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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이 빚은 발효화장품, 유니크미 



아름다움이 세상을 바꾸는 자신감 

원료부터 가공까지 순도 100% 천연 과정을 고집한 유니크미의 피부 기적 프로젝트는 청정 섬 제주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를 받고 자란 맑은 약초들이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쳐 피부 기적을 선사할 천연 마스크팩으로 탄생했습니다. 

유니크미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더 건강하도록, 당신의 매력이 더 당당하게 빛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원료가 아름다움을 배가하고, 아름다움이 세상을 바꿀 자신감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유니크미가 추구하는 길 입니다.

UNIQUEMI has developed clean and healthy cosmetics by finding 5 of the medicinal herb such as Saururus,
Eoseungcho, Mongolian snakegourd, Polygonum multiflorum, Aloes which is the most healthiest to the
skin through a long term research. Uniquemi cosmetics which have insisted 100% of pure natural procedure 
rom ingredients to manufacturing is receiving a big respond from consumers from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自然から得た原料はあなたの美しさを倍にし、その美しさは世界を変え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自信をあなたに与えます。ユニクミは、
肌の健康のために、あなたと一緒に夢を描いていきます。

从原料到加工, 固守纯度100%天然过程的优尼克美的皮肤奇迹项目从清净岛屿-济州岛开始。吸收济州岛的纯净能量生长的清净药草经
过天然发酵过程, 诞生出可为皮肤带来奇迹的天然面膜。优尼克美梦想着能让您的美丽更加健康，让健康更加展现您的魅力。
源自纯天然的原料可使美丽倍增, 让您充满美丽改变世界的自信感, 为此, 优尼克美将为皮肤健康共同编织梦想。

천연 동굴에서 아름다움의 비밀을 찾다. 

済州島には、天然発酵の秘密と美しさの源が隠されている火山ソンイの天然洞窟があります。
洞窟の中の火山石が、毎日健康な天然マイナスイオンを発生する神秘的な場所から厳選した5種類の天然ハーブを
100日間発酵・熟成しました。

在济州岛有着隐藏天然发酵秘密和美丽源泉的天然洞窟。
洞窟里的火山石每天都会神秘的喷出健康的天然负离子，对严格选择五种天然植物进行100天的发酵。  

제주도에는 천연 발효의 비밀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숨어 있는 화산송이 천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속 화산석이 매일 건강한 천연 음이온을 내뿜는 신비로운 그 곳에서 엄선한 5가지의 식물을 찾았고,
100일간 정성껏 발효 〮숙성했습니다.

유니크미는 오랜 연구 끝에 사람 피부에 가장 건강한 효능이 있는 삼백초, 어성초, 하늘타리, 적하수오, 알로에를 찾아
제주 발효 연구소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합니다. 다른 화장품들이 새로운 원료를 이야기 할 때, 유니크미는 제주도의
외진 곳, 희귀한 자연 식물을 찾아 피부 기적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There is a natural volcanic cave in Jeju Island which has the secret of natural fermentation and the root of beauty. 
The volcanic stone inside the cave puffs out healthy natural anion everyday and ripens and ferments five of the
carefully selected natural medicinal herb for 100 days. 

Korean Cosmetics Company UNIQUEMI

澄んだ島、済州島から始まる発酵の奇跡、
始于清净岛屿-济州岛发酵的奇迹

맑은 섬 제주에서 시작되는 발효의 기적

The story of Uniquemi which is the miracle of fermentation 
that started in clear land Jeju Island has started

Oriental Naturalism UNIQUEMI

제주 자연이 빚은 발효화장품, 유니크미 

1. 제주 화산송이 동굴 100일 발효 마스크팩 
JEJU Volcanic Cave 100 Day Fermented Mask Pack / 25ml X 5sheets
済州島芳林苑火山ソンイ(火山炭)洞窟で100日間発酵、ユニクミ·マスクパック
济州芳林院高级面膜

