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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BIO

연혁 History

당신의 피부에 자연의 신선함과 상쾌함을 선사하세요

1998

- 연지곤지화장품 설립, 화장품 전문샵 운영

당신의 곁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기업

2008

- 내츄럴상사 설립, 화장품 도매, 유통 및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판매

2013

- 내츄럴코스메틱코리아 상호변경, 국내 . 외 화장품 수출시작

NATURALBIO

2014

- 국내 면세점 및 화장품 전문매장에 유통 수출 지역 확대 (중국, 베트남, 필리핀)

2015

- 제조, 생산공장 공동운영,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등록 수출지역 확대 (카자흐스탄, 대만, 홍콩, 몽골)
- 중국 귀주성 MOU 체결 (한국관 및 해외 관리관 총괄업무)
- 자사 브랜드 출원, COSIMA 상표권 등록

2016

- 자사 브랜드 수출 확대
(미국, 러시아, 중국, 필리핀, 홍콩, 카자흐스탄, 대만, 베트남 외 해외 12개국 판매 및 진행중)
- (주) 내츄럴바이오 법인 설립

2017

- 연구소, 벤처 기업 등록
-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록

조직 Organization

대표이사

연구소

관리부

물류1팀

생산부

물류2팀

생산1팀

영업부

생산2팀

국내영업1팀

해외영업2팀

사업현황 Business status

해외사업 Oversea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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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몽골
키르키즈스탄

미국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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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01

중국

미얀마

홍콩
대만

베트남

엄격한 품질관리로
신뢰성 구축

타켓 소비자에 따른
제형 설정
필리핀

04

02

추가적 요구
컨셉적용

03

최적의 원료 선정

타켓 시장별
용량 결정

기초제품류

클렌징제품류

세제류

스킨, 로션 (남.여)

클렌징폼

세탁세제

클렌징크림

바디클렌져

섬유유연제

마사지크림

버블바스

주방세제

영양크림

여성청결제

향균탈취제

에센스

쉐이빙젤

생산설비 Production facilities
연구소

원료 보관실

정제수 시설

단발 충진기 설비라인

제조 가마

튜브용기 충진시설

포장 라인

포장실

바디로션
핸드크림
수딩젤
마스크팩
필오프팩
마사지팩
젤리팩

헤어제품류
헤어샴푸
헤어린스
헤어에센스
헤어트리트먼트
헤어젤

SKIN CARE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글로벌 뷰티아이콘
아름다운 소녀라는 뜻의 합성어이며
아름다움을 꿈꾸는 모든 여성에게 소녀시절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뷰티 브랜드

프리미엄 골드 에센스

프리미엄 골드 100% 스네일

풍부한 영양과 보습,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순도 99.9% 금 함유

• 150ml

• 無인공색소 / 無광물성 오일 / 無파라벤 / 無벤조페논
• 300ml

순도 99.9% 금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피부 활성화 (피부 주름 방지와 주근깨

순도 99.9% 금이 피부의 유해물질 해독과 피부질환예방 / 피부정화를 시켜주며,

개선), 이온 작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촉진 (피부노화 방지와 기미 개선), 유독성
물질의 해독작용과 피부정화에 효과적이며, 수용성 콜라겐과 병풀추출물이 함유
되어 수분 손실을 막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에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부여합니다.

달팽이 점액에 함유 되어있는 생리활성물질이 노화를 방지하고 (안티에이징)
탄력있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덜어 피부의 건조하고 민감해진 부분에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카보머, 트리에탄올아민 등

수딩&모이스쳐 알로에베라 100% 수딩젤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덜어 얼굴, 몸의 건조하고 민감해진 부분에 수시로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트리에탄올아민, 카보머, 달팽이 점액, 향료, 디소듐디티에이, 사과추출물 등

순수미인 오이수딩젤

알로에 수딩젤로 산뜻하고 촉촉한 피부!

