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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꼬제는 제주 청청 자연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와 아름답다의 

제주도 방언 ‘곱다’를 더하여 탄생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제주도에서 얻어진 천연 원료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특징을 살려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각종 이롭지 않은 화학성분을 배재한 최적의 

포뮬라를 완성시킴으로써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구현해내는 것이 아꼬제가 추구하는 본질입니다.

ACCOJE is naturalism cosmetic brand, the name of which embodies the promise 
to “give the most cherished things” from the pristine environment of Jeju and also 
means “fine” or “beautiful” in Jeju dialect.

ACCOJE aims to resolve various skin problems so that the customers can gain healthier and more beautiful skin. 
To this end, optimum formulas, which exclude harmful chemical substances, are created ba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offered by natural ingredients obtained from Jeju.

爱珂婕是在济州清净大自然中“献给最珍惜的东西”之意加上“美丽”的济州岛方言“俏丽”

而诞生的自然主义化妆品品牌。

完整地体现在济州岛获取的天然原料所具有的大自然原本的特点，并通过研究和开发排除各种无益的化学成分后完成最佳方案，

从而解决各种皮肤的苦恼并献上健康而美丽的肌肤，这是爱珂婕所追求的本质。

“爱珂婕(ACCOJE)的诞生” 

含有济州岛的清净、美丽、生命力。

 “아꼬제 (ACCOJE)의 탄생”

제주도의 깨끗함, 아름다움, 생명력을 오롯이 담다.

“The Birth of ACCOJE”

ACCOJE embodying the cleanliness, beauty and vital energy of Jeju 

브랜드 스토리 Brand Story 品牌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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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요 Brand Overview 品牌概要

True Natural Cosmetic Made in Jeju

청정 제주의 생명력을 오롯이 담은 아꼬제

스킨케어 제품 30여종(토너, 에멀젼, 크림, 시트마스크 등)

Brand Concept

Brand Slogan

Products

品牌概念

品牌标语

产品品类

ACCOJE with full vitality of clean Jeju

30 types of skin care products including toner, 
emulsion, cream, and sheet mask. 

源于济州岛的真正自然主义品牌

承载清净济州岛强韧生命里的爱珂婕

护肤水, 润肤乳, 面霜, 眼霜, 精华液, 面霜等基础护肤品

Sales Channel

신라면세점 제주점, 롯데면세점 제주점, JDC 공항면세점, 인천공항면세점

(2 터미널), 올리브영 제주탑동점, 올리브영 부산광복점, 트렌드바이미 플래그십 

스토어, 모던하우스 강서점 등

www.accoje.com(아꼬제 공식 온라인몰), www.trendbyme.com(트렌드

바이미 공식 온라인몰),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현대몰, 

GS SHOP, 29CM, SSF샵, 미미박스, 크리마레, 우먼스톡 등

Shilla Duty Free Jeju Branch, Lotte Duty Free Jeju Branch, JDC 
Airport Duty Free, Incheon Airport Duty Free(Terminal 2), Olive 
Young Jeju Tap-dong Branch, Olive Young Busan Gwangbok Branch, 
Trendbyme Flagship Store, Modern House  Gangseo Branch, etc.

www.accoje.com, www.trendbyme.com, Olive Young, Shinsegae 
Mall, E-mart Mall, Hyundai Hmall, GS SHOP, 29CM, SSF Shop, 
MEME BOX, CREE MARE, Womans Talk, etc.

销售渠道

오프라인  /  OFFLINE  / 线下

온라인  /  ONLINE  / 线上

新罗免税店 济州店, 乐天免税店 济州店, JDC 机场免税店, 仁川国际机
场第2航站楼, OLIVE YOUNG 济州塔洞店, OLIVE YOUNG 釜山光复店, 
Trendbyme 品牌店, Modern House 江西店 等

www.accoje.com, www.trendbyme.com, Olive Young, Shinsegae Mall, 

E-mart Mall, Hyundai Hmall, GS SHOP, 29CM, SSF Shop, MEME BOX, 

CREE MARE, Womans Talk,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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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편안함을 주는 공기, 화산섬의 열정, 거센 바람을 이기는 강인함을 모두 품고 있는 

생명의 땅 제주에서 인간과 과학이 공존하는 TRUE NATURAL COSMETIC 을 실현할 것입니다. 

We will realize TRUE NATURAL COSMETIC that human and science co-exist in Jeju, 
the land of life with the strength of overcoming clean water, air that offers comfort, passion of volcanic island, and fierce wind.

洁净的水，舒适的空气，火山岛的热情，强烈的风，无一不体现了济州岛的生命力在这里将产生人类与科学共存的真正纯天然化妆品。

아꼬제의 약속 ACCOJE's Promise 爱珂婕的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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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roducts of ACCOJE are made of natural plant extracts and ingredients 
that are grown and produced in Jeju. In addition,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takes place in Jeju from cultivating the ingredients to producing the complete product. 
ACCOJE products are truly made in Jeju cosmetics of Jeju’s nature.

