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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수를 말하다 |

빛나는 꿈의 피부를 우러르다

설화수가 인삼 연구에 쏟은 오랜 집념은 노화에 맞설 수 있는 미의 근간을 이루었다.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이 담긴 자음생 라인을 만난 피부는 절로 밝아져 찬란한 빛을 머금는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자 음 생 에 센 스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인삼의 뿌리와 줄기, 잎에서 얻은 진귀한 

안티에이징 성분과 혁신적이고 미세한 

인삼씨 오일 캡슐인 진세니스피어TM가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강력한 탄력을 

선사한다. 피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고 잔주름을 개선해 매끈하고 

또렷한 피부 바탕을 경험할 수 있다. 

조밀하고 풍성한 인삼씨 오일 캡슐은 

풍부한 영양을 선사하고 수분감 가득한 

젤 타입 에센스가 산뜻하게 흡수되어 

인삼의 생명력을 오롯이 전한다. 

50ml 20만원 

How to use 1회 사용량을 펌핑한 후, 

양볼-이마-턱 순으로 나누고 영양과 

수분이 피부 깊이 흡수되도록 인삼 캡슐을 

터트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른다.

구리와 검은색 아크릴 소재의 두 개 원을 

결합한 거울은 Nina Cho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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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 생 크 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몸의 기력이 쇠할 때 보약으로 활기를 채워주듯 피부에는 자음생크림이 보약 같은 활력을 선사한다. 인삼 뿌리에서 

찾은 안티에이징 성분이 피부 자생력을 키우고 인삼 꽃에서 얻은 피부 방어력 성분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피부는 스스로 살아나는 활력으로 채워진다. 얼굴 인상을 좌우하는 노화감정 존까지 관리해 생기가 

도는 우아한 표정을 만들어준다. 같은 효능을 담고 있지만 묵직하거나 산뜻한 사용감 두 가지 제품(오리지널, 

라이트)을 선보여 피부 상태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60ml 25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크림 단계에서 적당량 취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바른다.

자 음 생 아 이 에 센 스 마 스 크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Serum Mask

인삼 속 수분과 영양 성분을 응축시킨 증삼수TM와 인삼 뿌리의 핵심 안티에이징 성분인 컴파운드 K를 담아 눈가에 

생기와 탄력을 선사하고 주름까지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마스크다. 혁신적인 더블 래핑 하이드로겔 시트는 

차원이 다른 밀착력과 흡수력, 쿨링감을 선사하고 안대형 디자인이 눈가 전체에 깊은 휴식을 전한다. 8매 7만5천원

How to use 아이에센스마스크가 고르게 밀착될 수 있도록 코 안쪽부터 얼굴 바깥쪽으로 지긋이 눌러 덮은 뒤 

20~30분간 휴식을 취하며 사용한다. 마스크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은 에센스를 두드려 산뜻하게 흡수시킨다.

자 음 생 아 이 크 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EX

연약한 눈가 피부에 찾아온 노화와 주름을 홍삼에서 찾은 안티에이징 성분과 인삼의 뿌리와 꽃에서 찾은 자생력과 

방어력으로 관리해준다.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탄성력을 키우고 롤링할수록 밀착되어 크림을 피부에 붙인 듯 

매끈하고 탄탄하게 마무리된다. 20ml 18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 밑에 3~4개 점을 찍듯이 나누어준 다음, 약지를 이용해 

작은 원을 그리듯 흡수시킨다. 눈두덩은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약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펴 바른다. 손가락에 남은 

잔여물은 미간 부분에서 이마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마무리한다.

왼쪽 페이지 다양한 기하학 모양의 메탈 소재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는 Nina Cho 작가.

오른쪽 페이지 황동과 구리 소재의 기하학 모양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와 웨이브 모양의 명함 꽂이는 모두 Nina Cho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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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is Sulwhasoo’s sapiential secret to removing any sign of aging on the skin. It contains 
Ginsenomics™, the outcome of a comprehensive study of all the leaves, stems, flowers, and 
berries of globally recognized Korean ginseng that used to be thrown away, in addition to 
popular roots. Sulwhasoo’s study on ginseng has utilized the latest skin science technology to 
defend the skin’s youthful appearance from wrinkles and aging. It starts with the thorough 
penetration of Compound K, the source of energy found in ginseng roots that has been 
developed with the patented Bio-conversion Technology™. Sulwhasoo found Re in the 
ginseng flowers which fortifies the skin’s defense system, and extracted high-concentration 
Ginsenoside Rd for resilience from leaves and stems. Ginsenisphere™, the innovative 
technology used to capture hard-to-stabilize ginseng seed oil in fine capsules, allows long-term 
nourishment and moisturization. The essence of Sulwhasoo’s ginseng studies is comprehensive 
and complete, playing key roles in the different products of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for unmatched anti-aging solution.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provides the energy and resilience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rough the power 
of ginseng. It is Sulwhasoo’s precious gift to realize the dream of naturally radiant skin.

자음생라인  자음생 라인은 피부의 나이를 잊게 하는 설화수의 슬기로운 비책이다. 세계적으로 인

정받은 한국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잎과 줄기, 꽃과 열매에 이르기까

지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진세노믹스TM 성분을 담았기 때문이다. 설화수의 인삼 연구 노하우

는 최첨단 피부 과학 기술과 만나 주름과 노화로부터 피부 젊음을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는 인삼 뿌

리에서 찾은 에너지의 근원인 컴파운드 K를 특허 기술인 바이오컨버전 기술로 고스란히 담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삼 꽃에서는 피부 방어력을 강화하는 Re 성분을 찾았고, 

잎과 줄기에서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진세노사이드 Rd를 고농도로 추출해냈다. 안정화가 어려

운 인삼씨 오일을 미세한 캡슐에 담는 혁신적인 기술인 진세니스피어TM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영양

감과 보습력을 선사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설화수의 인삼 연구 결정체들은 자음생라인

의 다양한 제품에서 핵심 성분으로 사용되며 독보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인삼의 내공

을 고스란히 담아 범접할 수 없는 기운과 탄력을 선사하는 자음생 라인은 스스로 빛나는 꿈의 피부

를 완성해주는 설화수의 고귀한 선물이다. 

황동 소재의 웨이브 모양 거울 ‘The Bent Mirror Series’는 Nina Cho 작가.

자 음 생 페 이 셜 오 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Facial Oil

설화수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인삼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담아 건조한 피부에 탄탄한 윤기와 생기를 선사한다. 

동백씨유, 해바라기씨유, 해송자오일, 마유(참깨유), 행인오일 

등 천연 유래 오일의 조합이 깊은 보습으로 피부를 감싼다. 

20ml 13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자음생크림 전 단계에서 1회 

펌핑하여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바른다. 아침 시간에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소량을 손바닥에 펴 바른 후 얼굴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 흡수시킨다.

 

백 옥  보 석  마 사 저
Luxury White Jade Massager

귀한 백옥을 정교하게 연마해 만든 마사저로 한방 이론에 

근거한 지압 효과를 바탕으로 피부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마사지 후 한층 맑아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고, 

얼굴부터 목 라인, 팔과 다리 등을 살짝 꼬집듯이 마사지하면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해주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