BODY&FACE / CUCUMBER SOOTHING GEL

• 벤조페논 無첨가 / 인공색소 無첨가

• 300ml

• 300ml

알로에 점액은 뛰어난 보습제로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며 피부노화, 잡티
제거, 여드름 방지, 피부소염, 염증, 색소침착방지,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외부 습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분을 유지시켜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덜어 얼굴, 몸의 건조하고 민감해진 부분에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알로에베라잎즙, 메칠파라벤, 향료 등

그늘지고 푸석해진 피부에 신선한 오이원액이 수분을 채워주어 피부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원액 성분이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자외선 노출로 예민해진
피부에 빠르게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한 피부 결을 유지, 피부진정, 붓기 완화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성분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 탄력 있게 가꾸어 줍니다.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덜어 얼굴, 몸의 건조하고 민감해진 부분에 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부틸렌글라이콜, 카보머, 피이지-60,하이드로제나이티드캐스터오일 등

시크릿 코르셋 맑은 허니벌꿀 앰플

시크릿 코르셋 맑은 허니벌꿀 크림

주름+미백기능성 함유

주름+미백기능성 함유

• 8ml

• 60ml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주며 프로폴리스 성분 함유로
피부의 유물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며 윤기와 탄력 그리고
보습으로 노화방지에 탁월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주며 프로폴리스 성분 함유로
피부의 유물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보 호하고 진정시키며 윤기와 탄력 그리고
보습으로 노화방지에 탁월합니다.

사용방법

적당량의 내용물을 덜어 건조부위에 부드럽게 펴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사용방법

적당량의 내용물을 덜어 건조부위에 부드럽게 펴발라 흡수시켜 줍니다.

아르간 에센셜 딥케어 헤어 퍼퓸 샴푸

발효 흑마늘 두피케어 헤어샴푸

한방 샴푸

극손상모발 개선 헤어샴푸!

건강한 두피, 활력있고 풍성한 머리카락!

가늘고 약한 모발을 집중케어 모발을 볼륨있고 풍성하게!

HAIR CARE

• 유기농 아르간 오일 함유

• 발효 흑마늘 성분 함유

• 모발 윤기, 코팅 / 건강한 모발 유지 / 모발 세정

• 1000ml

• 1000ml

• 1500ml

01. Argan Essential Deep Care Hair

풍부한 양의 아르간 오일과 천연비타민E(토코페롤)이 함유되어 두피를 진정시켜
주며 극손상 모발에 영양공급과 코팅막을 형성하여 수분과 영양의 손실을 막고
모발 한올 한올 윤기나고 부드러운 머리 결을 선사해주고 황산화 (안티에이징)
기능과 세정효과가 탁월한 제품입니다.

발효 흑마늘 성분은 각종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항균, 살균,
면역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윤기있는 머리결로 가꾸어줍니다. 풍성한 거품이 부드럽게 도포되어
두피의 딥클렌징, 가려움증, 냄새제거, 각질제거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어 약하고
가는 모발에 수분막을 형성하여 부드럽고 풍성한 모발로 성장시켜 줍니다.

인삼과 각종 한방성분이 모발부터 모공(모근) 깊숙이 영양을 주어 집중케어 하고
감초성분이 세정작용을 하여 모근 강화, 가늘고 약한 모발에 볼륨감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어 탈모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02. Fermented black garlic scalp care
03. Oriental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 한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정제수, 암모늄라우레스셀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코카마이드엠이에이,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등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디메치콘, 효모/마늘효모
여과물, 스테아레스-2 등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 한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전성분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디메
치콘, 스테아레스-2, 스테아레스-20 등

아르간 에센셜 딥케어 헤어 2in1겸용 샴푸

발효 흑마늘 두피케어 헤어 2in1겸용 샴푸

한방 2in1 겸용샴푸 (샴푸+린스)

극손상모발 개선 2in1겸용 샴푸+린스

건강한 두피, 활력있고 풍성한 머리카락! (샴푸+린스)

가늘고 약한 모발을 집중케어 모발을 볼륨있고 풍성하게!

