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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ature mist

NEROLI & ROSE  

The moisture you need
 Natural aroma oils
 No skin dryness

About
BEAUDIANI

뷰디아니는 '아름다운'의 프랑스어 Beau와 '사슴'을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 Diani의 합성어입니다.

패밀리 코스메틱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단순히 매일 사용되어지는 화장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며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화장품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뷰디아니는 자연주의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며,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뷰디아니는 후원단체를 통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아이가 미래에 또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질 것 입니다.

beautiful ‘Beau’ + deer ‘Diani’

 Beauty goes Natural

Name of our brand ‘Beaudiani’ is a compound word  of Beau, a French term  
for ‘Beauty’, and Diani, an Native American term for ‘Deer’.

Our brand is aiming for family-sharing cosmetic. We are hoping our 
products to be not just a daily used cosmetic products, but more like family-sharable,
 memory creating, and even become a part of customer’s nostalgia.  For this reason,

 we manufacture all cosmetic products based on natural ingredients, 
and put all of our effort to create memorable products.

 Beaudiani donates a part of his earnings to children 
who are suffering through a support group. We will also be very interested in 

getting a good education in a better environment through a wider channel.
 And we will try to form a virtuous circle

 that can help other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children. 



4 5

뷰디아니의 기본 제품은 특히 성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우수한 보습력으로 피부 깊숙이 진정 효과를 주며 피부균형과 

유분밸런스의 조화를 오래 잘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Beaudiani's basic products contain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o it is a cosmetic product 
that anyone can use it. It gives the skin a deep soothing feeling with excellent moisturizing power, 

it helps maintain skin balance and oil balance at the same time as skin sedation. 
It gives the skin a deep soothing feeling with excellence.

refresh here!

지친 내 피부를 위한

첫 수분, 마일드 토너

산뜻하고

 마일드한 에센스
남녀노소 꼭 필요한 성분만 

담은 아쿠아 플루이드

가볍게 사용하는 고영양

고농축 고보습 크림

빠른 흡수력과 끈적거리지 않는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에 수딩

감을 부여하고 보습 및 피부 진

정 성분과 함께 수분을 피부에 

전달과 동시에 들뜨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This toner provides a soothing 
feel to the skin through fast 
absorption and a non-sticky re-
freshing feel. It soothes flaky, 
sensitive skin by delivering 
moisture to the skin with 
its  moisturizing,  soothing 
ingredients.

Light Texture + Watery Feel 로 부

담감 없는 산뜻한 사용감이며, 미

세 수분막이 형성되는 고분자 네

트워크로 피부 각질케어와 보습

관리에 도움을 주고, Micro Silk 

Moisture 캡슐기술로 촉촉한 수 

분감과 피부 근원 케어를 동시 구

현한 한 방울의 집중 보습효과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Refreshing and mild essence 
provides a refreshing and 
watery feel with light texture. 
It provides dead skin cell care 

essence soothes the skin with 
an intensive moisture effect 
that moisturizes and provides 
skin base care.

툭 터져 나오는 넘치는 수분감

에 보습 지속력까지 겸비한 피

부 근원 케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미니멈하고 마일드한 느낌

으로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지

만 피부 깊숙이 영양성분을 공

급합니다.

A minimum, gentle formula in 
a light refreshing feel provides 
nourishment deep into the 
skin.  The lasting moisture 
takes care of the base on skin 
with abundant moisture.

천연보습성분 함유로 우수한 고

보습력과 뛰어난 피부 친화성으

로 쫀쫀하고 밀착감있는 발림성

을 가지며 영양을 가득 공급합

니다.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 
provides abundant nourishment 
and a highly moisturizing effect 
to the skin with its excellent 
adherence and application.

MAKE ME MOIST

260ml
50ml

50ml

50ml

THE FIRST MOISTURE for
YOUR TIRED SKIN

REFRESHING
and MILD ESSENCE

AQUA FLUID CONTAINS ONLY 
NECESSARY INGREDIENTS

H I G H LY  M O I S T U R I Z I N G 
CREAM for EVERYDA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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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미스트 / 로즈페이셜미스트 / 네롤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당근씨 오일을 베이스로 건성 / 지성피부 케어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풍부한 수분감을 부여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또한, 은은한 아로마 향이 기분좋은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refresh here!