매일 다른 피부컨디션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는 프리미엄 제주 발효 마스크팩. 집중미백(삼백초), 모공관리(어성초),
탄력개선(하늘타리), 집중보습(알로에), 집중영양(적하수오) 5장 구성. 특허 받은 발효기술(화산송이동굴에서
천연 식물을 발효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주인증화장품. 
[수상] 2018년 서울시 선정 우수브랜드, 2019년 품질경영 대상 [해외인증]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허가 완료

Premium Jeju fermented mask pack is used according to different skin conditions every day. The five chapters
are composed of concentrated Whitening (Saururus), Skin Pore Care (Eoseungcho), Tightening(Haneultari),
Moisture(Aloe), and Nutrition(Polygonum Multiflorum).  Mask pack made with patented fermentation
technology. Jeju Cosmetics Certification of all processes in 100% Jeju. 
[Award] Best brand selected by the Seoul City in 2018, winning the Grand Prize for Quality Management in 2019.
[Global Certification] Japan, China, Vietnam and Russia have completed permission.

ユニクミ 済州島 プレミアム マスクパック
优尼克美济州岛高级面膜系列

유니크미 제주 프리미엄 발효 마스크팩 

Made in JEJU Premium Mask Pack Series  



1. 삼백초 집중미백 마스크팩 – 브라이트닝   
Brightening Mask Pack – Saururus
三白草 集中美白面膜 / 集中美白-魚腥草(ドクダミ)

뿌리, 잎, 꽃이 모두 흰 색을 띄어 삼백초라 불리며 미백에 탁월한 기능을 가진 식물. 

미세먼지와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투명하고 맑은 안색으로 가꾸어주는 마스크팩

Medically, the extract from the saurus plant improves blood circulation and contains

quercetin, tutin, and flavonoid which are effective in brightening skin tone.

2. 어성초 모공관리 마스크팩 -   퓨리파잉   
Purifying Mask Pack - Eosungcho

鱼腥草护理毛孔面膜 /毛穴ケア- 半夏生(ハンゲショウ)

어성초는 잎이 메밀꽃을 닮아 약모밀이라 불리는 치유식물로 민감하고 성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능. 제주 발효 어성초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넓어진 모공을 

촘촘하게 가꾸어 주는 마스크팩. 

This mask pack tightens facial skin, shrinks enlarged pores, and assists in clearing up

stressed and worn out skin by using the healing effects of the houttuynia cordata plant.

3. 하늘타리 탄력개션 마스크팩 – 타이트닝    
Tightening Mask Pack – Haneultari

栝楼改善弹力面膜 / 弾力改善-白烏瓜(シロカラスウリ)

실크같은 피부 결에 도움을 주는 제주 하늘타리 발효성분이 함유되어 힘을 잃은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쫀쫀하게 가꾸어 주는 마스크팩. 

This mask pack infused with the extracts of the fruits which is known to have no parts

to waste. This mask pack specialized in the sulfation of the facial skin which softens

the skin and strengthens skin elasticity.

4. 알로에 집중보습 마스크팩 – 모이스춰   
Moisture Mask Pack- Aloes
芦荟集中保湿面膜 / 集中保湿-アロエ

제주에서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한 제주 알로에 발효성분이 함유되어 메마른 피부에

수분샘을 만들어 오래도록 촉촉하게 가꾸어 주는 마스크팩. 

This mask infused the extract of fermented aloe harvest fresh from the nature rich

Jeju Island, is rich with aquaporin-3 which improves and balances skin hydration.

5. 적하수오 집중영양 마스크팩 – 프로텍팅  
Protecting Mask Pack - Polygonum Multiflorum
赤何首乌集中营养面膜 /集中滋養-赤何首烏(赤カシュウ)

중국 3대 명약으로 꼽히며, 피부 속부터 기를 끌어 올려주는 제주 적하수오 발효

성분이 함유되어 푸석푸석한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주는 마스크팩. 

This mask enhances skin immunity, provide anti-aging supplements, assists in blood

circulation, as well as energizing exhausted skin by delivering the extraordinary

essence extracted from Polygonum Multiflorum.

