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dly Acidic / Low Skin Irritation / Rich Moisturizing

Baby&Kids Cosmetics

Atobebe Baby&Kids
Relieve Skin Care Cosmetics
PROPOSALS
약산성/ 저자극 / 고보습 영유아 스킨케어화장품 아토베베 제안

주) 본 자료는 아토베베 제품의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문서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고/홍보/온라인/웹사이트 등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단 사용시에 발생한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사용(게시)자에 있습니다.

Mildly Acidic / Low Skin Irritation / Rich Moisturizing

Baby&Kids Cosmetics
Atobebe Brand Story

딸을 위한 재료공학출신 아빠의 사랑레시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아토베베를 사용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아토피성 알러지 피부로, 잠들었을 때도 가려움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피부에 좋은 건강한 화장품! 내 아이에게 떳떳하면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그것이야 말로 최상의 화장품이라 생각 했습니다...
(아토베베 스마티언 이영진 대표)

atobebe Brand Story

WHAT IS..

??

Baby & Infant Sensitive skin care Cosmetics ; Made in Korea

미세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민감한 피부! 순하고
연약한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 아기 피부에 꼭 맞게 처방된 파라벤/ 탈크
등 피부자극 유해성분 무첨가, 피부진정/케어 특허성분 함유, 무색소,
약산성/ 저자극/ 고보습 영유아 및 성인의 민감피부 전문 화장품
아토베베 베이비 케어로 신생아부터 피부 관리하세요. 포근하고 아늑한
파우더리 향과 순하고 마일드한 엄선된 식물 추출물이 상처받기 쉬운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주고 촉촉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약산성 /
저자극 / 고보습 케어로 피부는 매일매일 행복해 집니다.

atobebe Brand Story
since

2002
2015

대한민국 영유아 용품 1위업체 아가방&컴퍼니에서 10여년 간 전국
오프라인 400여개 영유아 직영매장에서 판매되어온 국내 1세대 영유아
전문 브랜드 화장품

after

2015년 부터 스마티언에서는 아토베베 영유아 화장품 사업권을 인수하여
기존 제품의 전성분/ 브랜드 Identity를 리뉴얼 하고, 국내/외 판매, 광고/
마케팅 등의 모든 라이선스 독점권을 획득하여 새롭게 생산/판매

atobebe Brand Story
사랑하는 딸을 위한 아빠의 사랑레시피로 만든 영유아 화장품 아토베베는 전성분량의 99%를 USA EWG Level 1등급
성분만을 고집하고 약산성으로 생산하여 민감하고 약한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If you think your sensitive skin,
The choice is…
Baby & Infant’s soft skin,
Everybody sensitive skin care Cosmetics ;

atobebe Brand Story
아토베베의 브랜드 컬러인 노랑색은 건강한 피부에 적합한 PH5.5~6.5사이의 약산성으로 생산하여 항상 피부를 자극하는
외부적인 요소(먼지,세균 등)로부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되면, 모낭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피부 본연의 힘을 잃어 좋지 못한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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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베베의 건강한 피부과학
Sensitive Skin Care PH Color
건강한피부(PH 4.6~6)
아토베베 헤어&바디 워시 (PH 5.5~6.5)
아토베베 전제품 (PH 5.0~6.0)
(콤팩트 파우더 제품 별도 PH측정 없음)

atobebe Brand Philosophy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들인 아이들이 건강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철학으로 아토베베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로 고생하는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자연유래의 재료를 사용하는 지혜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건강한 피부과학 레시피

아토베베 ㅣ 엄선된 식물 추출물 함유

Mildly Acidic / Low Skin Irritation / Rich Moisturizing

Baby&Kids Cosmetics
Atobebe Technology

atobebe Technology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의 연약한 피부, 아토피성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아토베베는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영/유아 뿐만 아니라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성인도 사용 할 수 있는 건강하고 믿음직스러운(미국
FDA 인증 화장품 생산경험이 있는 공장 생산) 제품만을 국내에서 생산 합니다.

아토베베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TALC

세포의 반복적 분열로 인한 세포
의 노화에 관여하는 텔로미어 (te
lomeres)의 단축속도를 연장하는
효 과 가 확인 되 어 피 부 를 건강
하 게 하 는 효 능의 특 허성 분을
포함 하여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
입니다.

암을 유발 시킬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파라벤 성분을 전
제품에 무 첨가하여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Sensitive
Skin CARE

PARABEN FREE
TALC FREE

제품만을 고집합니다.

