA PLUS CLEAR SERUM
센텔라아시아티카 3가지가 고농축 된 그린시카가 함유된
워터홀딩제형으로 수분유지와 피부개선에 도움을 주는 세럼
Serum that helps maintaining moisture and improving
skin with water-holding texture which contains Green
Cica of 3 high-enriched Centella Asiatica
50ml / \29,000

프레쉬 시카 플러스 클리어 토너
FRESH CICA PLUS CLEAR TONER
센텔라아시아티카 3가지가 고농축 된 그린시카가 함유된
다공성파우더가 피지와 유분을 잡아 피부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
Toner that sets the skin balance by controlling sebum and oil with
porous powder which contains Green Cica of 3 high-enriched
Centella Asiatica
150ml / \24,000

프레쉬 시카 플러스 클리어 크림
FRESH CICA PLUS CLEAR CREAM
센텔라아시아티카 3가지가 고농축 된 그린시카가 함유되어
문제성 피부를 꼼꼼히 매끈하게 케어해주는 크림
Cream that makes troubled skin thoroughly smooth with
Green Cica of 3 high-enriched Centella Asiatica

50ml / \30,000

Fresh Herb Origin / Cleansing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클렌징 폼
FRESH HERB ORIGIN CLEANSING FOAM
카렌둘라 꽃수 함유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코코넛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저자극 클렌징을 도와주는 클렌징폼
CLEANSING Foam cleansing for sensitive skin with its
coconut vegetable surfactant helps to calm the skin
with calendula water.
150ml / \18,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클렌징 오일
FRESH HERB ORIGIN CLEANSING OIL
동백오일이 윤기를 부여해 매끄럽고 고운 피부표현을 도와주며
순수 식물성 성분들이 메이크업을 산뜻하고 부드럽게 지워주는 클렌징오일
CLEANSING Oil making the skin smoother and softer due
to the camellia oil and removes makeup easily with its pure
vegetable ingredients.
150ml / \32,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클렌징 워터
FRESH HERB ORIGIN CLEANSING WATER
미셀라 입자가 자석처럼 노폐물을 끌어당겨 제거해주며
카렌둘라 꽃수 함유료 촉촉함과 산뜻함을 동시에 부여해주는 클렌징워터
CLEANSING Floral water that provides moisture for the
skin to make it fresh and clean and remove skin waste with
patented Micellar particles.

300ml / \18,000

Fresh Herb Origin / Make Up

프레쉬 허브 오리진 커버 쿠션 21호
FRESH HERB ORIGIN COVER CUSHION #21 Light Beige
네시픽의 시그니처 제품인 오리진 세럼을 성분을 담은 쿠션으로써
민감성&트러블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3중 피부 톤 코렉팅으로 정확하고 균일하게 발리는 고밀착 커버쿠션
It is a cushion containing the ingredients of Origin Serum, a signature
product of the Nacific, and can be used safely in the sensitive &trouble skin.
It is a high-tight cover cushion that applied accurately and uniformly with
triple skin tone corrector.
12g / \28,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커버 쿠션 23호
FRESH HERB ORIGIN COVER CUSHION #23 Natural Beige
네시픽의 시그니처 제품인 오리진 세럼을 성분을 담은 쿠션으로써
민감성&트러블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3중 피부 톤 코렉팅으로 정확하고 균일하게 발리는 고밀착 커버쿠션
It is a cushion containing the ingredients of Origin Serum, a signature
product of the Nacific, and can be used safely in the sensitive &trouble skin.
It is a high-tight cover cushion that applied accurately and uniformly with
triple skin tone corrector.
12g / \28,000

Fresh Herb Origin / Special care
프레쉬 허브 오리진 코튼토너
FRESH HERB ORIGIN COTTON TONER
워터젯공법으로 고압축한 100% 순면패드가 위치하젤 수와
카렌둘라 수를 가득 머금어 피부에 부드럽게 토너를 공급해주는 패드 토너
PAD TONER providing a toning effect to the skin due to the
100% cotton pad, which is highly compressed by the water
jet method, with the water of witch hazel and calendula.
70ea / \25,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아이크림
FRESH HERB ORIGIN EYE CREAM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만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며 연약해진 피부 곳곳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수분까지 케어해주는 크림
Cream providing Whitening and Wrinkle Improvement
and making itself absorbed into the delicate skin
smoothly with Niacinamide and adenosine.
30ml / \30,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선블록
FRESH HERB ORIGIN SUN BLOCK
세범클리너와 포어클리너 성분으로 피지조절과 모공케어에 효과적이며
백탁현상을 줄여 UVA+UVB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혼합자차 선크림
Organic Sunblock making the skin more healthy and
strong against UVA+ UVB by reducing white cast and
providing sebum control and pore care.

