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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UCARE 
 

기업&제품소개서 

 100% natural oil of the most similar to components of human skin structure 



1. Company Summary 

“(주)마유케어”는 기초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안전한 최상급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

에게 공급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Mayu Care is a cosmetic planning and development company dedicated to 

providing only the safest and highest quality products to our consumers 

and their families. 

또한, 당사의 원료사업으로 취급하는 “마유(馬油/Horse Oil)”는 프리미엄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공급업체이며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With our raw material business division recognized as the largest horse oil 

supplier in South Korea, we take pride in our world renowned premium 

products and materials.  



2. Business Scope / 사업부문 

자체 브랜드 
화장품 사업부문 

화장품 개발 컨설팅 
(OEM) 사업부문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마유케어 (Mayucare)” 브랜드로 일반유통용 기초화장품 Line-up 
      The brand “Mayucare” : Cosmetics for general distribution  
 “닥터M(Dr.M)” 브랜드로 피부관리샵 전용 스페셜 Line-up  
      The Brand “Dr.M” : Cosmetics specialized for skin care shops  

 국내,외 기업의 화장품 개발 컨설팅 수행 
     Cosmetics development consulting for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화장품 완제품 OEM 개발 및 생산 대행 
     Cosmetics production agent for OEM development and production  
     requests made b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화장품 원료 中 “마유(馬油/Horse Oil)”에 대한 국내,외 원료 공급 
Raw material supplier of “Premium Horse Oil (Raw cosmetic materials)” to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es 

Cosmetics Development Consulting (OEM) business unit 

Original brand Cosmetics business unit 

Cosmetics Raw Material business unit 



3. Product Configuration(제품 구성) 

자체 브랜드 
화장품 사업부문 

마유케어(Mayucare) 

닥터M(Dr.M) 

기초화장품 LINE 

Baby 화장품 LINE 

기능성 Pack LINE 

 Extra Rich Cream / Extra Rich Essence  / 
Extra Rich Oil Serum / Horse Oil Maskpack 

 Horse Oil Fresh Soap 
 All-in-one gel & Moisture Cream 

피부관리 전문가 LINE 

 Horse Oil Maskpack 
 기능성(Functional) Eye Patch / 주름개선 wrinkle improvement 

 피부관리shop 전문가용 Level special 제품 Line 
     Special cosmetics for skin care shop   
     ;; 프로그램별 제품구성 (Products by Skincare Program)   

 기능성 보습 Baby 전용 Cream (대리점 유통) 
     Functional moisturization for Baby care (Dealer distribution) 

Original brand Cosmetics business unit 

Basic Cosmetics Product Line 

Functional Pack Product Line 

프리미엄제품과 보급형제품 

Skin care specialist Line 

Baby cosmetics Line 

7+마유크림(100%) 

최상의 엑스트라급 프리미엄  
정제 마유 제품 
Highest premium grade 
refined horse oil product 



Extra Virgin Horse Oil이 만들어낸 
인간 피부친화적 Basic Cosmetic 

피부고민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Natural 
Science Cosmetic 

사람의 피부성분과 가장 흡사한 “Extra Virgin Horse Oil”이 만들어낸 피부 친화적 천연 컨셉 코스메틱 브랜드    

피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통해 탄생한 Natural Science 코스메틱!!  
피부의 자연적 생리활성을 통해, 피부의 기초를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로 재 탄생하는 전문가용 skincare 브랜드   

※ 브랜드 컨셉  



About “Horse Oil” 
마유(馬油) 



 5~6세기 중국의 도현경이 쓴 『명의별록』에는 말기름은 머
리카락을 나게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16세기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는 검버섯, 기미의 제
거, 거칠어진 피부의 치료, 근육 경련의 온화 등에 마유가 효과
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부질환이나, 화상 등 민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효능을 인정받아 현재는  
화장품원료로는 물론 식품원료로 등재 되어있어, 여러 가지 제
품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서도 마유의 효능에 대해서 기록
되어 있습니다. 

※ 4천년 역사의 마유(馬油) 

About Horse Oil (馬油) 



 마유는 사람의 피부(각질층의 세포 

간지질)의 성분과 가장 흡사하여  
불포화 지방산이 약 67%나 되며,  
비타민B1, B2, B6, B12, 비타민E  
등이 포함되어있고, 분자활동이 
활발하여 침투력이 높은 천연보
습오일입니다. 