아꼬제의 모든 제품은 제주에서 재배된 자연친화적인 식물추출물과 제주의 스토리를 담은 

제주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또 원료 재배부터 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화장품 생산의 전 공정이 제주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생산까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담은 ‘트루 메이드 인 제주(True made in Jeju)’ 제품입니다. 

爱珂婕产品中添加的济州岛植物原料是从植物栽培到化妆品原料化过程都是在济州岛内的生产基地进行。
爱珂婕是真正承载这清净济州岛自然的“源于济州岛”的品牌。

济州岛原料&济州岛生产基地‘真正源于济州岛’

‘Truly made in Jeju’ cosmetics with ingredients grown and produced in Jeju 

제주산 원료&제주 현지 생산의 TRUE MADE IN JEJU

아꼬제와 제주 ACCOJE's and Jeju 爱珂婕与济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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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JE uses purified natural bedrock water of Jeju that is recognized by UNESCO 
as the source of life in ‘Clean Jeju’. Jeju Island was made after about 110 times of 
volcanic activities and developed a unique geological structure consisting of basalt 
and clinker with good penetration and purification ability. 
Natural bedrock water of Jeju was created as rainfall passed through the clinker 
layer. As the source of all life and energy, it contains natural minerals that are good 
for our body including vanadium and silica.

아꼬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제주’ 생명의 근원, 제주 천연암반수를 정제해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여회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현무암층과 

송이층이라는 독특한 지질구조가 발달돼있어 투과력이 좋고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뛰어납니다. 

제주 천연암반수는 자연 빗물이 이러한 송이층을 통과하면서 바나듐, 실리카 등 몸에 좋은 

천연 미네랄 성분들이 다량 함유된 제주도 생명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爱珂婕产品都使用了联合国教育, 科学及文化组织认证的济州岛生命源泉 '天然基岩水'。
济州岛具有独特的地质构造, 经过110多次火山活动形成了具有良好的穿透力和超强的
污染物质净化能力的 "玄武岩层" 和 "火山碎屑岩层", 雨水通过 "火山碎屑岩层"
时会带出的钒, 二氧化硅等大量天然矿物质成分, 从而形成天然基岩水。
而这也正是济州岛生命能量的根源。

100% 제주 천연 암반수

100% 济州岛天然基岩水

100% Natural Bedrock Water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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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岛化妆品认证

Jeju Cosmetic Cert 

제주 화장품 인증

ACCOJE products (Whitening line, Reviving line, Anti-aging line, Protective line,  

and Hydrating aqua line) were certified by Jeju Cosmetic Cert.

※ What is Jeju Cosmetic Cert? It is an official certification system started since May 31st, 2016. 
Cosmetics that contain 10% or more natural ingredients grown in Jeju and 
clean Jeju water are certified as a product made in Jeju by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아꼬제의 제품(화이트닝 라인, 리바이빙 라인, 하이드레이팅 라인, 안티에이징 라인, 프로텍티브 라인 등)은 

제주 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 제주 코스메틱 서트란? 제주산 청정성분 10% 이상을 함유하고, 제주의 맑은 물을 담아 제주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제주도지사가 증명해주는 공식인증제도.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爱珂婕产品中焕白胶囊系列, 水盈保湿系列, 活肤美颜系列已获得了济州岛化妆品认证。

※ 什么是济州岛化妆品认证? 济州岛化妆品认证是济州岛政府给予在济州岛内生产设施中生产的，并且

添加了10%以上济州岛原产物（除了水以外）的化妆品的认证制度。

本制度是从2016年5月31日开始实施。

ACCOJE products are hypoallergenic and dermatologically tested. 

爱珂婕产品通过了人体皮肤皮肤刺激测试。

通过人体临床试验

Clinical Trials 

인체적용시험 및 효능 임상 완료 

아꼬제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저자극 테스트와 효능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아꼬제의 강점 ACCOJE's Strengths 爱珂婕的优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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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添加配方

7-Free System

7-프리시스템

7-free system for the safety of all products by excluding 6 types of paraben, imidazolidinyl Urea, 

benzophenone, raw minerals, artificial fragrance, animal fat, and tar color.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모든 제품에 파라벤 6종,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벤조페논, 인공향, 광물성 원료, 동물성 오일, 

타르 색소 등의 유해 성분을 배제한 7-프리시스템(7-free system)을 적용했습니다.

为了产品的安全性，所有产品都使用7无添加配方（对羟基苯甲酸甲酯、咪唑烷基脲、苯甲酮、人工香料、

矿物成分、动物油、人工色素）研发出了真正“MADE IN JEJU”天然化妆品。

为了提供最高品质的 ‘ECO SCIENCE’

‘ECO SCIENCE’ for the Best Quality

최고의 품질을 위한 ECO SCIENCE

Targeting the safety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kin, ACCOJE pursues to

develop a formula that is best for the skin through endless research of natural

ingredients found in Jeju known as a repository of 8,000 biological resources.  