50ml / \20,000

Real Floral Line / Calendula

리얼 카렌둘라 플로럴 토너
REAL CALENDULA FLORAL TONER
카렌둘라 꽃잎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어 꽃잎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신선한 수분공급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토너
TONER providing fresh moisture and calming effect to the
dried sensitive skin due to the nutrients of calendula leaves.

180ml / \24,000

리얼 카렌둘라 플로럴 에어크림
REAL CALENDULA FLORAL AIR CREAM
카렌둘라 꽃잎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어 꽃잎에서 나오는 수분영양분이
연화공법으로 피부에 그대로 흡 수되어 공기처럼 가볍게 발리는 크림
CREAM providing the moisture and nutrients of
calendula leaves to the skin and softening the skin.

100ml / \30,000

Real Floral Line / Rose

리얼 로즈 플로럴 토너
REAL ROSE FLORAL TONER
장미 꽃잎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어 꽃잎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가져다주는 토너
TONER providing vitality and energy to dull skin
due to the nutrients of real rose leaves.

180ml / \24,000

리얼 로즈 플로럴 에어크림
REAL ROSE FLORAL AIR CREAM
장미 꽃잎이 실제로 함유되어 있어 꽃잎에서 나오는 생기영양분이 연화공법으로
피부에 그대로 흡수되어 공기처럼 가볍게 발리는 크림
CREAM providing the healthful nutrients of real
rose leaves to the skin and softening the skin.

100ml / \30,000

Real Floral Line / Cherry Blossom

리얼 플로럴 체리블라썸 토너 리미티드 에디션
REAL FLORAL CHERRY BLOSSOM TONER LIMITED EDITION
세롤라타 체리꽃 추출물 60%와 핑크 비타민 B12(시아노코비야민)가 함유되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
시켜주는 리미티드 에디션 토너
It contains 60% cerolata cherry flower extract and pink Vitamin B12
(Cyanocobylamine) to protect the skin from harmful environment and
soothe the irritated skin by strengthening the skin barrier.
180ml / \24,000

Glow Intensive Line / Bubble

글로우 인텐시브 버블토너
GLOW INTENSIVE BUBBLE TONER
세안 후 피부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케어해주고 5중 히알루론산(소듐하이알루로
네이트)이 함유된 조밀한 미세 버블이 부드러운 워터토너로 녹아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어 세안 직후 날아가는 수분을 빠르게 지켜주는 수분 광채 토너
After washing the face, it cleans up the residue of the skin. A dense fine
bubble containing five-layer hyaluronic acid, (sodium hyaluronate) that
dissolves deep into the skin with a soft water toner to protect the moisture
that flies quickly after washing.
180ml / \24,000

글로우 인텐시브 버블에센스
GLOW INTENSIVE BUBBLE ESSENCE
미세 버블에서 광채 에센스로 변하는 더블액션 제형으로 비타-콤플렉스10 성분
이 피부 톤을 화사하게 가꾸어주고 5중 히알루론산(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이 피
부에 수분을 충전시켜 물 머금은 듯 쫀쫀한 영양감을 선사해주는 보습 광채 에센
스입니다.
It is a double action type that changes from a fine bubble to a shing color
essence. The Vita-complex10 nourishes skin tone beautifully and hyaluronic
acid (Sodium hyaluronate) fills skin with moisture, giving it a strong sense of
nutrition as if it stays in water.
100ml / \30,000

Special Care
프레쉬 허브 오리진 마스크 팩
FRESH HERB ORIGIN MASK PACK
욕세럼의 항산화 성분 및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낸
촘촘한 바나나섬유 조직시트 마스크 팩
Close stitched banana fiber tissue sheet
mask pack that contains the antioxidant
component and know-how of Yok Serum
27g / 1ea / \5,000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마스크 팩
PHYTO NIACIN WHITENING MASK PACK
나이아신아마이드와 Made White™의 최적의 배합이 담긴
투명하고 밀착력이 강한 엘로스 원단시트 마스크 팩
Ellose fabric sheet mask pack which contains
optimal mix of niacin amide and Made White™ is
transparent and has a strong adhesive power