AROMA MIST

뷰디아니 기본 제품은 착한 성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Beaudiani's basic products contain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o it is a cosmetic product that anyone can use it.

Facial Mist RoseFacial Mist Neroli

Neroli aromatherapy effect Rose aromatherapy effect

It uses aroma oil helpful for dry / oily skin and a base  of carrot seed oil which helps to make skin 

aroma oil fragrance helps to uplift mood.

로즈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여 정서를 완화하고 마음에 활

력을 불어주며 여성호르몬 밸런스 조절 및 안티에이징 등 로즈 

아로마 테라피 효과

비터오렌지꽃 네롤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며 두통 및 

긴장 완화 등 네롤리 아로마 테라피 효과

Rose-scented Essential Oil imported from ICAA England relieves 
stress and revitalizes the mind. It adjusts the female hormone balance 
and provides an anti-aging effect.

Neroli-scented Essential Oil imported from ICAA England relieves 
stress, soothes the mind, and reduces headache and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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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MASK

PUMPKIN MASK

뷰디아니 꿀 마스크팩은 추출한 천연보습성분인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주며, 친환경적인 100% 셀룰로오스 리프로스 원단과 꿀 에센스가

 잘 어우러져 투명하게 밀착되며 에센스가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뷰디아니 호박 마스크팩은 호박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 주며,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회분홍의 카테킨으로 만든 특별한 시트가 호박 에센스와 시너지 효과를 주어 하루

종일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매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Queen’s bee royal honey mask with propolis

Pumpkin mask

추출한 천연 보습 성분인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에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며 

촉촉한 보습효과를 주어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에 많이 함유되었다고 알려진 영양과 보습에 좋은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

어 밝고 화사한 피부로 가꾸어 주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지친 피부를 매끈하고 

탱탱하게 해줍니다.

지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천연 보습  

성분 프로폴리스 꿀 마스크팩

카테킨과 호박 추출물이 만나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부여하는 호박 마스크팩

BEAUDIANI Honey Mask Pack contains propolis which is a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 
extracted from honey, giving nutrients and moisture to dry and rusty ski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100% cellulose leaf fabric and honey essence are well-matched so 
that it has excellent adhesion, transparency and the essence is absorbed well on the skin.

BEAUDIANI Pumpkin Mask Pack contains the beta carotene extracted from 
pumpkin to make your skin clear and bright. A special sheet made of pink catechin which is rich in green tea, 

is synergizing with pumpkin essence to soothe and smooth for tired skin all day long. 

Propolis extract, a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 extracted from beehive, takes 
nourishment and vitality to skin.

The Beta Carotene ingredient which is known for its nutritional and moisturizing 
properties in pumkin, makes your skin look bright and clear. 
It’s minerals make your skin feel smooth and elastic.

Propolis honey mask pack provides nutrient and moisture to 
tired skin with its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

Pumpkin mask pack soothes and revitalizes sensitive skin with the 
compound of catechin and pumpkin

꿀 마스크 팩

호박 마스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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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 MASK
뷰디아니 기본 제품은 착한 성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신개념 아로마 테라피 마스크 팩으로

향테라피 후에 얼굴에 붙이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As a new concept aromatherapy mask pack which containing aroma essential oils, 
you can see a better effect on the face after applying the Aroma therapy.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아로마 테라피 마스크 팩 

 Beauty goes Natural

New-concept!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효능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심리적으로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 네롤리의 아로마 향기는 불안한 마

음을 차분하게 해주어 안정감을 되찾아 줍니다.

일상에 지쳐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피로에 지쳐있을 때 만

다린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으면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있게 가꾸어주는 오일입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향기로 마음을 달래주고 충만한 행복

감을 가져다주어 진정과 동시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피부를 부드럽

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며,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아로마 오일로 누구에게나 매우 좋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독성이 전혀 없어 자극적이지 않고 안정성이 높아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물론이고, 피부 진정효과가 뛰어나 피부진정이 필요할 때 가장 많

은 도움을 줍니다

 

Beaudiani's basic products contain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o it is a cosmetic product that anyone can use it.

New-concept Aromatherapy Mask Pack contains scented essential oil

Neroli Essential Oil’s representative effect is relieving stress. The scent 
of Neroli relieves mental stress, anxiety and restores peace of mind.