피부에 대한 안전성과 지속적인 피부 개선을 목표로, 8천여종의 생물자원의 보고인 제주에서 찾은 

천연원료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피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최상의 포뮬러 완성을 추구합니다.

以皮肤安全性、持续改善性为目标，从济州岛八千多种生物资源报告中找到的天然原料。

严格挑选的植物提取物，通过不断地研究和开发，开发出能够与皮肤达到完美结合的最佳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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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N�JEJU

给皮肤补足水分和营养, 有助于预防皮肤损伤
及改善皮肤并"完成健康的皮肤"

富含生机的济州精华护肤水 130ml 130ml富含生机的济州精华乳液  

美白功能性化妆品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锁住洗脸之后易于忽视的水分并把浮肿干燥的
皮肤护理得很滋润的护肤水

保持皮肤的水分平衡并有助于提高皮肤状态的乳液

“Achieving healthy skin” by providing the 
skin with rich nourishment and hydration to 
help the skin prevent damage and improve

VITAL IN JEJU ESSENCE IN TONER  VITAL IN JEJU ESSENCE IN EMULSION

Whitening Cosmetic Product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Toner that helps capture the moisture to hydrate 
dry and rough skin 

Emulsion that helps maintain the water balance 
in the skin to improve the skin condition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듬뿍 
공급하여 피부 손상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 완성”

바이탈 인 제주 에센스 인 토너 바이탈 인 제주 에센스 인 에멀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세안 직후 놓치기 쉬운 수분을 잡아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정돈시켜 주는 토너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피부 컨디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멀젼

济州产甜菜根提取物
Jeju Beet Root Extract

제주산 사탕무뿌리추출물

济州产紫锥菊提取物
Jeju Echinacea Extract 

제주산 자주천인국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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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富含生机的济州逆转肌龄修复精华

美白/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甜菜成分是加固变软的皮肤墙壁的高浓缩精华素

VITAL IN JEJU TIME REPAIR SERUM 

Whitening/Anti-wrinkle Cosmetic Product

Concentrated serum that strengthens the skin 
barrier with its beet ingredient 

바이탈 인 제주 타임 리페어 세럼 

미백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사탕무 성분이 연약해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고농축 세럼

富含生机的济州逆转肌龄修复眼霜 30ml 50ml富含生机的济州逆转肌龄修复面霜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美白/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将脆弱的眼角护理得滋润有生机的营养丰富的眼霜 镇定疲惫的皮肤并找回弹力和光泽的不黏糊的
营养霜

VITAL IN JEJU TIME REPAIR EYE CREAM VITAL IN JEJU TIME REPAIR CREAM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Whitening/Anti-wrinkle Cosmetic Product

Nourishing eye cream that moisturizes the 
vulnerable eye area to make it appear more vibrant 

Nourishing cream that soothes tired skin and 
restores its elasticity and radiance

바이탈 인 제주 타임 리페어 아이 크림 바이탈 인 제주 타임 리페어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미백 /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연약한 눈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가꿔주는 영양 가득 

아이 크림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탄력과 윤기를 되찾아주는 끈적임 

없는 영양 크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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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N�JEJU

27g富含生机的济州多润唇膏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迅速镇定变敏感及干燥的皮肤并保持滋润的低刺激
多润唇膏

VITAL IN JEJU MULTI BALM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Hypoallergenic multi balm that quickly calms 
dry and sensitive skin and keeps it moisturized 

바이탈 인 제주 멀티밤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예민하고 건조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저 자극 멀티 밤

给皮肤补足水分和营养, 有助于预防皮肤损伤
及改善皮肤并"完成健康的皮肤"

“Achieving healthy skin” by providing the 
skin with rich nourishment and hydration to 
help the skin prevent damage and improve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듬뿍 
공급하여 피부 손상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 완성”

济州产甜菜根提取物
Jeju Beet Root Extract

제주산 사탕무뿌리추출물

济州产紫锥菊提取物
Jeju Echinacea Extract 

제주산 자주천인국추출물

VITAL IN JEJU PURIFYING
& PEELING CLEANSING FOAM 

富含生机的济州深层清洁洁面乳 150ml

细密的泡沫清除皮肤的废物并改善黑头, 角质, 
皮脂的去角质洁面乳

Deep cleanser that creates a rich foam to 
remove dirt and oil from the pores and get rid of 
blackheads, dead skin cells, and excess sebum

바이탈 인 제주 퓨리파잉 & 필링 클렌징 폼

촘촘한 거품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블랙헤드, 각질, 

피지까지 개선해주는 딥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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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lx8ea富含生机的济州保湿补水面膜 

