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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D 인사말 l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지디 좋은 의사들 대표이사 양미경입니다.

10년 이상 탈모치료에 전념해 온 5명의 의사로 이루어진, 한국 탈모치료의사 
협동 조합을 만들어, 과학적인 메카니즘적 근거가 확실한 제품으로, 의학적
인 검증을 거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자 (주) 지디 좋은 의사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FDA승인을 받은 탈모치료제는 프로페시아와 미녹시딜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새로운 허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 과학적인 mechanism 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
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탈모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탈모방지 제품을 표방한 제품들의  혼탁함은 최고조에 달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과학적인 메카니즘이 있는, 의학적으로 
확실한 제품을 만들고자, 연구/개발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탈모치료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게되는, 세계 최초로 탈모방지와 동시에 
발모 효과가 있는 NAADP성분이 들어있는, 모애락 제품을 출시하여, 탈모치료
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고, 이에 머물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여 제2, 
제3의 물질을 발굴하여 연구 중입니다. 새로운 브랜드인 GD3.4를 만들어서, 기
존 모애락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GD3.4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최근에
는, 속눈썹, 눈썹 그리고 헤어라인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제품과 아울
러, 인핸서 앰플을 디톡스 앰플로 변화를 주어서, 두피 침투력을 도와줄 뿐 아
니라, 시원한 쿨링효과까지 첨가하였습니다. 이들 제품들은, GD3.4의 창의적
인 아이디어의 성과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탈모치료의사협동조합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정진할 것이며, 저희 (주) 지디 좋은 의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최상의 제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제품만 선보일 것이며, (주) 지디의 제품이라면 
무조건 믿을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인생은 B to D, 즉 Birth to Death이며, 그 중간에 수많은 C, 즉 Choice가 있다
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옳다는 것을 잊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양 미 경



"Spreading Confidence
                  One Follicle At A Time"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 NAADP가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
시켜주며, 풍부한 필수 성장인자가 영양(Stem 45, 23가지 생약제, 프로폴
리스)을 공급하여 넓은 이마나 솜털만 남아있는 헤어라인을 아름답게 완성
시켜 줍니다.

.화대극 성활 의포세기줄발모체인 ,로대토 을술기양배포세기줄  •

 은같 와래아 한위 을장연 장성발모 인적속지 와도유장성 발모  •  
영양물질, 활성물질 공급 :  
* 필수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인체 아미노산 전 20종 처방  
* 성장인자 5종 처방 - EGF, PDGF, FGF (2 types), KGF, and VEGF.  
* Noggin: 모발초기생성인자 

 에포세근모 와포세기줄발모 C nimatiV 및 방처 21 ,7 ,6 ,5 ,3 ,2 ,1B snimatiV  *  
활력보강

  dna ,dica cielO ,dica citsiryM ,dica cieloniL ,loretselohC :유함 산방지용유  *
Palmitic acid. 

  ,lotisonI ,enilohC( 방처질물성활 는키시가증 을성활 의포세기줄발모  *
Glutathione, and Adenine) / 황산화 물질 및 신호전달 물질 포함

.임질물 달전 호신 포세 된산생 로으법성합 소효 인적학화생 로질물 는하재존 에체인  •

 에포세발모 서해월탁 이성정안 와수흡 로으좀포리 의즈이사노나 의mN02 기크균평  •  
NAADP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킴.

 만지되조제 어되방처 수다 이분성 의등제성활면개 히흔 은형제 좀포리존기  •  
NAADP는 모발세포에 최소한의 영향을 위해 4종성분만으로 리포좀 생성.

 로으적상정 를기장성 ,고하도유 를)neganA(기장성 여하화성활 을langis tnW  •  
유지하게 하며, 탈모 싸이토카인(DKK등)을 억제시켜서, 종말기 (Catagen)로의  
유도를 방해함.

NAADP LS (Liposome) 

STEM 45 Technology

.급공 을양영 한부풍 에발모 와피두 가제약생 지가32  •

: 는스리폴로프   •
 * 특히 여성에게 건강한 모발을 유지해줍니다.
 * 면역체계를 강화해줍니다.
 * 항염, 소염기능
 * 두피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23 Medicinal Herbs and GD Propolis



발모 효과를 보이는 NAADP의 효능

성합 소효 인적학화생 로질물 는하재존 에체인  •
법으로 생산된 세포 신호 전달 물질임

임질물 한전안 는되절조 고되산생 서에내포세  •

하강건 라니아 만뿐할 게추멈 를모탈 는PDAAN  •
고 아름다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줌

환질 육근심 은혹 뇨당 서에등 대콩홍 ,드포스옥  •
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 중

<NAADP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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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AADP (Patent material)  l

 , 가2,1 β-FGT ,1KKD 인자인 모탈 던했가증 때 을했리처 를THD  •  
NAADP를 처리 했을 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을했리처 PDAAN , 이율존생 의포세 던했소감 시리처THD  •
때는 생존율이 증가함을 확인

탈모억제 효과를 보이는 NAADP의 효능

• NAADP의 세포 내 칼슘이온 증가 확인.

)yassa ortiV ni( 정측 표지화분 의포세 성형질각 한의 에PDAAN  •

   - NAADP에 의해 유도된 칼슘이온이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였음을 확인

각질형성세포 분화촉진인자로써 NAADP의 효능NAADP(Nicotinic acid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란?