25g / 1ea / \5,000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클리어 스팟패치
FRESH HERB ORIGIN CLEAR SPOT PATCH
얇은 베벨 타입의 피부 보호 패치로 상처에서 삼투성 유출을 흡수하고 습한 환경
을 조성하여 딱지 형성을 억제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집중 스팟케어 패치
A thin beveled protection patch absorbs osmotic effusions from wounds and
creates a wet environment to help curb scab formation and minimize scar.
As the air is smooth with a circular type that can be waterproof, the skin is
not burdened and it effectively cares the skin by blocking external
contamination.
10mm x 9ea + 12mm x 9ea / 18ea / \5,000

Special Care
프레쉬 핑크카밍 솝
FRESH PINK CALMING SOAP
피부진정과 유수분밸런스를 맞춰주는 칼라민파우더가
민감한 피부고민부위를 말끔하게 관리해주는 핸드메이드 솝
Hand-made Soap cleaning sensitive skin delicately due to the
powder of calamine, which calms the skin and balances the
water and oil of the skin.
100g / \20,000

프레쉬 티트리 솝
FRESH TEA TREE SOAP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피지조절을 해주는
티트리잎오일이 유수분밸런스를 맞춰주는 핸드메이드 솝
Hand-made Soap controls the balance of water and oil
due to the tea tree leaf oil, which helps to calm sensitive skin
and control unnecessary sebum.
100g / \20,000

프레쉬 EM 솝
FRESH EM SOAP
유익한 영양분 EM효소가 피부친화력이 높아 빠른 흡수를 도와주며
부드러운 쉐어버터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을 도와주는 솝
Soap providing excellent moisture for the skin due to the
added shea butter and helping create better skin all
around due to its nutritious EM enzymes.

100g / \10,000

Fresh Herb Origin Line / Miniature Products

프레쉬 허브 오리진 토너 샘플
FRESH HERB ORIGIN TONER SAMPLE
항산화 특허성분(세피캄)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팅처공법으로 한 방울씩 카렌둘라를 추출한 고농축 영양토너 샘플
Highly-enriched Nutrient SAMPLE TONER providing effective anti-aging
With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s [SEPICALM] based on
Extracted calendula with the tincture method
30ml

프레쉬 허브 오리진 크림 샘플
FRESH HERB ORIGIN CREAM SAMPLE
항산화 특허성분(세피캄)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3중 레이어공법으로 수분증발 방지에 효과적인 수분크림 샘플
SAMPLE Moisture Cream providing effective anti-aging with its patented
antioxidation component (SEPICALM) and keeping moisture from
evaporating in three phases.
12g

Phyto Niacin Whitening Kit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키트
PHYTO NIACIN WHITENING KIT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스페셜 화이트닝 솔루션
special Whitening solution that brightens the dull skin
1EA / \38,000

프레쉬 EM 솝
FRESH EM SOAP
EM 효소와 우유추출물로 피부를 매끈하고 모공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딥 클렌징.
Making skin smooth and clean for deep inside of waste matter in pores with
EM enzymes and milk extract
30g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토너
PHYTO NIACIN WHITENING TONER
묽고 투명한 토너수가 피부의 갈증을 해소하여 촉촉한 피부를 완성
Watery and Transparent toner relieves thirst of the skin to form
moisturinzing for the skin
30ml

Phyto Niacin Whitening Kit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에센스
PHYTO NIACIN WHITENING ESSENCE
피부의 수분 구조와 유사한 대나무수가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충전시켜주고 피부
톤및 잡티개선
Bamboo water, which is similar to the moisturizing structure of the skin, fills
dry skin with moisture and improves skin tone and blemish.
10ml

피토 나이아신 화이트닝 톤업크림
PHYTO NIACIN WHITENING TONE-UP CREAM
끈적임과 밀림 없이 밝고 매끄러운 피부베이스 연출을 도와주는 즉각 미백크림
Instant whitening cream which helps to create a bright and smooth skin
without sticky or pushy.
20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