给皮肤补充水分能量并为长久保持滋润而形成保
湿膜的面膜

VITAL IN JEJU AQUA MASK SHEET 

Mask sheet that replenishes the skin with hydrating 
energy and creates a moisturization barrier that 
helps the skin stay moisturized for long hours 

바이탈 인 제주 아쿠아 마스크 시트

피부에 수분 에너지를 충전하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습 막을 형성해주는 마스크 시트



수분이 가득한 제주 흑무 성분이 
피부의 수분 보유력 향상을 
도와주어 “촉촉한 물광 피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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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ING

富含水分的济州黑萝卜成分有助于提升皮肤
的保湿能力并"完成滋润的水光皮肤"

水盈保湿护肤水 130ml 130ml水盈保湿护肤乳 

济州产萝卜提取物 

供给清爽的水分, 不黏糊并舒适滋润地护理皮肤
的护肤水 保持水分与营养的均衡, 并舒适滋润地护理

干燥皮肤的润肤乳

“Achieving hydrated and water luminous” by 
improving the skin’s water retention power 
with Jeju black radish extract 

HYDRATING AQUA TONER HYDRATING AQUA LOTION

Jeju Radish Extract

Toner that supplies moisture to hydrate the skin Lotion that restores the moisture and nutrition 
balance in dry skin

하이드레이팅 아쿠아 토너 하이드레이팅 아쿠아 로션

제주산 무추출물

산뜻한 수분을 공급하여 끈적임 없이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토너

수분과 영양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건조한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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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50ml水盈保湿啫哩霜 水盈保湿BB霜

给皮肤补充充分的水分并锁住水分后长时间保持
滋润的保湿霜 使皮肤滋润亮白并把皮肤护理成拥有自然均匀

肤色的BB霜

HYDRATING AQUA GEL CREAM HYDRATING AQUA BB CREAM 

Moisturizing cream that supplies and locks 
moisture keeps skin all day hydrated

BB cream that makes the skin appear radiant 
and hydrated and providing natural-looking 
coverage

하이드레이팅 아쿠아 젤 크림 하이드레이팅 아쿠아 비비 크림

피부에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어 오랜 시간 촉촉함을 선사하는 보습 크림

피부를 촉촉하고 화사하게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럽고 

균일한 피부 톤을 만들어주는 비비 크림

美白/减皱除皱/防紫外线的功能性化妆品
Whitening/Anti-wrinkle/UV block cosmetic product 

미백 /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济州产济州箬竹提取物, 芦荟叶提取物, 胭脂
红仙人掌果实提取物

Jeju Sasa Palmata Extract, Aloe Vera Leaf
Extract, Opuntia Coccinellifera Fruit extract 

제주산 조릿대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코치닐선인장열매추출물

济州产绿茶提取物, 松叶提取物 
Jeju Green Tea Extract, Pine Needle Extract

제주산 녹차추출물, 소나무잎추출물

14

REVIVING

济州的各种天然成分给皮肤注入生命力并
"完成充满生机的皮肤"

活肤美颜啫喱霜 50ml 50ml活肤美颜营养霜

济州产细柱五加皮树提取物

柔和地紧贴在皮肤上给疲惫肌肤注入生机的
啫喱型营养霜

梳理皮肤纹理并给失去弹性的皮肤增强滋润感和
活力的营养霜

“Creating vibrant-looking skin” by revitalizing 
the skin with the diverse natural ingredients 
from Jeju

REVIVING GEL CREAM REVIVING CREAM

Jeju Eleutherococcus Gracilistylus Extract

Gel-type cream that penetrates the skin gently 
to revitalize fatigued skin 

Cream that creates a smoother and hydrates 
the skin, and boosts its vitality

제주의 다양한 천연 성분이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기 가득 피부 완성”

리바이빙 젤 크림 리바이빙 크림

제주산 섬오갈피나무추출물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젤 타입 크림

피부 결을 정돈하고 탄력을 잃은 피부에 촉촉함과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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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l 130ml活肤除尘洁面啫哩 活肤美颜睡眠面膜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仅凭轻轻滚动就无刺激地清除干净从化妆品残留物
到微尘的一步到位的洁面啫喱

从蜂窝提取的济州蜂蜜形成蜂胶细密的皮肤
保护膜后完成滋润嫩皮肤的睡眠面膜

REVIVING DUST CLEANSING GEL TO FOAM REVIVING SLEEPING PACK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One-step cleanser that thoroughly removes 
makeup and fine dust with a simple rolling motion

Sleeping pack containing Jeju honey and propolis 
that creates a moisturization barrier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 투 폼 리바이빙 수면팩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가벼운 롤링만으로 메이크업 잔여물부터 미세먼지까지 

자극 없이 말끔히 제거해주는 원스텝 클렌징

벌집에서 추출한 제주 꿀, 프로폴리스가 촘촘한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여 촉촉한 꿀 피부를 완성시키는 수면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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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AGING