When mind and body are tired from a hectic life, Mandarin Essential Oil 
provides a comforting, soothing feel. The oil also makes skin soft and 
radiant.

Lavender Essential Oil does not contain toxins, so it does not irritate to 
the skin. It can be used for sensitive skin and for all skin types as well. It 
can be used for baby’s skin.

Rose Essential Oil provides a warm, lovely scent and soothes, revitalizes 
the mind by providing a happy feeling. It makes skin look beautiful as it 
gently works on skin. It is perfect for baby’s skin or adult’s sensitive skin.

2. 고보습 마스크팩  /  히알루론산과 호호바씨 오일 함유로 깊은 보습감 부여

3. 독자개발 디어파인 원단

/  유럽섬유제품 품질인증 기관 외코텍스에서 특허 인증받은 디어파인 원단으로 피부 저자극

4. 자연유래 저자극 성분  /  포름알데히드, 인공색소 등 피부 유해성분 배제 및 자연유래 성분으로 민감피부 진정

* DIAFINE 
뷰디아니 독자개발 원단으로 유럽섬유제품 품질인증기관 외코텍스에서 인증한 아이들이 씹어도 안심이 되는 친환경 특허 원단

1. 아로마테라피 효과   /  최고등급의 우수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아로마 테라피 효과
 Aromatherapy effect   /   Provides an aromatherapy effect with essential oil Imported from ICAA

Highly moisturizing mask pack  /  Ingredients such as hyaluronic acid and jojoba seed oil provide moisture deep into to the skin

Plant-derived low-irritant ingredients

for  children even if they bite the fabric.

Neroli

Mandarin Lavender

Rose

아로마 마스크 팩 (네롤리)

아로마 마스크 팩 (만다린) 아로마 마스크 팩 (라벤더)

아로마 마스크 팩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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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아로마 마스크 (만다린)
Mandarin Essential Oil  (Citrus reticulata)

Lavender Essential Oil (Lavandulaangustifolia)

Chamomile Essential Oil  (Athemisnobilis)

만다린은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향이 달콤하여 맡았을 때 기분이 편

안해지고 좋아집니다. 만다린 아로마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있게 해주는 데 큰 도움

을 줍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잠을 잘 자게 하는 오일로도 알려져 있어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

받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입니다.

라벤더 아로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로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하고 

어린 피부를 잘 가꾸어 줍니다. 또한 라벤더 아로마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에센

셜 오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카모마일은 예민한 피부를 잘 가꾸어 주는 아로마로 아이들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라벤더 

아로마와 카모마일을 블렌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 Junior aromatherapy mask pack soothes 
children’s skin and mind ”

“ Today is BEAUDIANI day! ”
뷰디아니 독자개발 원단으로 유럽섬유제품 품질인증기관 외코텍스에서 

인증한 아이들이 씹어도 안심이 되는 친환경 특허 원단입니다.

children even if they bite the fabric.

for junior

 AROMA MASK

퓨어 아로마 마스크 (라벤더 & 카모마일) 
Lavender Essential Oil & Chamomile Essential Oil

Mandarin Essential Oil has a sweet scent that’s perfect for children, so it provides 
pleasant feeling when breathed in. The scented oil makes skin soft and radiant. In 
foreign countries, this Essential Oil is often used for children to promote a good 
night’s sleep.

Lavender Essential Oil is most commonly used for children. Since it is non-irritant, it 
is good for baby’s tender skin. In addition, Lavender scent is well-known to soothe the 
mind and relieve the tension

Chamomile has a scent that relieves the sensitive skin. In Western countries, it is often 
used for teething babies. In addition, when baby’s skin had problems, the blend of 
Lavender and Chamomile scents is used for bett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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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디아니의 기능성 제품은 착한 성분과 기능적인 성분을 적절하게 배합해 

 피부의 기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티링클 마스크팩

화이트닝 마스크팩

나이아신아마이드성분은 식약청에서 인증한 수용성 비타민 성분으로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아데노신성분은  식약청에서  인증한  주름개선기능을  입증한  성분입니다.