사람 약  68%  
마유 약  67 % 매우 유사 

※ 마유(馬油) 란? 

About Horse Oil (馬油) 

사람 피부와 마유의 불포화지방산 구조 



국내 최초 True 마유(馬油) in 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First functional premium cosmetics made of true Horse Oil in 
Korea 

■ 마유(馬油) 의 주요 효능은! The main effects of ‘Horse Oil’ are! 
 
 보습 : 피부 속 유수분 보호 및 유지기능 
      Moisturization : protect and maintain oil and moisture inside the skin  
 혈행개선 / Improving blood circulation 
 항산화 방지(Antioxidants prevention): 노화방지(Anti-aging) 
 피부장벽 보호로 면역력 증가 
     Immunity increase by protecting skin barriers 
    ; 활발한 분자활동으로 피부 알레르기 및 염증을 억제 
       Inhibiting skin allergies and inflammation with active molecular activity 
 세포재생 촉진 / Promotion of cell regeneration 
    ; 색소침착 억제 및 제거로 피부톤 개선 
     Inhibiting pigmentation and improving skin tone 
 피부탄력 개선(Improving skin elasticity)으로 주름 억제(Wrinkle suppression) 
 아토피 개선 / Atopic improvement 





-참고고 고 1. 



■ 日本 교또꾸성형외과 사우스크리닉원장  
   임상결과 요약 (마유크림을 사용한 임상 테스트 결과) 

★아토피,화상,찰과상,피부자극손상,벌레 물려  
   긁은자국, 햇빛에 탄피부 ;; 
   78명 대상으로 4주간 임상 테스트 결과 
    65명이 개선 및 호전 / 83% 개선효과 입증 
 

★여드름 (침창성 좌창) 
   134명 대상으로 4주간 임상 테스트 결과 
    116명이 개선 및 호전 / 87% 개선효과 입증 
 

★습진/피부염군 
   4주간 임상 테스트 결과 
    개선 및 호전 / 70% 이상의 개선효과 입증 

‘닥터엠’ 마유에 관한 임상실험 결과요약 



※ 참고자료-2 (임상자료 번역본) 







※ 참고자료-2 (임상자료 번역본) 







※ 참고자료-2 (임상자료 번역본) 







※ 참고자료-2 (임상자료 번역본) 











※ 참고자료-2 (임상자료 번역본) 







※ 참고자료-3 (일본 규슈 대학병원 임상자료) 



※ 참고자료-3 (임상자료) 

보   습 

피부거칠음 

세정력 

재사용의사 

전체만족도 

※마유비누 만족도 조사표 

매우만족 만족 보통 



※ 참고자료-3 (임상자료) 



※ 참고자료-3 (임상자료) 

-마유의 지방산 -정상 피지 지질구성  

미리스틴산 팔미틸산 팔미톨레인산 스테아린산 올레인산 리놀산 

*마유와 피지의 불포화지방산구조 

※마유 도포후의 피부수분량 변화 

2시간후 4시간후 도포전 





벌레 물린 상처 회복(마유 도포 후 시간대별 회복) 

※시간대별 회복 

1번 사진 : 6시 56분 
 
2번 사진 : 7시 32분 
 
3번 사진 : 7시 36분 
 
4번 사진 : 9시 38분 

본 자료는 마유케어 소비자께서 
벌레에 물린 후, 제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사진을 시간대별로 찍어 
직접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About System 
마유케어의 시스템 



[Extra Virgin Horse Oil 원료 생산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방목(2년) 집중 시스템 관리사육(1년) 

馬脂분리 





※‘마유케어’ Natural & Safety System  
 ‘마유케어’ 만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제품의 생산 

철학으로 천연 및 안전 시스템 실현 
 오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진정한 천연 기능성 

화장품의 구현을 위해 탄생한 베이직 구조 

※ ‘마유케어’ 7 NO System  

원료에 대한 ‘마유케어’ 만의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
이 있습니다    

및 안정제 

7無 

인공색소 



※ 핵심효능 상호작용 시스템  
 ‘닥터엠’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성분의 융합적 효능의 극대화 실현 
 핵심원료의 주요 효능과 기능성 인증 성분들의 최적의 배합을 통한 기능의 시너지화    