济州的各种天然成分给皮肤注入生命力并
"完成充满生机的皮肤"

抗皱精华护肤水 130ml 30ml抗皱强效安瓶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将皮肤护理得有弹力有光泽的使用感轻盈的
抗衰老柔肤水

含有胶囊的高浓缩抗衰老精华液，集中护理松弛
的皮肤弹力

“Achieving pinkish youthful skin” with 
the anti-aging effects of Jeju seaweed 
complex and peptides 

ANTI-AGING ESSENTIAL FIRSTNER ANTI-AGING INTENSIVE AMPOULE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Anti-aging toner of light texture that makes the 
skin firmer with a healthy glow

Concentrated anti-aging ampoule providing 
intensive care to boost skin elasticity

제주 씨위드 콤플렉스와 펩타이드가 
만나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여 
“핑크빛 동안 피부 완성”

안티에이징 에센셜 퍼스트너 안티에이징 인텐시브 앰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피부를 탄탄하고 윤기나도록 가꿔주는 가벼운 사용감의 

안티에이징 퍼스트너

캡슐을 함유한 고농축 안티에이징 앰플로 늘어진 피부의 

탄력을 집중 케어

济州产甘苔提取物, 裙带菜提取物, 马尾藻
提取物, 刺松藻提取物  

Jeju Ecklonia Cava Extract, Undaria Pinnatifida 
Extract, Sargassum Fulvellum Extract, Codium 
Fragile Extract

제주산 감태추출물, 참미역추출물, 모자반추출물,

청각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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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 50ml抗皱精华液 抗皱胶囊弹力面霜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减皱除皱功能性化妆品

从细纹到粗纹，有助于把皮肤护理得细嫩柔滑的
祛皱精华 用含有胶囊的高浓缩抗衰老弹力霜的丰富营养

完成有力量有弹力的皮肤

ANTI-AGING WRINKLE CORRECTOR ANTI-AGING VOLUME CAPSULE CREAM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Anti-wrinkle Cosmetic Product

Wrinkle corrector that diminishes wrinkles on 
face and smoother skin

Concentrated anti-aging cream containing 
capsules that boosts skin elasticity and 
strength

안티에이징 링클 코렉터 안티에이징 볼륨캡슐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잔주름부터 굵은 주름까지 케어하여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링클 코렉터

캡슐을 함유한 고농축 안티에이징 크림의 꽉 찬 영양감

으로 힘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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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在济州新木姜子和莲藕找到的成分让皮肤焕
白而"完成亮丽的光彩皮肤"

焕白保湿爽肤水 130ml 130ml焕白保湿乳液

美白功能性化妆品
美白功能性化妆品

及时供给水分，使暗沉的皮肤变得更亮白的爽
肤水 让皮肤充满水分的同时，使皮肤变得更亮白的牛

奶质地乳液

“Creating radiant skin with a beautiful glow”
by improving the skin tone with Neolitsea 
aciculate and lotus roots from Jeju

WHITENING MOISTURE TONER WHITENING MOISTURE MILKY EMULSION

Whitening Cosmetic Product
Whitening Cosmetic Product

The toner brightens dull skin tones with instant 
moisture effect

The smooth milky texture emulsion that 
brightens the skin while filling up the skin with 
moisture

제주 새덕이와 연꽃에서 찾은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어
“화사한 광채 피부 완성”

화이트닝 모이스처 토너 화이트닝 모이스처 밀키 에멀젼

미백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함께 칙칙한 피부를 밝은 피부 톤

으로 바탕 케어 해주는 토너

수분을 꽉 채워주면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부드러운 

밀키 텍스처의 에멀젼

济州产新木姜子茎提取物, 莲藕提取物

Jeju Neolitsea Aciculate Stem Extract, Lotus 
Root Extract 

제주산 새덕이줄기추출물, 연꽃뿌리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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焕白胶囊精华液 50ml

美白功能性化妆品

改善皮肤透明度, 护理成清澈而透明的皮肤的
含胶囊精华液

WHITENING CAPSULE ESSENCE

Whitening Cosmetic Product

Essence with capsules improving of skin tone

화이트닝 캡슐 에센스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 투명도를 개선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캡슐 함유 에센스



50ml焕白胶囊面霜

美白功能性化妆品

让皮肤亮丽而富有生机的充满水分感的含胶囊面霜

WHITENING CAPSULE CREAM

Whitening Cosmetic Product

Cream contains hydrating capsules that make 
the skin appear vibrant and radiant

화이트닝 캡슐 크림 

미백 기능성 화장품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밝혀주는 수분감 가득한 캡슐 

함유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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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30ml焕白胶囊安瓶

美白功能性化妆品

给予光彩能量, 让灰暗的皮肤更加亮起来的
含胶囊高浓缩安瓿

WHITENING CAPSULE AMPOULE 

Whitening Cosmetic Product

Concentrated ampoule containing capsules 
with brightening energy that adds a beautiful 
glow to dull skin 

