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eraseⓇ Gentle Daily Cleanser 200ml

키너레이즈Ⓡ 젠틀 데일리 클렌저 200ml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며, 순하고 부드럽게 메이크업 잔여물과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제품사용방법

1. 미온수로 얼굴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2. 2~3회 펌프 분량을 덜어 약 2분 정도 마사지하듯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세안합니다.

3. 물로 씻어내어 줍니다.

KineraseⓇ Hydrating Anti-Oxidant Mist 200ml

키너레이즈Ⓡ 하이드레이팅 안티-옥시던트 미스트 200ml

건조한 피부를 즉시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언제나 활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알로에베라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키네틴과 히알루론산이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제품사용방법

1. 아침과 저녁, 클렌징 후에 화장솜에 제품을 뿌려서 목과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내어 주세요.

2. 건조한 피부에 수시로 뿌려주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KineraseⓇ C6 Peptide Intensive Treatment 30ml

키너레이즈Ⓡ 씨식스 펩타이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30ml

비타민 C를 함유하여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녹차 추출물과 비타민 E 성분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있게 가꾸어 줍니다.

▶제품사용방법

1. 아침과 저녁 세안 후, 3~5회 펌프하여 손가락 끝에 덜어내고, 얼굴과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 줍니다.

건성, 복합성,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KineraseⓇ 란?
Kinetin + Erase의 합성어로서, 인간의 세포 추출물과 DNA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생물학적 

성장인자인 키네틴 (Kinetin, N6-furfuryladenine)이라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최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전문적인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키너레이즈Ⓡ 는 노화 및 유해환경에 의해 손상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 피부에 근원적인 힘을 부여하여,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노화의 과정에 따라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모든 여성들에게 
적합하며,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극심한 건조에 시달리는 유아에게도 안전하고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 및 사용순서



KineraseⓇ Lotion 40ml, 80ml

키너레이즈Ⓡ 로션 40ml, 80ml

키네틴을 함유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꾸어 줍니다. 
임상실험결과 피부 수분 손실율 (TEWL)이 최대 26% 감소하고 피부에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용방법

1.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KineraseⓇ Cream 40g, 80g

키너레이즈Ⓡ 크림 40g, 80g

키네틴을 함유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꾸어 줍니다. 임상실험결과 
사용 14일째부터 피부 장벽 강화, 손상피부 개선, 피부 탄력 및 
진피치밀도, 혈행, 피부 밝기 개선 등의 노화 완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제품사용방법

1.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KineraseⓇ Eye Cream 15g

키너레이즈Ⓡ 아이크림 15g

키네틴을 함유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가꾸어 주고, 눈 주위의 연약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시켜 주며,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제품사용방법

1.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눈 주위를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발라줍니다.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민감성 피부 또는 모든 피부용

제조판매업자 : 인비다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삼성동) 성담빌딩 12층   [제품 문의처 : 080-09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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