• 유기농 아르간 오일 함유

• 발효 흑마늘 성분 함유

• 모발 윤기, 코팅 / 건강한 모발 유지 / 모발 세정

• 1000ml

• 1000ml

• 1500ml

풍부한 양의 아르간 오일과 천연비타민E(토코페롤)이 함유되어 두피를 진정시켜
주며 극손상 모발에 영양공급과 코팅 막을 형성하여 수분과 영양의 손실을 막고
황산화(안티에이징)기능 및 모발이 매끄럽고 윤기나게 하여 모발 엉킴과 끊어짐을
방지하는 효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샴푸와 린스의 혼합 제품으로 각각의
효능이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고 빠르게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흑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체내의 지질과 결합하여 각종 세포들을 활성화
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윤기있는 머리결로 가꾸어줍니다.
두피의 딥클렌징, 가려움증, 냄새제거, 각질제거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어 약하고
가는 모발에 촉촉한 수분막을 형성하여 부드럽고 풍성한 모발로 성장시켜주며
샴푸와 린스의 혼합 제품으로 각각의 효능이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간편하고 바르게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인삼과 각종 한방성분이 모발부터 모공(모근) 깊숙이 영양을 주어 집중케어 하고,
모근 / 모발강화, 윤기, 코팅감을 주고, 감초성분이 세정 작용을 하여 모근강화,
가늘고 약한 모발에 볼륨감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어 탈모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샴푸와 린스의 혼합제품으로 각각의 효능이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고 빠르게 케어 해주는 제품입니다.

사용방법
전성분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 한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어 줍니다.
정제수, 암모늄라우레스셀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코카마이드엠이에이 등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사용방법

적당량을 손에 덜어 젖은 모발과 두피에 거품을 내어 충분히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줍니다.

전성분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디메치콘, 효모/마늘효모여
과물, 스테아레스-2 등

전성분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디메치콘, 효모/마늘효모여
과물, 스테아레스-2 등

아르간 에센셜 딥케어 헤어팩

발효 흑마늘 트리트먼트 헤어팩

한방 트리트먼트 헤어팩

극손상모발 개선 트리트먼트 헤어팩!

건강한 두피, 활력있고 풍성한 머리카락!

가늘고 약한 모발을 집중케어 모발을 볼륨있고 풍성하게!

• 유기농 아르간 오일 함유

• 발효 흑마늘 성분 함유

• 모발 윤기, 코팅 / 건강한 모발 유지 / 엉킴, 끊어짐 개선

• 1000ml

• 1000ml

• 1500ml

풍부한 양의 아르간 오일과 천연비타민E(토코페롤)이 함유되어 두피를 진정시켜
주며 극손상 모발에 영양공급과 코팅 막을 형성하여 수분과 영양의 손실을 막고
황산화(안티에이징) 기능 및 모발을 윤기나게하며 모발 엉킴과 끊어짐을 방지
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모발로 가꾸어 주는 효능이 탁월한 모발영양제입니다.

흑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유기농 오일의 상승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과
각종 세포들을 활성화 시켜주어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각종 유기농 오일과 한방성분이 모발부터 모공(모근) 깊숙이 영양을 채워 가늘고
약한 모발을 집중 케어 하여 모근, 모발강화, 윤기, 코팅기능으로 볼륨 있고 풍성한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더욱더 건강하며 부드럽고 윤기 있는 머리결로 만들어줍니다.

모발로 가꾸어 줍니다. 각종 한방성분의 해독작용과 진정작용으로 두피의 열을
가라앉혀주며 세포재생을 도와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탈모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방법

샴푸 후 모발을 미온수로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모발에 마사지 하듯 바르고
충분히 헹구어 줍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 마사지후 2-3분간 방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용방법

샴푸 후 모발을 미온수로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모발에 마사지 하듯 바르고
충분히 헹구어 줍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 마사지후 2-3분간 방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용방법

샴푸 후 모발을 미온수로 충분히 적신 후 적당량을 모발에 마사지 하듯 바르고
충분히 헹구어 줍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 마사지후 2-3분간 방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전성분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다메치콘,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미네랄오일, 동백오일 등

전성분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다메치콘,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미네랄오일, 동백오일 등

전성분

정제수, 세테아릴알코올, 다메치콘,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미네랄오일, 동백오일 등

MASK PACK
제주농장 감자 마스크팩

제주농장 오이 마스크팩

제주농장 로열젤리 마스크팩

제주농장 레몬 마스크팩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거칠어진 피부를 비타민C와 함께 윤택하게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있게