화이트닝 캡슐 앰플

미백 기능성 화장품

광채 에너지를 부여하여 칙칙한 피부를 한층 더 빛나도

록 도와주는 캡슐 함유 고농축 앰플

在济州新木姜子和莲藕找到的成分让皮肤焕
白而"完成亮丽的光彩皮肤"

“Creating radiant skin with a beautiful glow”
by improving the skin tone with Neolitsea 
aciculate and lotus roots from Jeju

제주 새덕이와 연꽃에서 찾은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어
“화사한 광채 피부 완성”

济州产新木姜子茎提取物, 莲藕提取物

Jeju Neolitsea Aciculate Stem Extract, Lotus 
Root Extract 

제주산 새덕이줄기추출물, 연꽃뿌리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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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焕白胶囊BB霜

美白/减皱除皱/防紫外线的功能性化妆品

有助于使肤色亮白及均匀, 并覆盖皮肤缺点的
含胶囊BB霜

WHITENING CAPSULE BB CREAM

Whitening/Anti-wrinkle/UV block cosmetic product 

BB cream containing capsules that help cover 
up blemishes and imperfections and make the 
skin tone brighter

화이트닝 캡슐 비비 크림 

미백 /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피부 톤을 화사하고 균일하게 보정하고 피부의 결점을 

커버하는데 도움을 주는 캡슐 함유 비비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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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利用济州的植物杀菌素成分保护皮肤不受
微尘的侵袭并"完成干净的皮肤"

修护粉尘隔离霜 50ml 100ml修护防尘喷雾

镇定因微尘而受压力的皮肤并保持清澈皮肤的
隔离霜 以“防微尘+供给水分+修复”三重功能保护皮肤

不受微尘的侵袭并让皮肤保持滋润的喷雾

“Achieving clean and clear complexion” by 
protecting the skin from fine particles with 
phytoncides from Jeju 

PROTECTIVE DUST BLOCK FINISHER PROTECTIVE DUST SCREEN MIST 

Finisher cream that soothes the skin from the 
stress caused by fine particles and keeps it 
clean and clear 

Mist with triple functions (defense against 
fine particles + hydration + makeup fixer) that 
protects the skin from fine particles and keeps 
it moisturized

제주의 피톤치드 성분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깨끗한 피부 완성”

프로텍티브 더스트 블록 피니셔 프로텍티브 더스트 스크린 미스트

미세먼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맑은 

피부로 유지시켜주는 피니셔 크림

‘미세먼지 방어+수분 공급+픽서’ 3가지 기능으로 미세먼지

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미스트

济州产芦荟叶提取物, 胭脂红仙人掌果实提取物
Jeju Aloevera Leaf Extract, Cactus Fruit Extract

제주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코치닐선인장열매추출물

济州产绿茶提取物, 松叶提取物
Jeju Green Tea Extract, Pine Needle Extract 

제주산 녹차추출물, 소나무잎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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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修护控油防晒啫喱

美白/减皱除皱/防紫外线功能性化妆品

作为“美白+减皱除皱+防紫外线”三重功能性
产品具有防止UV的功能, 同时还演绎富有弹性的
粉红色皮肤的彩妆基础兼用防晒啫喱

PROTECTIVE NO SEBUM SUN GEL 

Whitening/Anti-wrinkle/UV block cosmetic product 

Makeup base and sunblock gel with triple 
functions (whitening, anti-wrinkle, and UV 
block) that not only blocks UVA but makes the 
skin appear more supple and youthful 

프로텍티브 노세범 선젤 SPF50+ PA++++ 

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제품으로 UVA 차

단 및 핑크 빛 피부를 연출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선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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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利用抵抗强烈的太阳光的济州植物成分形成
皮护保护膜并"完成紫外线铁壁皮肤"

活肤美颜防晒乳 50ml 50ml活肤美颜防晒霜

防紫外线功能性化妆品
防紫外线功能性化妆品

不黏糊并迅速地被吸收, 防止日常紫外线并保护
皮肤的每天用的防晒乳 以强有力的PA++++配方集中防止UVA波长, 

做户外活动时100%防止紫外线并保护皮肤的防晒霜

“Creating a UV shield” by forming a skin 
protection barrier with botanic from Jeju 
ingredients

PROTECTIVE SUN LOTION PROTECTIVE SUN CREAM 

UV block cosmetic product 

UV block cosmetic product 

Daily sun lotion that gets absorbed quickly, 
without any stickiness, to block UV radiation 
and protect the skin

Sun cream, a high protection level of PA++++, 
blocks UVA to provide flawless UV protection 
during outdoor activities

강력한 태양에 맞서는 제주 식물
성분으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 철벽 피부 완성”

