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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지 스킨케어 콜렉션 키트

제품번호 42691309

회원가격 127,000원

SK
IN

 C
A

RE C
O

LLEC
T

IO
N



The natural philosophy of

* Verage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True Earth"란 뜻 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진정한 선물을 버라지 스킨케어로 느껴보세요.

rev-age
피부를 생각하는 진화된 식물 테크
놀로지가 피부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드립니다.You can see and feel

NATURALLY

SKIN CARE COLLECTION

Skin balance
천연 보습인자를 함유한 식물 성분 
들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주어 피부 속 깊은 목마름을 해소     
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From Nature
천연 자연에서 온 식물 추출물들이
피부를 더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자연이 전하는 놀라운 힘을 피부로
느껴보세요.

CPTG essential oil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도테라의 CPTG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건강한 자연의 향기를 
피부에전달합니다.



with essential oils of WILD ORANGE, MELALEUCA, AND BASIL

cleanser

버라지 클렌저

버라지 클렌저로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관리를 시작하세요. 버라지

클렌저는 모공에 낀 노폐물은 물론 피부 표면의 메이크업 잔여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세안 후에도 촉촉한 느낌을 오래도록 선사합니다.

버라지 토너

피부 톤과 탄력,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PTG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언제 어디서든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미스트 겸용 

토너로 다음 단계에 사용할 제품들이 피부에 더 잘 흡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피부 청정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함유

멜라루카, 오렌지, 바질 에센셜 오일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활성제

코코넛과 올리브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자극없이 안전

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촉촉한 클렌저

올리브 오일이 피부에 보습감을 더해주고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인한

수분손실을 막아줍니다.

매일 아침, 저녁 물기 있는 얼굴에 소량 덜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미온수로 헹궈줍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용
방법

매일 아침,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합니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피부에 가볍게

뿌려준 뒤 손으로 두들겨 흡수시켜 줍니다. 하루 중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

마다 수시로 뿌려줍니다.

사용
방법

toner

피부 순환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함유

일랑일랑, 사이프레스, 코리앤더,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

식물 보습성분

위치하젤과 알로에베라 잎 주스가 피부를 보호하고 메마른 피부에

수분을 전달합니다.

미스트 타입 토너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말라카이트 추출물이

피부의 유· 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with essential oils of YLANG YLANG
CORIANDER, CYPRESS, AND PALMAROSA

제품번호 37381309

회원가격 37,000원

제품번호 37391309

회원가격 32,000원



with essential oils of FRANKINCENSE,
HAWAIIAN SANDALWOOD,
LAVENDER, MYRRH, HELICHRYSUM, AND ROSE

with essential oils of JASMINE, GERANIUM,
SEA BUCKTHORN BERRY, AND JUNIPER BERRY

salubelle hydrating serum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식물 테크놀로지와 살루벨 에센셜 오일 블렌드가 

함유된 버라지의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은 피부 표면에 나타난 다양한

세월의 흔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으로 최상의 피부컨디션을 회복하세요.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는 에센셜 오일 함유

프랑킨센스, 하와이안샌달우드, 라벤더, 미르, 헬리크리섬,

로즈 에센셜 오일

피부를 생각하는 식물 테크놀로지 L22

피부 표면의 지질 성분과 유사한 L22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최상의 피부 컨디션 회복

L22 성분은 올리브 오일의 식물성 스쿠알렌과, 호호바, 마카다미아

오일이 과학적인 설계에 의해 재 탄생한 복합 지질 성분으로 최상의

피부 컨디션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버라지 토너 사용 후 얼굴과 목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쓸어올리듯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모든 피부타입에 적합한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는 CPTG 에센셜 오일은

물론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피부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피부 표면에 녹아든 다양한 세월의 흔적을 

완화하여 생기있고 밝은 피부로 거듭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 사용 후 소량을 얼굴에

덜어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쓸어올리듯 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moisturizer

피부 탄력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 함유

자스민, 제라늄, 씨벅톤베리,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식물 보습성분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E 지방산과 쌀겨 오일, 다양한 식물 추출

성분들이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피부를 가꿔줍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의 최적의 성분 조합은 피부 속 깊이 침투하여

피부를더 촉촉하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제품번호 37401309

소비자가격 94,000원

제품번호 37411309

소비자가격 43,000원



cleanser ingredients toner ingredients

성분명 기능 원료 등급 피부 자극 여부 우리의 제품

정제수 베이스 물 없음

데실글루코사이드 계면활성제 식물 없음

라우릴글루코사이드 계면활성제 식물 없음

글리세린 보습제 식물 없음

프룩토실코코에이트/
올리베이트

계면활성제 식물 없음

잔탄검 점증제 식물 발효물 없음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벤질알코올 천연 보존제 식물
농도가 짙을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음

안전한 농도로 사용하며
합성원료가 아닌 식물에서 추출함

코코-글루코사이드 계면활성제 식물 없음

글리세릴올리에이트 계면활성제 식물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음

농도와 양이 매우 적음

소듐레볼리네이트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당귤껍질오일(오렌지) 에센셜 오일 오렌지 껍질 감광성 자극에 주의 클렌저로 소량 사용함