제주 화산송이 동굴 100일 발효 마스크팩  제품소개   

Skin Pore care

Whitening

Moisture

Anti-age

Tightening

2. 선비팩(남성용 마스크팩)  
Classic Scholar Pack(For Men) / 25ml X 6sheets
ソンビパック(男性用)
书生面膜(男士专用面膜)

품격 있는 남자들의 일급비밀은 미백과 모공관리!  
삼백초(미백)/어성초(모공) 2-Type으로 구성. 시트 사이즈가 훨씬 넓어져 
잦은 면도로 칙칙해지고, 거칠어진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남성용 스페셜 마스크팩
Special mask pack for elegant men all over the world. It is the secret of men's skin
care which makes the men's skin bright and lively which became harsh through sports,
ultraviolet rays, and frequent shaving. It consists of two types of Brightening(Saururus)
and Pore care(Eoseongcho).

3. 블랙베리씨 물광피부 마스크팩 
Black Berry Seed Pack  / 25ml X 5sheets
ブラックベリ〡·種のパック
黑莓籽面膜 

과일 중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높아 미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블랙베리! 
블랙베리씨의 항산화 물질과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광나게 만들어주는
미백 강화 마스크팩
A black berry seed pack which boasts about strong skin-lightening effect.
Naturalism fermenting cosmetics(Lactobacillus). Contains many antioxidation
substance such as Vitamin C,E, estrogen, packtin and etc.

4. 익스트림 스포츠팩 
UNIQUEMI Sports Pack / 25ml X 5sheets
ユニクミ スポ〡ツパック
运动面膜

골프, 승마, 서핑 등 야외 스포츠 활동으로 강렬한 태양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해주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남/여공용 스포츠 마스크팩
(+베타글루칸 함유)
This sports pack calms the sun-weary skin with outdoor sports activities such
as Golf, Horseback Riding and Surfing, and nourishes and nourishes it to grow
a resilient skin. (Contains Beta-Glucan)

5. 산삼 마스크팩 
Reine Wild Ginseng Pack / 25ml X 5sheets
山蔘（さんじん）パック
Reine Bio 野生人参面膜 

30여 종의 고급 사포닌이 함유되어 주름개선과 보습에 효능이 있는 산삼. 
그 중에서도 100년이 넘은 천종산삼배양근을 선별하여 100일 간 발효했습니다. 
여왕의 눈부신 피부로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바이오 산삼팩
Wild Ginseng containing more than 30 kinds of high-quality Saponin, which is
effective for improving wrinkles and moisturizing. Among them, we selected
Cheonjong Wild Ginseng triad root, which is over 100 years old, and fermented for
100 days for 100 days. Premium Bio Wild Ginseng Pack changes  your skin like the
shining skin of the queen.

Skin Pore care

Whitening

Moisture

Anti-age



저자극 스킨케어 베베꺌랑 
Bebe calîn children skin care
ベベキャルラン ベビ〡スキンケア / 宝贝可爱 儿童护肤品

베베꺌랑(Bébé câlin)은 프랑스어로 ‘아기를 감싸고 안아준다’는 의미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소중한 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 최소 처방으로 만든 깨끗한 화장품입니다. 

Bebe Calin means 'Hugging the Child' and it is a skin care brand which has the parents' mind which is wanting to
protect the child's precious skin.

ベベキャルランはフランス語で「子供を抱える」という意味で、外部の刺激から私の子供の大切なお肌を守ってあげたいと思う親
の気持ちを込めたベビ〡スキンケアブランドです。

Bébé calîn是法语, 意为‘拥抱孩子’。蕴含着隔离外部刺激、保护宝宝的父母之心, 是以最少配方制成的优质化妆品。

6. 베베꺌랑 바디워시 앤 샴푸 
Bebe calin Bodywash & sampoo / 300ml
ベベキャルランボディウォッシュアンドシャンプ〡
宝宝可爱沐浴露&洗发露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된 코코-베타인 성분과 제주 하늘타리 & 
제주 귤껍질 성분이 민감한 두피와 여린 피부를 마일드하게 세정
해주는 올인원 워시.

It has the coco-Betain ingredient which originated from
coconut oil and is an all-in-one wash that cleans the baby's
head and skin.