프로텍티브 선 로션 SPF32 PA++ 프로텍티브 선 크림 SPF5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끈적임 없이 빠르게 스며들어 일상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일리 용 선 로션

강력한 PA++++처방으로 UVA파장을 집중적으로 차단

하여 야외활동 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빈틈없이 보호

해주는 선 크림

济州产黄芩提取物
Jeju Scutellaria Baicalensis Extract

제주산 황금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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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ING DUST 
CLEANSING

 GEL TO FOAM

VITAL IN JEJU 
PURIFYING & PEELING 

CLEANSING FOAM

PROTECTIVE
DUST SCREEN MIST

Recommendation for Whitening

Recommendation for Hydrating

Recommendation for Protection Daily Care

Recommendation for Anti-Aging

Recommendation for Vitality

WHITENING 
MOISTURE 

TONER

HYDRATING 
AQUA TONER

PROTECTIVE
DUST SCREEN MIST

ANTI-AGING 
ESSENTIAL
FIRSTNER

VITAL IN JEJU 
ESSENCE IN TONER

WHITENING 
MOISTURE 

MILKY EMULSION

HYDRATING 
AQUA LOTION

PROTECTIVE
DUST BLOCK 

FINISHER

VITAL IN JEJU 
ESSENCE IN 
EMULSION

WHITENING
CAPSULE

BB CREAM

HYDRATING 
AQUA BB CREAM

PROTECTIVE
SUN CREAM

PROTECTIVE 
NO SEBUM
SUN GEL 

PROTECTIVE
SUN LOTION

Step 1

STEP 1

STEP 1

STEP 1

STEP 1

STEP 2

STEP 2

STEP 2

STEP 2

STEP 3

STEP 3

STEP 3

STEP 3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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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꼬제 추천 사용방법 ACCOJE’s Recommended Usage Method 爱珂婕推荐的使用方法

DAY CARE



VITAL IN JEJU 
MULTI BALM

REVIVING DUST 
CLEANSING

 GEL TO FOAM

VITAL IN JEJU 
PURIFYING & PEELING 

CLEANSING FOAM

REVIVING
SLEEPING PACK

Recommendation for Whitening

Recommendation for Hydrating

Daily Care

Recommendation for Anti-Aging

Recommendation for Vitality

WHITENING 
MOISTURE 

TONER

HYDRATING
AQUA TONER

ANTI-AGING
ESSENTIAL
FIRSTNER

VITAL IN JEJU 
ESSENCE IN 

TONER

WHITENING
CAPSULE

ESSENCE or AMPOULE

HYDRATING
AQUA LOTION

ANTI-AGING
INTENSIVE
AMPOULE

VITAL IN JEJU
TIME REPAIR 

SERUM

WHITENING
MOISTURE

MILKY EMULSION

HYDRATING
AQUA GEL CREAM

ANTI-AGING
WRINKLE

CORRECTOR

VITAL IN JEJU 
ESSENCE IN 
EMULSION

WHITENING
CAPSULE
CREAM 

VITAL IN JEJU 
AQUA MASK SHEET

ANTI-AGING
VOLUME CAPSULE 

CREAM

VITAL IN JEJU 
TIME REPAIR 

CREAM

STEP 1

STEP 1

STEP 1

STEP 1

STEP 2

or

STEP 2

STEP 2

STEP 2

STEP 3

STEP 3

STEP 3

STEP 3

STEP 4

STEP 4

STEP 4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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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CARE

Recommendation for Reviving

PROTECTIVE
DUST SCREEN MIST

REVIVING
GEL CREAM or

REVIVING CREAM

REVIVING
SLEEPING PACK

STEP 1 STEP 2 STEP 3

or



28

핵심원료

Key Ingredient 

核心原料
에키네시아 (자주천인국추출물)
Echinacea (Echinacea Purpurea Extract) 
产紫椎菊（紫椎菊提取物）

피부의 면역 증진효과로 외부자극으로부터 피부 보호, 

피부 주름과 관련하여 진피층에 관여하는 콜라겐 분해 

효소의 발현을 억제 효과 (원료적 특성에 한함)

Improves skin immunity, protects skin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reduces
wrinkles by retraining decomposition of
collagen in the skin layer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具有提高皮肤免疫力, 从外部刺激中保护皮肤, 抑制
真皮层胶原蛋白酶的活性来达到改善皱纹的效果。
(限于原料特点)

소나무잎추출물
Pinus Densiflora Leaf Extract
赤松叶提取物

피지분비를 조절하고 피부보호 및 영양공급에 도움

(원료적 특성에 한함)

Controls sebum and protects and nourishes skin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调节皮肤分泌；保护皮肤；提供皮肤营养。
(限于原料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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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绿茶提取物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수분공급 및 피부진정에 

도움 (원료적 특성에 한함)

Hydrates and soothes skin with rich amino acid 
and minerals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富含氨基酸及矿物成分, 提供皮肤水分, 有助于
镇静皮肤。(限于原料特点)