소듐아니세이트 항균제 식물 없음

티트리잎오일(멜라루카) 에센셜 오일 멜라루카 잎 없음

소듐파이테이트 안정제 식물 없음

바실오일(바질) 에센셜 오일 바질 잎(허브) 없음

비터오렌지추출물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탄제린추출물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당귤껍질추출물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아스코빅애씨드 항산화제 식물 없음

시트릭애씨드 안정제 식물 없음

락틱애씨드 pH조절제 식물 발효물
농도가 짙을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음
다른 성분들에 의해
중화되어 안전함

토코페롤 항산화제 식물
합성원료의 경우

농도에 주의가 필요함
안전하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하였음

성분명 기능 원료 등급 피부 자극 여부 우리의 제품

정제수 베이스 물 없음

알로에베라잎즙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프로판디올 베이스 식물 없음

위치하젤수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헵틸글루코사이드 클렌저 식물 없음

에탄올 화장품 수렴제 식물
섭취시

문제가 될 수 있음

섭취시에 주의가 필요함.
합성원료일 경우 농도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우리 제품은
식물에서 추출하였음

글루코닉애씨드 보습제 식물 없음

카퍼피씨에이 보습제 식물 없음

데실글루코사이드 유화제 식물 없음

소듐벤조에이트 천연 보존제 식물
민감한 피부에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함
안전한 농도로 사용되었으며
천연 원료에서 추출하여 안전함

소듐하이드록사이드 pH조절제 미네랄
알칼리성 성분으로

pH농도에 주의가 필요함
첨가된 다른 성분들과 함께

화장품의 안전한 pH 농도를 조절함

고수씨오일(코리앤더) 에센셜 오일 씨앗 없음

솔잣나무오일(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 잎 없음

팔마로사오일(팔마로사) 에센셜 오일 허브 없음

일랑일랑꽃오일(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꽃 없음

말라카이트추출물 항산화제 미네랄 없음

화장품 전성분 안전도 등급

매우 위험 높은 농도에서 매우 위험함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음

비교적 안전함 매우 안전함

* 표시된 안전도 등급은 도테라 자체 기준이며 피부 민감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ydrating serum ingredients moisturizer ingredients

성분명 기능 원료 등급 피부 자극 여부 우리의 제품

호호바오일 / 
마카다미아씨오일에스터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스쿠알렌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피토스테릴마카다미에이트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피토스테롤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토코페롤 항산화제 식물
합성원료의 경우

농도에 주의가 필요함
안전하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하였음

유향유(프링킨센스) 에센셜오일 수지 없음

마운틴산달우드목부오일
(하와이안샌달우드)

에센셜오일 나무 없음

라벤더오일(라벤더) 에센셜오일 꽃 없음

몰약오일(미르) 에센셜오일 수지 없음

에버라스팅꽃오일
(헬리크리섬)

에센셜오일 꽃 없음

다마스크장미꽃오일(로즈) 에센셜오일 꽃 없음

성분명 기능 원료 등급 피부 자극 여부 우리의 제품

정제수 베이스 물 없음

알로에베라잎즙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프로판디올 베이스 식물 없음

코코넛알칸 연화제 식물 없음

글리세린 보습제 식물 없음

콩오일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폴리글리세릴-
10디스테아레이트

연화제 식물 없음

세티아릴알코올 안정제 식물 없음

타피오카스타치
폴리메칠셀세스퀴옥산

점증제 식물 없음

보리추출물 피부유연제 식물
글루텐 민감 반응에
주의가 필요함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은 추출물임

글리세릴스테아
레이트시트레이트

연화제 식물 없음

쌀겨오일 피부유연제 식물
오염된 원재료에서

추출한지에 대한 주의 필요
오염되지 않은 원재료에서
추출하여 안전함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연화제 식물 없음

쉐어버터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잔탄검 점증제 식물 발효물 없음

황백추출물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백단향추출물(샌달우드) 피부유연제 식물 없음

베타인 보습제 식물 없음

코코-카프릴레이트/
카프레이트

연화제 식물 없음

포타슘소르베이트 천연보존제 식물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음
안전한 농도로 사용되었으며 천연 재료
에서 추출한 식품등급의 원료를 사용함

도송열매오일(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 식물 없음

글리세릴운데실리네이트 연화제 식물 없음

산자나무커넬오일(씨벅톤베리) 에센셜 오일 식물 없음

흰목이버섯포자낭과추출물 보습제 식물 없음

파이틱애씨드 안정제 식물 없음

커먼자스민꽃오일(자스민) 에센셜 오일 꽃 없음

센티드제라늄꽃오일(제라늄) 에센셜 오일   식물 없음

화장품 전성분 안전도 등급

매우 위험 높은 농도에서 매우 위험함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음

비교적 안전함 매우 안전함

* 표시된 안전도 등급은 도테라 자체 기준이며 피부 민감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