 식물성 캐리어 Oil Complex 
- 보습 및 진정 

 천연식물성 추출물 Complex 
- 항균, 보습 및 피부개선 
 

 

 나이아신아마이드 
- 미백 인증성분 

 아데노신 
- 주름개선 인증성분 

 3-Peptide complex 
- 피부탄력 강화 
- 피부트러블개선 
- 피부세포 재생 

 

 Extra Virgin Horse Oil 
- 피부세포 활성화 
- 항균,항염작용 
- 피부트러블진정 
- 피부장벽 기능회복 

이중기능성 



※ 핵심성분의 주요인자 효능  
• 기능성 주요 제품라인에 적용되는 성분들의 주요 효능의 프로세스 
• 피부 자연적 생명력의 활성화 작용으로 근본적인 피부고민의 솔루션 시스템 구현  

 피부 유연작용 
 수분증발억제 
 피지분비억제 

리놀산 

팔미톨
레인산 

피부 

3-펩타이드
complex 

 항산화작용 및 피부톤개선 
 세포 재생 및 혈행 촉진  
 피부장벽 강화기능 

 강력한 항균,항염작용으로 피부보호 
 피부 트러블 진정효과 
 아토피 개선의 중요물질 



피
부
장
벽
기
능 

 피부 수렴 및 노화방지 
 보습 및 진정 
 피부 자생력 강화 

 피부탄력 강화 
 피부 트러블 개선 
 신속한 침투 도움  

식물성 
캐리어오일 

천연유래추
출물 

신속침투 

아토피 
개선 

피부세포 
활성화 

항균,항염 
작용으로 
피부보호 

피부장벽 
기능회복 

피부트러블 
진정효과 

세라마
이드 

Extra Virgin  
Horse Oil 



고기능성 자연치유 성분으로 Natural 시술 - Miracle Dr.M 

Dr.M Natural Ingredient & Effect  

팔미톨레산. 세라마이드 

올레인산. 리놀렌산 

리놀산 

피부 트러블 개선 
민감피부 개선 

피부세포 재생을 통한 
    피부 탄력 복원 

피부세포 활성화 촉진 
    (신속한 피부 침투력) 
세계 피부과학계에서 
    인정한 펩타이드 효능  

“스쿠알란” 
“마키다미아” 
“호호바”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카퍼트리펩타이드-1 
아세칠헥사펩타이드-8 
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Natural Oil System 

천연방부시스템 

주름개선 
피부미백 

<식약처 인증성분> 

※ Natural & Safety System 
 자극 및 유해물질 ZERO 
 식물성 천연방부 시스템 



▣ Dr.M Safety System 

구분 닥터엠 일반화장품 

방부제 천연유래 방부제 합성 방부제 

안전등급 안전 위험 

유화제 
(계면활성제) 식물유래 유화제 합성 유화제 

(석유 유래) 

안전등급 안전 위험 

향료 천연 에센셜 오일 합성 향료 
(케미컬) 

안전등급 안전 위험 

보습 및 영양성분 

천연 프리미엄 Horse Oil 
천연 스쿠알란 

식물성 케리어오일 
식물성 추출물 

디메치콘 
실리콘 계통오일 

식물성 오일 
식물성 추출물 

안전등급 안전 디메치콘 위험 

고기능성 자연치유 성분으로 Natural 시술 - Miracle  Dr.M 

※ Natural & Safety System 
 자극 및 유해물질 ZERO 
 식물성 천연방부 시스템 



‘닥터엠’ 제품소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 Skin regeneration (damaged skin)! 
 탄력과 주름개선!! /  Better elasticity and anti-wrinkle! 
 피부톤 개선을 통한 브라이트닝!! / Brightening through skin tone improvement! 
 7無를 추구하는 천연 기능성 기초 화장품  
    Natural functional basic cosmetics without 7 additives 
    無안정제, 無합성방부제, 無석유계면활성제, 無인공향료, 無색소, 
    無광물성오일,無합성오일 
    7 NOs (stabilizer, synthetic preservative, chemical surfactant, artificial flavor, artificial pigment, 
    mineral oil, synthetic oil) 
★ 고순도 프리미엄급 마유(馬油/Extra pure Horse Oil)와 주름개선  
    효능 펩타이드 3종 성분을 주성분으로 혼합된 최상의 다중 기능성 추구!  
     Extra pure premium Horse Oil(Extra pure Horse Oil) and anti-wrinkle improvement function  
     Best multi-functions from mixing three main ingredients of peptides! 
 