본 제품은 주름개선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원료의 핵심인 아데노신은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 대학이 연구, 개발한 자연 추출물입니다. 또한 동식물 등 모든 생물체의 세포에 존재하

는 아데노신의 단백질 성분으로서 세포 증식이나 세포 분화 및 항상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본 제품은 피부의 화이트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료의 핵심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야채, 콩, 달걀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미백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부 타입이나 피부 

트러블에 상관없이 피부를 밝게 만듭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 Niacinamide

아데노신  / Adenosine

The functional products of BEAUDIANI contain mild and functional ingredients proven by KFDA. 
So these ingredients help maximize skin function. 

Anti-wrinkle mask pack

Whitening  mask pack

Niacinamide is water-soluble vitamin ingredient helpful for whitening

This product of Beaudiani focuses on a function for Anti-wrinkles. Adenosine,  key 
to raw material, is a naturally extracted paten ingredient which Massachusetts 
College of Medicine has researched and developed in the US. Also, as a protein 
ingredient of amino acid existing in the cells of all living things including animals and 
plants.microorganism, etc, it is directly involved in cell growth or cell differentiation 
and constancy

This product of Beaudiani focuses on a function for whitening key to raw material 
is niacinamide existing in green vegetable, bean, egg, It helps to make your skin 
bright regardless of skin type or skin trules.

FUNCTIONAL
 MASK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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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없이 각질 및 모공 케어가 가능한 페이셜 클렌징 패드로 당근씨오일과 오렌지꽃오일(네롤리)이 함유되어 세안 후 피부 보습효과를 

줍니다. 

피부자극없이 문지르며 간편하게 클렌징 하세요!

CLEANSING PAD

It makes skin feel moisturized after washing the skin
Cleanse easily without skin irritation!

1. 미세먼지 & 노폐물 제거  / 피부 모공에 쌓여있는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Moisturizing effect with essential formula
Regenerates skin and improves skin tone with ingredients such as grapefruit peel oil 
and Carrot Seed Oil

Fine mesh net soft peeling

Use of coconut-derived surfactant
Natural surfactant provides gentle cleansing and protects tender skin

2. 에센셜 포뮬러의 보습효과  /  자몽껍질오일과, 당근씨오일 함유로 피부 재생 및 피부톤 개선

3. 미세 매쉬망 소프트 필링  /  미세 매쉬망 사용으로 풍부한 거품 및 부드러운 바디 필링

4. 코코넛계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사용 

 /  천연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마일드한 세정 및 연약한 피부 보호

The Facial Cleansing Pad containing carrot seed oil and Neroli oil provide dead skin cell and pore care without irritation. 
It makes skin feel moisturized after washing the face

1. 미세먼지 & 노폐물 제거  /  피부 모공에 쌓여있는 미세먼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2. 에센셜 포뮬러의 보습효과  /  오렌지꽃오일(네롤리)과, 당근씨오일 함유로 피부 재생 및 피부톤 개선

3.독자개발 디아파인원단

/  유럽섬유제품 품질인증 기관 외코텍스에서 특허 인증받은 디어파인 원단으로 피부 저자극

4. 코코넛계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사용

/  천연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풍성한 거품의 저자극 클렌징 가능

Moisturizing effect of essential formula
/  Regenerates skin and improves skin tone with ingredients such as orange flower oil and 
carrot seed oil

not irritate to the skin

Use of coconut-derived surfactant
Provides low-irritant cleaning function with abundant foam containing natural surfactant

바디 클렌징 패드
Body Cleansing Pad

페이셜 클렌징 패드
Facial Cleansing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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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는 티슈 제품

DISPOSABLE TISSUE

1.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캐롯씨드 오일과 버지니아풍년화추출물[위치하젤] 베이스로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촉촉하게 보호해주어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과 휴식을 주는 토너시트입니다.

1.손가락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꼼꼼하게 클렌징 할 수 있으며, 

투웨이 시트로 최적의 이중 피부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2. 일회용으로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실수 있습니다.

2. 앞뒤가 다른 투웨이 시트로 엠보싱면으로는 각질을 벨벳시트 쪽으로는 

클렌징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전성분 그린등급 원료만을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캐롯씨드 오일을 베이스로 탁월한 보습효과를 

주는 에센스 포뮬라로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도록 촉촉하게 보호해주어 자극받은 피

부에 휴식을 주는 페이스 클렌징 시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내 피부 ‘속’수분을 채워주고 

화난 내 피부의 진정을 책임져 붉은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토너 티슈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게 피부 속 노폐물 제거와 동시에

수분까지 채워주는 벨벳 페이셜 클렌징시트

The toner tissue fills the inside of skin with moisture and 

The toner sheet soothes irritated skin by moisturizing skin to prevent a taut feel with 
the ingredients of carrot seed oil and Witch Hazel Extract that improve skin’s health.