화장품 FDA 인증

MADE IN KOREA

경험의 화장품회사
발암성 물질인 석면과 섞일
가능성이 있는 탈크 성분을
전 제품에 무 첨가하여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업계 최초 미국 FDA(미국
식품, 의약품국)승인을 받은 화장품
제품생산 경험이 있는 공장에서
제조

아토베베의 전 제품은 모든 생산
공정/ 원료배합이 대한민국에서
만 이루어져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obebe Technology
아토베베 전제품에는 일반화장품의 방부제인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및 피부자극 원인이
되는 8가지 성분 뿐만 아니라, USA EWG 피부자극 유발성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감한 피부, 사랑스런 아기피부,
아토피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토베베를 선택하세요!!

아토베베의 8無
파라벤

벤조페논

트리클로산

탈크

W% 99%
EWG Level 1등급 성분

메칠이소
치아졸리논

인공색소

미네랄오일

동물성오일

벤조페논 : 화장품 변색방지 및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의 성분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성분
파라벤 : 암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성분
탈크 : 발암성 물질인 석면과 섞일 가능성이 있는 성분
트리클로산 : 살균제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 교란에 유방암 유발 가능성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독성 방부제로 세포 내 아연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DNA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연쇄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성분
인공색소 : 천식, 행동 이상장애, 혈소판 감소, 알레르기와 발암을 일으킨다는 연구자료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성분
동물성 오일 : 동물의 피하조직, 장기에서 추출 냄새가 좋지 않아 정제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미네랄오일 : 원유에서 정제되는 화학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하며, 오일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발생시킨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성분 (야후 뷰티)

atobebe Technology
아토베베 전제품에는 사용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친숙한 파우더리 향료(복합향료로서 피부자극도 측정이 어려워 EWG
피부자극유발 8등급으로 지정됨)을 제외하고 전성분이 타 회사대비하여 우수합니다.

Atobebe

VS

Sebamed

본 페이지의 비교 자료는 대한민국 화장품자용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화해(화장품을해석하다)” 분석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tobebe Technology
아토베베는 소중한 사람의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를 생각하여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독자적인
천연유래의 특허 성분을 함유하여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 및 성인피부 케어에 효과적입니다.

세포에 대한 노화 억제 작용을 하는 조구등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하는 화장품
(Patent Number 0490315,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항산화 및 노화 억제 활성을 가지는 박태기나무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하는
항산화, 피부 노화 억제 및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Patent Number 10-0600249,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tobebe Technology
아토베베 전 제품은 건강한 피부에 적합한 산도인 PH5.5~6.5 사이의 약산성으로 생산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의
자생적인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만약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되면, 모낭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피부 본연의 힘을 잃어 좋지 못한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atobebe Technology
아토베베 화장품 전성분에 포함된 Base Complex는 우수한 보습 기능은 기본이며, 아토피 및 피부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염증면역 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하여 아토피의 원인 케어에 효과적입니다.

Cause Care Overview

일반 제품은 피부 표면 조직을 케어하여 보습에 집중하는 반면..
(General care product, and while the surface of the skin tissue, to
focus on moisturizing)

atobebe속에 포함된 Complex는 우수한 보습 기능은 기본이며, 아토피 및 피부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염증면역 세포(MAST CELL,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하여 아토피의 원인 케어에 효과적이다.
(Complex is an excellent moisturizer features included in atobebe is the default, it is effective to cause degranulation of care for atopy
dermatitis by inhibiting root causes inflammation and immune cells of atopy dermatitis (MAST CELL, mas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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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bebe On/Off-Line Shop

atobebe Sales Store
아토베베 전 제품은 국내 및 해외에서 ON/OFF-LINE 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OFF-LINE 주요판매처
롯데면세점 명동 소공동 본점

롯데면세점 삼성동 코엑스점

부산 해운대 뽀로로파크 샵

남양유업 본사 임산부교실

대구백화점 대구 본점

atobebe Sales Store
아토베베 전 제품은 국내 및 해외에서 ON/OFF-LINE 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ON-LINE 주요판매처

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인터파크

남양유업 쇼핑몰

쿠팡

롯데면세점

지마켓

쿠팡 로켓배송

옥션

영유아전문 베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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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bebe Cosmetic Products

atobebe Cosmetic Products

atobebe Cosmetic Products

atobebe Cosmetic Products

atobebe Cosmetic Products

Atobebe Baby&Kids
Relieve Skin Care Cosmetics
PROPOSALS

THANK YOU
주) 본 자료는 아토베베 제품의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된 문서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고/홍보/온라인/웹사이트 등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단 사용시에 발생한 문제의 법적인 책임은 사용(게시)자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