★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의 추가함유(식약청 인증성분) 
     Additional functional ingredients for whitening and wrinkle improvement   
     (FDA certified ingredients) 
 
★ 피부 침투력 및 보습기능 강화를 위한 천연 추출물 함유!!  
     Natural extracts for enhancing skin penetration and moisturization!!  

<전 제품 주요특징 / All products Common Features > 



7+ 마유크림100 
Extra Virgin Horse Oil 100% Cream  

피부세포재생 피부톤개선 알레르기개선 아토피개선 

[제품설명] 
피부속 생명력을 전달하는 자연의 선물! Extra Virgin Horse Oil Cream 100% 
세계 유일 시스템 환경의 플랜트 정제시설에서 고순도 화장품 원료 전용으로 탄생한 
Extra Virgin Horse Oil 
• 피부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갖는 성분으로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는 생리적 과정을 촉진시키
므로 피부재생을 돕는다. 

• 염증발생을 억제하여 피부치유를 촉진해 줄 뿐 아니라 핵심인자들이 피부 속에 효과적으로 
작용 해 피부의 탄력을 개선 

[주요특징] 
• 피부세포재생 : 핵심인자의 피부속 작용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어 탄력강화에 도움 
• 피부톤개선 : 피부속 활성화에 기여하여 피부세포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노화된 피부의 
빠른 재생을 도와주어 색소침착을 감소 시킬 뿐 아니라 잡티, 기미 등을 커버해 맑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 아토피개선 :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해 아토피 피부를 정상적으로 완화 & 개선 
• 화상 개선 : 혈행을 촉진하고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해 손상된 피부를 정상적으로 회복 
[사용법] 
• 소량(쌀알만큼)을 덜어 발라줌 
※기존 기초제품에 마유를 첨가 하여 사용하면 기제품의 효과가 상승됨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용량]  30ml / 1.02 fl oz 

호오스펫100% 

[핵심성분] 

Repair 
Line 

EXTRA VIRGIN 
 HORSE OIL 



엑스트라 리치 크림 
Extra Rich Cream  브라이트닝 피부탄력 피부재생 

피부속 생명력을 전달하는 자연의 선물-엑스트라 리치 크림 
Extra Virgin Horse Oil이 최적함량 함유되어있으며, 피부에 신속하게 흡수된 후 피부속으로 영
양을 공급해주며 탄력을 개선해주고 피부컨디션을 집중적으로 끌어 올려주는 실키한 라이트 텍
스처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 리페어 라인 
[주요특징] 
• 탄력개선 : Extra Virgin Horse Oil 의 인자가 피부밸런스 케어 및 견고한 피부장벽을 형성 
• 피부재생 : 핵심성분이 피부속 작용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어 활성화에 도움 
• 브라이트닝 : Extra Virgin Horse Oil의 작용과 미백인증 기능성성분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사용법] 
• 세안 후 토너 및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얼굴전체에 부드럽게 발라 줌 
• 매일 아침,저녁 사용 
※ ”마유크림100”과 블랜딩하여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용량]  50g  / 1.7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Repair 
Line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인삼추출물 녹용추출물 석류추출물 하수오추출물 달팽이점액 
여과물 

꿀추출물 금사연둥지 
추출물 

[주요성분] 

해바라기씨오일 오렌지껍질오일 스쿠알란 
마카다미 
아씨오일 

EXTRA VIRGIN 
 HORSE OIL 

자몽껍질오일 호호바씨오일 

유럽 인증 등록 제품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달팽이점액 
여과물 

꿀추출물 금사연둥지 
추출물 

[주요성분] 