 It is disposable, so it is convenient to use anytime, anywhere.

It contains only green-grade ingredients, so it is safe to use for sensitive skin.

The velvet facial cleansing sheet gently removes impurities 
from skin and provides moisture at the same time.

This product provides optimized dual skincare with the two-way sheet. It cleanses 

With the two-way sheet that has two different sides, you can remove dead skin cells 
with the embossed side and cleanse skin with the velvety side.

The face cleansing sheet keeps skin moisturized even after cleansing and soothes 
irritated skin with an essence formula containing carrot seed oil that improves skin’s 
health with its excellent moisturizing effect. 

The tissue product can be used conveniently anytime, anywhere

모이스트 토너 티슈
Moist Toner Tissue

벨벳 페이셜 클렌징 시트
Velvet Facial Cleansing Sheet



20 21

BODY CLEANSING

The relaxing body cleanser protects skin while cleansing the face and provides a pleasant 
feeling with refreshing grapefruit fragrance.

The sweet, refreshing grapefruit fragrance provides pleasant, fragrant cleansing from the 
beginning of shower to the end.

The plant-derived cleansing ingredients are good to use for any skin type, and the abundant 
foam gently removes dead skin cells.

The plant-derived moisture ingredients keep skin moisturized even after shower and make 
skin healthy by gently taking care of pores and dead skin cells without irritation.

The pure body cleanser containing good ingredients can be used for babies and 
adults. It protects skin moisture even after shower.

Instead of using synthetic fragrance, this product uses the soft fragrance of grapefruit 

cleansing during shower.

The pure body cleanser gently cleanses even tender, sensitive skin by containing only gentle 
ingredients necessary for skin.

The coconut and palm oil-derived cleansing ingredients gently cleanse skin with abundant 
foam, and plant-derived moisturizing ingredients keep skin feeling soft and moisturized 
even after shower.

Pure foaming facial cleanser removes impurities and keeps moisture at the same time with cleansing. since it contains 
gentle ingredients, this cleansing product can be used by the whole family.

and soothe skin by providing moisture.

Beaudiani Pure Cleansing Foam minimizes skin irritation by using a gentle, weakly acidic base; the soft foam gently cleanses skin, so the 
product can be used for children aged 5 years or older and for adults with sensitive, tender skin.

Moisture charge, non-irritant cleansing at the same time with good ingredients for sensitive skin 

FACIAL CLEANSING
착한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에 자극없는 클렌징과 동시에 수분충전

1. 병풀추출물과 미역추출물의 자연 유래 성분이 피부 트러블에 도움이 되며 피부 장벽 강화와 탄력 증진에 좋으며,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 해줍니다.

2.  뷰디아니 퓨어 클렌징폼은 마일드한 약산성 베이스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으며, 부드러운 거품이 순하게 클렌징하여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예민하고 약한 피부를 가진 성인까지 사용하기 좋습니다.

3. 코코넛계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피부에 부담 없이 모공을 케어 해주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천연 오렌지, 리씨열매 오일이 함유되어 세안 시 상쾌하고 향기로운 클렌징을 선사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순한 성분의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으로 노폐물 제거와 동시에 수분까지 지켜주는 퓨어 포밍 페이셜 클렌져

착한 성분으로 클렌징과 동시에 수분충전

상큼한 자몽향으로 내 기분을 릴렉스해주고, 클렌징과 동시에 수분까지

지켜주는 더 릴렉싱 바디 클렌져

착한 성분으로 아이부터 성인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샤워 후에도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퓨어 바디 클렌져

Moisture charge while cleansing skin with gentle ingredients

1. 달콤하고 상큼한 자몽 향으로 샤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상쾌하고 향기로운 

클렌징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1. 인공 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은은한 향의 자몽껍질 오일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 막 형성에 도움을 

주며, 샤워 시 향기로운 클렌징을 선사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2. 퓨어 바디 클렌져는 피부에 필요한 순한 성분만을 사용하여 여리고 민감한 피부에도 마일드하게 

클렌징 해줍니다.