비타민C로 피부를 건강하고 탱탱하게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감자 추출물, 향료 등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오이추출물, 향료 등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로열젤리추출물, 향료 등

전성분

정제수, 비타민 나무열매 추출물, 향료 등

다량의 감자 추출물과 미용성분을 함유한 감자 마스크팩은 열에 지치고 자외선
으로 달아오른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 및 진정 효과를 줍니다. 또한, 그을린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주며, 각종 영양성분과 강한 보습 성분이
지치고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오이에는 풍부한 수분과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내부의 열을 내리게
하고 자외선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를 완화시켜주며, 특히 보습력이 좋아 건성
피부에 좋습니다. 또한 오이에 함유되어있는 색소성분인 염록소는 비타민C와
함께 피부에 작용하여 피부를 윤택하게 유지해줍니다.

로열젤리에는 10HDA, 폴라보노이드, 핵산, 데칸산, 효소 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외부환경과 스트레스 등으로 지치고 거칠어진 피부에 비타민C 및 유효성분들이
지친 피부에 생기를 주어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또한 하이루
론산, 천연 허브추출물이 피부에 보습과 영양감을 부여하고 장시간 동안 촉촉
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제주농장 녹차 마스크팩

제주농장 홍삼 마스크팩

제주농장 달팽이 마스크팩

제주농장 알로에 마스크팩

거칠어진 피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거칠어진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달팽이 점액 추출물로 피부를 보호하고 부드럽게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녹차 추출물, 향료 등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홍삼 추출물, 향료 등

전성분

프로필렌글리콘, 달팽이 점액여과물, 향료 등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알로에 추출물, 향료 등

녹차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데킨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성분이 피부의
유해 산소를 차단시켜주어 피부의 진정 및 수렴효과를 부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피부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어 장시간 동안 피부
톤을 밝고 투명하게 가꾸어 주며 녹차 속의 카페인과 탄닌은 집중력을 향상
시켜줍니다.

다량의 홍삼 추출물과 각종 미용성분을 함유한 홍삼 마스크팩은 탄력이 없는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며, 또한 피부 청정 및 수렴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 줍니다.

달팽이 점액 추출물과 EGF 성분 함유로 효과적으로 피부를 복원시키고 피부
영양을 풍부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며, 알로에베라 성분의 천연 추출물 함유로
피로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충분한 수분공급을 통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어주며 생체조직에 적합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알로에는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염증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세포 재생과
피부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줍니다. 알로에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액질의
다당류는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서, 알로에 채취 후 공기
중에 두어도 수개월 동안 죽지 않는 강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으며 알로에 속에
포함된 각종 영양성분과 강한 보습성분이 스트레스로 지치고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제주농장 코엔자임 마스크팩

제주농장 콜라겐 마스크팩

제주농장 해조 마스크팩

제주농장 태반 마스크팩

거칠어진 피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거칠어진 피부를 밝고 탱탱하게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미백효과가 있고 주름을 개선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탄력개선 / 수분공급 / 맑은피부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 1회용 1매 / 25g

전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유비쿼논, 향료 등

피부의 턴 오버를 도와주어 외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주고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여 젊고 생기있는 피부를
가꿔줍니다. 코엔자임은 세포의 필수 비타민으로 우리 몸 속 세포가 에너지
원(APT)을 만드는 과정에 기여하는 자연성분이며 효소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효소 입니다.

전성분

정제수, 하이드로라이즈드콜라겐, 향료 등

피부 친화력이 우수한 마린 콜라겐은 지치고 거친 피부에 우수한 미용효과를
부여하고 탱탱하고 밝은 피부를 가꾸어 드립니다. 콜라겐은 면역기능을 향상
시키고,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보습력 유지를 통하여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전성분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콘, 해초추출물, 향료 등

피부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해조마스크 팩은 다량의 수분을 공급
하여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하고 피부 탄력을 증대 시키고 피부세포에
산소를 공급하여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주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로 회복시켜 드립니다.

전성분

정제수, 콩피토플라센타추출물, 향료 등

태반은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하여 미백작용을 나타내고
표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보습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세포분열을 활성화
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름을 개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