해바라기씨오일 오렌지껍질오일 스쿠알란 
마카다미 
아씨오일 

자몽껍질오일 호호바씨오일 

엑스트라리치 에센스 
Extra Rich Essence  피부톤 개선 피부장벽개선 유수분발랜스조절 

Repair 
Line 

칙칙했던 피부가 브라이트닝 효과로 생동감을 되찾는다! 
유해한 활성산소 증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Extra Virgin Horse Oil과 천연식물추출물
등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생기와 활력을 되찾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에센스 
[주요특징] 
• 유수분발랜스조절 : 불필요한 유분을 조절하고 필요한 수분을 촘촘히 채워 유수분의 균
형으로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 

• 피부장벽개선 : 피부에 생성된 주름을 줄이고 피부의 상처회복 및 재생효과 
• 피부톤개선 : 색소침착을 억제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광채피부를 선사 
[사용법] 
•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 후 사용 
• 손 바닥에 덜어 누르듯이 얼굴전체에 흡수 시켜 줌 
[용량]  50㎖  / 1.7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유럽 인증 등록 제품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달팽이점액 
여과물 

꿀추출물 금사연둥지 
추출물 

[주요성분] 

해바라기씨오일 오렌지껍질오일 스쿠알란 
마카다미 
아씨오일 

자몽껍질오일 호호바씨오일 

엑스트라리치 아이엔넥크림 
Extra Rich Eye & neck Cream 주름개선 피부탄력 색소침착억제 

Repair 
Line 

Extra Virgin Horse Oil 에서 탱탱함의 비밀을 찾다!! 
고순도 Extra Virgin Horse Oil 최적량과 주름 개선 성분의 함유로 눈가 및 입주위와 목의 
주름 및 탄력개선에 도움을 주는  멀티 리프트-업 솔루션 크림 
[주요특징] 
• 피부탄력 : 핵심성분과 주요성분의 결합을 통해 피부속 작용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
시키며 탄력강화에 도움 

• 주름개선 : Extra Virgin Horse Oil의 핵심인자와 영양성분이 주름개선 성분과 결합
하여 피부세포를 활성화하고 영양을 주어 노화된 피부의 빠른 재생을 도움 

• 색소침착억제 : 색소침착을 억제하며 맑고 투명한 피부로의 회복에 도움을 줌 
[사용법] 
적정 부위에 소량씩 가볍게 두드려 흡수 시킵니다, 얼굴 전체 사용 가능 
※’마유크림100’과 블랜딩하여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영양공급 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
니다 
[용량]  50㎖  / 1.7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유럽 인증 등록 제품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리프레쉬 토너 
Refresh Toner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달팽이점액 
여과물 

꿀추출물 금사연둥지 
추출물 

[주요성분] 

오렌지껍질오일 자몽껍질오일 

주름개선 피부결정돈 색소침착억제 
Moisture 

Line 

더욱 강화된 피부케어 기능으로 탄생한 진정 솔루션 
• Extra Virgin Horse Oil과 인증된 기능성 원료가 피부결을 정돈하여 줍니다. 
• 피부 생기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토너 
• 산뜻하고 가볍고 촉촉하게 윤기가 돌고 끈적임 없이 흡수 
[주요특징] 
• 피부결 정돈 : Extra Virgin Horse Oil과 인증된 기능성 원료가 피부결을 정돈하여 줍니다 
• 색소침착억제 :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줌 
• 미백,주름개선:인증된 기능성 원료와 Extra Virgin Horse Oil이 결합하여 효과를 더해줌 
[사용법] 
세안 이나 목욕 후 얼굴과 몸 전체에 골고루 흡수시켜줍니다. 
[용량]  500㎖  / 17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리프레쉬 모이스처라이징 겔 
Refresh Moisturizing Gel 

모란추출물 황금추출물 달팽이점액 
여과물 

꿀추출물 금사연둥지 
추출물 

[주요성분] 

오렌지껍질오일 자몽껍질오일 

주름개선 피부미백 수분공급 
Moisture 

Line 

ALL IN ONE적 개념의 보습 수분크림! 
• 피부속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모이스처라이징겔 
[주요특징] 
• 수분공급 : 불필요한 유분을 조절하고 필요한 수분을 촘촘히 채워 유수분의 균형으로 매끄
러운 피부결을 선사 