레드비트추출물 (사탕무뿌리추출물)
Beta Vulgaris Root Extract (Beetroot Extract) 
自生能力超强的红甜菜提取物(甜菜根提取物)

피부 보습, 피부 진정, 영양공급, 비타민 A.C, 칼슘, 철, 

리보플라빈, 인, 카로틴, 엽산, 레티놀 등 천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베타인/안토시아닌을 함유하여 피부 

산화 방어 작용 도움 (원료적 특성에 한함)

Moisturizes, soothes, and nourishes the skin
with rich minerals and vitamins including
vitamin A & C, calcium, iron, riboflavin,
phosphorus, carotene, folic acid, and retinol. 
It also contains betaine and anthocyanin that
prevents skin aging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富含维他命A.C, 钙, 铁, 核黄素, 磷, 胡萝卜素, 
叶酸, 视黄醇等天然矿物质。(限于原料特点)

새덕이줄기추출물
Neolitsea Aciculata Stem Extract
新木姜子茎提取物

브라이트닝 활성 효과로 피부를 환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손상을 막아 기초부터 힘있고 

탄탄한 피부로 관리 (원료적 특성에 한함)

Brightens up the skin with its illuminating 
effect and protects the skin from an external 
environment to prevent damage and keep the 
skin healthy and energized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济州岛新木姜子提取物具有靓肤效果, 有助于提亮
肤色, 从外部环境中保护皮肤, 赋予皮肤活力。
(限于原料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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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Ingredient�

섬오갈피나무추출물
Acanthopanax Koreanum Fruit Extract
五加树

흑무추출물 (무추출물)
Radish Extract (Radish Extract) 
萝卜提取物 (萝卜提取物)

씨위드 콤플렉스
Seaweed Complex 
海藻类复合物

섬유소, 무기질, 수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브라이트닝 

및 피부 수분보유력 향상에 도움(원료적 특징에 한함)

It is full of fiber and mineral water, and effective 
in brightening and hydrating the skin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富含纤维素及矿物水, 具有提亮肤色及锁水效果, 
能打造滋润透亮的皮肤。(限于原料特点)

외부환경에 의해 약해지고 피부 본연의 생기와 힘을 잃은 

피부에 자연의 건강한 기운을 전해 피부활력과 탄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 (원료적 특징에 한함)

Compared to Acanthopanax Senticosus 
(Eleuthero), it is rich in acanthoic acid that 
rejuvenates and improves the elasticity of the 
skin by adding the healthy energy of nature to 
the skin weakened by external environment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济州岛细柱五加中的五加酸含量比普通的五加书
含量高, 能使失去活力的皮肤重返健康富有弹性的
皮肤。(限于原料特点)

바다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5가지 해초 성분(감태, 참미

역, 톳, 모자반, 청각)이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케어

(원료적 특성에 한함)

The five algae ingredients (Ecklonia cava, 
Undaria pinnatifida, Sargassum fusiforme, 
Sargassum fulvellum, Codium fragile) with the 
marine energy moisturize and revitalize the skin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富含大海的能量的五种海藻成分 (甘苔, 裙带菜, 
辘尾菜, 马尾藻, 刺松藻) 将皮肤护理得滋润而
富有生机。(限于原料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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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꼬제 콤플렉스
ACCOJE Complex 
爱珂婕复合物

청정 제주의 물을 먹고 자란 쇠비름+감태+코치닐선인장

열매+알로에베라잎에서 추출한 콤플렉스로 피부 결을 

정돈 및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케어

(원료적 특성에 한함)

A complex created with the extracts from 
purslane, Ecklonia cava extract, cactus (fruits) 
and aloe vera (leaves) that were grown using 
the clean water of Jeju. It evens out the skin 
texture and soothes and moisturizes the skin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利用吸着清净济州的水而生长的马齿苋+甘苔+胭
脂红仙人掌果实+芦荟叶上提取的复合物梳理和
镇定皮肤纹理并保湿护理。(限于原料特点)

황금추출물
Scutellaria Baicalensis Extract
黄芩提取物

연꽃뿌리추출물
Lotus Root Extract 
莲藕提取物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자칫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기 

쉬운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케어 (원료적 특성에 한함)

It is rich in flavonoids, which help enhance the 
skin’s health and elasticity, and protect it against 
UV damage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富含类黄酮并把因紫外线容易受伤的皮肤护理得
健康而有弹性。(限于原料特点)

연근이 피부 정화작용을 하여 지친 피부를 맑고 건강한 

피부로 케어 (원료적 특성에 한함)

Lotus roots purify the skin and help tired skin 
become clearer and healthier
(Applies to only the ingredient characteristics).

莲藕起到净化皮肤的作用，所以把疲惫的皮肤护理
成清澈而健康的皮肤。(限于原料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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