3. 코코넛 및 팜유 유래 세정 성분을 사용하여 풍성한 거품으로 피부를 부담 없이 케어 해주고, 자연 

유래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샤워 후에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보습력을 유지해 줍니다.

2. 식물 유래 세정성분으로 모든 피부타입에 사용하기 좋으며, 풍성한 거품으로 마일드하게 피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3. 자연 유래 보습 성분 함유로 샤워 후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게 촉촉한 보습력을 유지해 주며, 자

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모공, 각질 케어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더 릴렉싱 바디 클렌져
The Relaxing Body Cleanser퓨어 포밍 페이셜 클렌져 / Pure Foaming Facial cleanser

퓨어 바디 클렌져

Pure Body Cleanser 

The ingredient of coconut-derived surfactant provides gentle pore care; the abundant foam makes skin feel soft and moisturized. Natural 
orange and Litsea cubeba Fruit Oil provide pleasant, fragrant cleansing while washing th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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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THING
TONE-UP SUN SCREEN

BODY LOTION

Light, neat application without any cloudy phenomenon + Natural, bright tone-up effect + Safe ingredients!

The sun screen applies lightly and refreshingly without shine or sticky feeling or cloudy phenomenon. Watering moisture provides a moisturized, milky-smooth feeling.

The soft focus provides a natural, bright skin tone-up effect over time and tidies up the surface of skin evenly to make skin look bright and neat.

SPF 50+/PA++++ strong UV protection effect protects skin from the hot sun for long hours. 

The gentle sunscreen is safe to use for sensitive skin by using proven ingredients. Plant-derived soothing ingredients such as jojoba seed oil and carrot seed oil make 
skin feel soft and moisturized.

The natural scent of lavender essential oil, rather than synthetic fragrance, provides a sweet, pleasant fragrance rather than the existing sun cream scent.

수분과 영양을 피부에 빠르게 흡수시켜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기분 좋은 향을 지속시켜 줍니다.

The body lotion makes skin feel moisturized and soft as moisture and nourishment are absorbed 
fast into skin. It also provides a long-lasting pleasant fragrance.

 조심스러운 어린 아이의 피부부터 민감한 피부를 가진 성인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EWG그린등급의 성분들이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천연 라벤더 향이 기분좋은 향을 유지시켜 줍니다. 고분자 네트웍의 미세 수분막이 수분증발을 막아

주며 세라마이드 성분과 고농축 히알루론산이 깊숙한 피부까지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여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오랜시간 지속되는 상쾌한 자몽향과 산뜻한 텍스쳐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피부에 안전한 ‘시어버터’, ‘당근씨오일’, ‘조류추출물’, ‘베타-글루칸’, ‘병풀추출

물’ 등의 천연유래 보습 성분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부드럽고 유연

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1. 바를 때부터 기분 좋은 느낌!

백탁현상 없는 가볍고 산뜻한 발림성으로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링한 수분감으로 촉촉하고 밀키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화사하고 맑은 피부톤업!

소프트 포커스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 톤업을 시켜주고 피부 표면을 고르게 정돈 시켜주어 밝고 깔끔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3. 강력한 자외선 차단효과

SPF 5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로 오랜 시간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줍니다.

4. 천연유래성분의 피부 수딩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썬스크린입니다. ‘호호바씨오일’, ‘당근씨오일’ 등의 천연유래 수딩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

하게 만들어 줍니다.

5. 기분 좋은 라벤더향

인공향이 아닌 라벤더에센셜오일의 천연향이 기존의 썬크림 향이 아닌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을 선사하여 줍니다.

백탁 없는 가볍고 산뜻한 발림성 + 자연스럽고 화사한 톤업 효과 + 안전한 성분까지!

더 릴렉싱 바디로션
The Relaxing Body Lotion

더 리프레싱 바디로션
The Refreshing Body Lotion

수딩 톤업 썬스크린 /  Soothing Tone-Up Su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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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오일로 영양을 호호바씨 오일로 보습을!

ROSE REVIVAL OIL

로즈 오일 중에서도 최상급인 로즈 오또 오일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지친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며 수분 공급에 효과

적인 호호바씨오일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줍니다.