• 주름개선 : Extra Virgin Horse Oil의 영양성분과 식약처 인증 주름개선 성분이 함유 
• 피부미백 : 색소침착을 감소 시킬 뿐 아니라 미백에 도움을 줌 
[사용법] 
• 세안 이나 목욕 후 얼굴과 목 또는 전신에 부드럽게 발라 줍니다 
• 건조한 계절에는 Extra Virgin Horse Oil 이나 엑스트라리치크림을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100㎖  / 3.4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유럽 인증 등록 제품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수면크림 
Sleeping Mask Cream 주름개선 피부미백 

Repair 
Line 

크림 팩으로 하룻밤 사이의 피부변화!! 
당신이 잠든 사이, 리치하고 밀착감이 탁월한 유효성분들이 세포재생이 원활한 밤사이 피
부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여 잠자는 사이 탱탱하고 촉촉하고 밝
은 피부로 되살려 윤택한 피부톤으로 가꾸어 줌 
[주요특징] 
 주름개선 : Extra Virgin Horse Oil과 아데노신 성분이 피부에 생성된 주름을 개선 
 피부미백 : 피부를 맑고 환하게 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투명한 광채피부를 선사 
 영양공급 : 다양한 천연 추출물과 보톡스의 대용품인 멀티펩타이가 낮 동안에 지친피부
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 

[사용법] 
취침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전체와 목에 골고루 펴바르고 두드
려 흡수시켜 주고 그대로 수면을 취합니다(닦아내지 않습니다) 
[용량]  250㎖  / 8.5 fl oz 
[미백,주름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힐링 마사지크림 
Healing Massage Cream 피부탄력 브라이트닝 

Repair 
Line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부드러운 마사지크림 
부드러운 밀착감과 발림성이 탁월한 텍스쳐가 유효성분을 피부에 공급하여 피부에 집중적
이고 지속적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결을 정돈 
[주요특징] 
 피부탄력 : Extra Virgin Horse Oil과 아데노신 성분이 피부에 생성된 주름을 개선 
 브라이트닝 : 색소침착을 감소 시킬 뿐 아니라 잡티, 기미 등을 커버해 눈에띄게 개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선사 

[사용법] 
부드럽게 도포 후 스며들때까지 마사지 
[용량]  500㎖  / 17 fl oz 

카퍼트리펩타이드 아세칠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호오스펫 

[핵심성분] 

EXTRA VIRGIN 
 HORSE OIL 



크린징 효소파우더 
Enzyme Cleansing Powder 

옥수수전분 파파인 

[주요성분] 

피부노폐물 제거 보습과 피부유연 

[주요특징] 

열대과일에서 추출된 단백질 효소와 곡물의 전분이 세안을 통

하여 각질과 피부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보습을 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프리미엄 딥크린징 파우더 

[용량]  100g  / 3.53 fl oz 

Pack 
Line 

유럽 인증 등록 제품 



편백수 페이셜스파 
CY+Treatment Spa 

피부 노폐물 
제거 

면역력강화 

[주요특징] 

 편백나무 추출수와 천연유래의 추출물이 항균작용과  

 피부면역력을 강화하여 피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용량]  1,000㎖  / 34 fl oz 



마치현추출물 편백수파우더 호호바씨오일 

[주요성분] 

히노키 힐링파우더 
Hinoki Facial Powder Mask 피부톤 맑게 피부결 최적유지 

머드의 천연 미네럴과 편백파우더가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는 천연 파우더 
 
[주요특징] 

해조추출물과 머드의 천연 미네럴 성분, 그리고 항염작

용이 있는 편백파우더가  최적의 피부결을 유지하는데 

도움 

[용량]  1,000g  / 35.3 fl oz 

Pack 
Line 



마치현추출물 편백수파우더 호호바씨오일 

[주요성분] 

히노키 힐링파우더 
Hinoki Facial Powder Mask 피부톤 맑게 피부결 최적유지 

머드의 천연 미네럴과 편백파우더가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는 천연 파우더 
 
[주요특징] 

해조추출물과 머드의 천연 미네럴 성분, 그리고 항염작

용이 있는 편백파우더가  최적의 피부결을 유지하는데 

도움 

[용량]  1,000g  / 35.3 fl oz 

Pack 
Line 



마유 클렌징 비누 
Horse Oil Cleansing Soap 

30여년 비누 장인의 손길을 거친 비누로,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이 피부노폐물을 효율적 으로 제거하고, 