ココナッツオイルから由来されたココ -ベタイン(coco-Betain)
成分に赤ちゃんの頭皮と肌をきれいに洗 うオ〡ルイン

源自椰子油的椰油基甜菜碱成分和济州栝楼&芦荟成分有助于
柔和地洗净敏感的头皮和幼嫩皮肤的多合一洗护品。

7. 베베꺌랑 페이스 앤 바디크림
Bebe calin Face & Body Cream/170ml
ベベキャルランフェイスアンドボディ〡クリ〡ム
宝宝可爱面霜&体霜 

   
제주 하늘타리 성분과 제주 알로에 성분이 함유되어 민감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외부 자극
으로부터 여린 피부를 보호해주는 올인원 크림 .

It is an all-in-one cream which surrounds the delicate baby skin
with moisture and contains ingredient of the Jeju Haneultari &
Jeju Aloe extract.

済州キカラスウリ抽出物のサポニン成分が含まれて敏感な赤ちゃん
の肌をしっとりと潤い肌にかばってくれるオ〡ルインワンクリ〡ム

含有济州栝楼成分和济州芦荟成分, 有助于滋润敏感的皮肤, 形成水分
保护膜, 隔离微尘等外部刺激, 保护宝贵皮肤的多合一霜。

All-in-one Skincare 

제주화장품인증 저자극 인증

for Children, Pregnant woman & Sensitive skin

#Jeju Cosmetics Certification #Paraben-Free #EWG Green 

렌느 와일드 진생 스킨케어 라인
Reine Wild Ginseng skin care
レンヌ·山蔘（さんじん）スキンケア / Reine Bio野生人参护肤系列 

8. 렌느 와일드진생 톤업 선크림

(PA++++,SPF50+)
Reine Wild Ginseng Tone-up SunCream / 55ml 
レンヌ·ワイルドジ〡ンズUV Sun block
Reine Bio 野生人参亮肤防晒霜  

산삼배양근을 주 원료로 사용,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톤업 효과 및 로션 같은
사용감을 갖춘 여왕의 선크림, 산삼배양근 발효성분 함유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9. 렌느 와일드진생 브라이트닝 토너 
Reine Wild Ginseng Brightening Toner / 200ml 
レンヌワイルドジンセンブライトニングトナ〡
Reine Bio野生人参亮白爽肤水 

10. 렌느 와일드진생 로션 
Reine Wild Ginseng Lotion / 200ml 
レンヌワイルドジンセンロ〡ション 
Reine Bio野生人参乳液  

11. 렌느 와일드진생 에센스
Reine Wild Ginseng Essence / 50ml 
レンヌワイルドジンセンエッセンス
Reine Bio野生人参精华 

12. 렌느 와일드진생 아이크림
Reine Wild Ginseng Eye cream / 30ml 
レンヌワイルドジンセンアイクリ〡ム 
Reine Bio野生人参眼

Whitening

Anti-age

유니크미는 120년 된 천종산삼을 연구하여 ‘바이오 산삼’을 개발했습니다. 보습, 주름 개선 효능이
뛰어난 산삼은 여성 스킨케어 화장품 ‘렌느(Reine)로 탄생했습니다. 렌느는 프랑스어로 ‘여왕’이라는
의미로 여왕의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Wild Ginseng basic cosmetics which rules the skin time contains the root of the wild ginseng and the fruit and was
especially made preciously. Wild Ginseng Cosmetics that finds the Queen's elegance and Brightning. The panagisan
ingredient inside the wild ginseng gives skin moisture and prevents freckles, wrinkles and blemish and skin optimal
tightening.



13. 산삼 모이스처 빅 선쿠션

(PA++++, SPF50+) 
Wild Ginseng Moisturizer Big Sunscreen
山参防晒气垫 / 山三線クッション     

산삼배양근 추출물이 함유되어 보습 및 미백 효과가 있는 

수분 가득 빅 선쿠션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Whitening

14. 베이비 선쿠션

(PA++++, SPF50+) 
Baby Moisturizer Sunscreen

儿童用防晒气垫 / 子供用サンクッション 

해조류인 아이리쉬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소중한 아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재생을 돕는 순한 성분의

어린이용 선쿠션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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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Officie] 907, Gukhoe-daero 62-gil 14, Yeongdeungp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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