뷰디아니 로즈 리바이벌 오일은 불가리아산 최상급 로즈 오또 오일을 베이스로 보습에 좋은 호호바씨오일과 척박한 땅과 추운 곳에

서도 잘 자라고 유해 물질을 방어하여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을 블렌딩하여 만든 오일입

니다. 피부 속 깊이 흡수하여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비타민E (토코페롤) 성분이 지친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합니다.

오일 블렌딩으로 보습과 영양을 한번에 피부톤 개선

Nourishment with rose oil, moisture with jojoba seed oil!

skin; Jojoba seed oil keeps dry skin moisturized by providing moisture.

Beaudiani Rose Revival Oil is made by blending moisturizing jojoba seed oil and Hippophae rhamnoides Fruit Extract, 

oil and moisture balance as it is absorbed deep into skin, and the ingredient of vitamin E (Tocopherol) provides vitality to 
tired skin.

Skin tone improvement with oil blending that provides moisture and nourishment

로즈 리바이벌 오일 /  Rose Reviv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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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olden Organic Jojoba Oil

호호바 오일은 인체의 피지 성분과 유사하여 피부에 잘 흡수되며, 피지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의 노폐물을 녹여줍니다. 사용 시 유분과 수분 모두 증가하여 건

조한 피부에 보습과 광택을 주고, 피부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과 두피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뷰디아니 호호바 오일

은 100% 오가닉 오일로 남녀노소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오일입니다.

Jojoba oil is similar to sebum in the human body, so it is absorbed well into the skin and it can adjust sebum secretion and melt impurities from 
pores. It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oil and moisture, provides moisture and radiance to the skin, and improves the skin condition. It can be 
used on various areas such as hair and scalp in addition to the skin. BEAUDIANI Jojoba Oil is 100% organic oil, so it can be used for all skin 
types and by both men and women of all ages. 

뷰디아니 호호바 오일은 100 % 유기농 오일이므로 전 연령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피부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분과 수분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고, 피부에 보습과 광택을 제공하며,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 

줍니다. 피부 외에도 머리카락, 두피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AUDIANI Jojoba Oil is 100% organic oil, so it can be used 
for all skin types and by both men and women of all ages. it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oil and moisture, provides moisture and 
radiance to the skin, and improves the skin condition. It can be 
used on various areas such as hair and scalp in addition to the 
skin.

JOJOBA OIL

PURE 100% ORGANIC

SKIN BALANCING

SKIN MOISTURIZING

호호바 오일
Jojoba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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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피부에 편안하게 밀착되어 피부 결점 및 불규칙한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며, 주름개선 및 미백 효과를 주는 3중 기능성 

프라이머 씨씨 선크림입니다.

Healthy and natural skin expression!

The multi-purpose CC Cream offers medium coverage that disguises blemishes, evens out skin tone, protects from 
sun damage (SPF 50+, PA++++), and even provides anti-aging and brightening effects. 

유브이 프로텍터 프라이머 토닝 씨씨 /  UV Protector Primer toning CC

UV PROTECTOR 
PRIMER TONING CC

The sun screen applies lightly and refreshingly without shine or sticky feeling or cloudy phenomenon. 

It gives natural and bright skin tone with immediate toning cover and makes bright and clean skin.

SPF 50+/PA++++ strong UV protection effect protects skin from the hot sun for long hours. 

 Skin soothing with plant-derived ingredients
It contains a selection of ingredients such as natural moisturizing peptides and white tea extracts and adapts to your 
skin tone, correcting the appearance of uneven skin tone for all skin types.

1. 바를 때부터 기분 좋은 느낌!

백탁현상 없는 가볍고 산뜻한 발림성으로 번들거림이나 끈적임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화사하고 맑은 피부톤업!

즉각적인 토닝 커버로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 톤업을 시켜주고 밝고 깔끔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3. 강력한 자외선 차단효과

SPF 5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로 오랜 시간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줍니다.

4. 천연유래성분의 피부 수딩

천연 보습 펩타이드, 백차추출물 등 엄선된 성분이 함유되었으며, 모든 피부톤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톤업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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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408 ,409, 
32, Hwangsaeul-ro 258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EAUDIANI CAFE & FLAGSHIP & SPA
1F, 21-18, Hannam-daero 20-gil, Yongsan-gu, Seoul, Korea 

t.  +82 1811 6939
f.  +82 31 718 1840
e.  hello@beaudiani.com

www.beaudia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