보습을 주며 화학적 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아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유 생크림비누  
[용량]   100㎖ / 3.4 fl oz 

고용량 마유(약55% 함유)가 피부 영양공급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각질은 녹여주고 수분은 유지 
 
 
마유 콜라겐비누  
[용량]   100㎖ / 3.4  fl oz 
 고용량 마유(약30% 함유)가 피부 영양공급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콜라겐으로 탄력을 유지시키고 피부노화방지 
 세라마이드 성분과 각종 불포화지방산으로 보습,탄력,모공수축, 손상된피부회복에 도움 
 
 
마유 죽탄비누  
[용량]   100㎖ / 3.4  fl oz 
 고용량 마유(약30% 함유)가 피부 영양공급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죽탄과 목초액이 함유되어 항균,소취효과와 피부트러블과 여드름 피부에 도움 



아이’스 크림 
I’s Cream 보습 

[용량] 150㎖ / 5.0 fl oz 
[제품 주요특징] 
 - 어린이 부터, 남녀 모든 연령대,  
특히 민감하고 약한 피부를 가진분을 위한  
아주 순한 보습 영양 크림입니다. 
[제품 핵심효능] 
 -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특히 보습  
효과가 좋은 보습&영양 크림입니다. 
 - 천연 식물성 추출물과 천연 오일이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예민한 피부 

네이버 검색 : 아이스크림 크림 

네이버 쇼핑 만족률 99%, 평점 4.9, 소비자분들의 극찬!! 

유럽 인증 등록 제품 

2019.10월 기준 



파우치세트 

[구성] 3종 구성 
 
1. 엑스트라리치 크림 
2. 엑스트라리치 에센스 
3. 엑스트라리치 아이엔넥크림 



구분 제품명 효과 사용방법 소요시간 

클렌징 ‘마유’  
생크림바 피부속 보습유지 ‘마유 생크림바’를 거품을 내어 러빙 후 1~2분 

후 닦아낸다 5분 

스켈링 효소 
파우더 

피부각질제거 
모공속 노폐물제거 

‘효소파우더’를 편백수와 함께 거품을 내어 얼굴
에 도포한 후 랩을 씌우고 온타올을 올린다 5분 

진정/보습 리플레쉬  
토너 피부 진정&보습 화장솜에 적당량을 묻혀 닦아낸다 2분 

매뉴얼 
테크닉 

 
힐링 마사지크림 

피부 혈액순환  
면역력 증강 
항염,항노화 
세포재생촉진 

힐링 마사지 크림으로 부드럽게 매뉴얼 테크닉 
실시한 후 리프레쉬 토너로 가볍게 닦아낸다 10분 

영양 침투,재
생 마유 100% 크림 피부재생 및  

세포 활성화 
마유 100% 크림을 소량 펴 발라, 부드럽게 
러빙해 준다. (피부타입에 따라 사용량 조절) 

10분 

슬리핑 
케어 수면크림 영양침투,  

브라이트닝&진정 
수면크림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도포한 후, 
기다리는 동안 데콜테를 관리한다. 10분 

마스크 히노끼 힐링파우
더 

영양침투촉진 
진정&수축 
리프팅 

편백수와 혼합하여 얼굴에 거즈를 깔고 스파츌
라로 펴 바른 후 10~15분 후 제거한다 

10~15분 

※ 마무리 
영양 침투,재

생 

리프레쉬 토너 & 
엑스트라리치 3종

(BB크림) 

피부재생 및  
세포활성화 
주름탄력회복 
리프팅&브라이트닝 

리프레쉬 토너 → 엑스트라리치 3종을 에센스, 
아이앤넥크림, 리치크림 순서로 침투 시킨 후 
BB크림으로 마무리 한다. 

5분 

“매직 안티에이징” 크리닉 프로그램 

※ 고객의 피부상태에 따라 타제품을 응용하여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관리프로그램> 



감사 합니다 ! 
주식회사 마유케어 
 

본사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3가길 19  
지사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마포현대하이엘오피스텔 1416호 
대표전화 : 02-764-3303 
문의메일 : mayucare7@naver.com 
www. Mayu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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