NAADP에 의한 피부의 분화 지표 측정 (Immuno histochemistry)

Keratin1

Keratin10

Involucrin

Retinoic acid

NAADP

1μM

10pM 0.1nM 1nM 10nM 0.1μM 1μM 10μM

-

- -

- - - - - - -

NAADP의 두가지 효능
NAADP 는 세포내 DKK-1발현 억제를 통해 Wnt/ß-catenin signal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효과를 통해  
휴지기에서 성장기로의 회복을 도우며 성장기에서의 지속을 오래 유지시켜줌

종말기 휴지기

성장기

생발아배 은ninetac-ß 서에 langis tnW  -
에서의 결정적인 단계를 조절

세모모 가포세기줄 면으있 이 ninetac-ß  -
포로 분화가 되지만 ß-catenin이 없으면 
줄기세포가 모모세포가 아닌 피부세포
로 분화

• NAADP에 의해서, 발모인자인 Wnt-β
-catenin의 증가 측정

 의 etyconalem 된리처 해의 에PDAAN  -    
배양액을, HDP세포에 처리한 결과, Wnt-β
-catenin의 signal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함

Wnt Signal

WntLRP5 and LRP6
Frizzled

APC Axin
Dishevelled

GSK-3ßß-Catenin

ß-Catenin

TCF-4
LEF-1

Transcription

Gene expression

- ß-Catenin

+ ß-Catenin

Basal layer

Epidermis

Stem cell

Hair follicle

Bulge

Matrix

생 ninetac-ß 면되화성활 이 langis tnW  -
성이 촉진 -> ß-catenin이 핵내로 들어가 
유전자 합성을 촉진하게 되면서 탈모 예
방기전이 작동

있 에기지휴 는가증 의ninetac-ß / tnW  -
는 모발세포를 성장기로 돌려주고, 성장
기를 오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줌

- Hair Density Scoring
   · 1-3 : Lack, 4-6 : Moderate, 7-8 : Sufficient
   · Hair thickness & density ar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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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3.4” was effective in both men and women by NAADP LS
▶ “STEM45-Stem cell activation technology” was additive to hair growing

- Hair Thickening Rating
   · Modulating maintenance of anagen phase

▶ “GD3.4” was effective in hair thickening both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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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IGF-I

VEGF

Essential
Factors

acidic
FGF

basic
FGF

필수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인체 
아미노산 전 20종 
처방

Vitamins B1, 2, 3, 
5, 6, 7, 12 처방 및 
Vitamin C 모발줄기
세포와 모근세포에 
활력보강

활성물질처방 
(Choline, Inositol, 
Glutathione, and 
Adenine) / 황산화 
물질

유용지방산 함유 : 
Cholesterol, Linoleic 
acid, Myristic acid, 
Oleic acid, and 
Palmitic acid

초고농축
영양공급

모발강화

모근강화

모발 재생
성장 촉진

두피진정

가려움 완화
두피

혈행개선

무알콜 수용성 프로폴리스인 
GD폴리스 성분

l GD 3.4 Advantage l

STEM 45 발모촉진

두피자극을 완화시키고 두피와 모발에 영양공급을 통해 모근을 강화하고 발모를 촉진합니다. 
특히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모발의 keratinocyte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상피세포의 재
생에 도움을 주어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켜 탈모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형탈모, 여성형
탈모의 치료개선뿐만 아니라 지루성 탈모, 원형탈모,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후의 탈모개선에
도 도움이 됩니다.

<프로폴리스 특허>



까다롭게 엄선한 23가지 생약제재 등 풍부한 영양공급. 

모근에 힘이 없고 점차 가늘어져 볼륨감을 잃는다면 두피에 활력을 부여하는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GD 3.4에는 모발에 유익한 23가지 생약제와 어성초, 
자소엽, 녹차잎, 특허성분 VB9-PLUS가 함유되어 두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해 줍니다.

어성초 
강력한 항산화 작용 →  
탈모효소(DHT) 억제·발모  
촉진

자소엽 
모발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미네랄 풍부

녹차잎 
폴리페놀·카테킨 탈모억제

감초 아로니아 검정콩 고삼 솔잎

아르간 알로에베라 오디 창포 천궁

마치현 매실 복분자 상백피 세이지

캐모마일 편백나무 라벤더 아보카도 쑥

l GD 3.4 Advantage l

풍부한
영양공급

<VB9-PLUS 특허>



ANTI-HAIR LOSS & 
HAIR GROWTH SHAMPOO

l GD 3.4 HAIR GROWTH SHAMPOO  l

건강한 모발을 위한 첫걸음!
자극성 화학 계면활성제, 파라벤 성분 그리고 실리콘 성분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민감한 두피와 모발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벤 및 실리콘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마일드한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균일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두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세정해 드립니다.
부드럽고 미세한 잔거품이 두피의 노폐물은 물론 모발 사이사이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세정해 드립니다.

모근 건강, 두피 활력에 좋은 영양성분 함유로 풍성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 NAADP와  5가지 성장인자가 함유되어 풍성한 모발 및 모근의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수,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소듐하이드록사이드, 소듐클로라이드, 프로필렌글라이콜, 황, 소듐벤조에이트, 멘
톨, 향료, 폴리쿼터늄-10, 살리실릭애씨드, 프로필렌글라이콜라우레이트, 판테놀,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알지닌, 트레오닌, 
라이신에이치씨엘, 글루타믹애씨드, 알라닌, 프롤린, 디소듐이디티에이, 폴리쿼터늄-7, 하이드로젠퍼옥사이드, 부틸렌글라이콜, 1,2-헥산디올, 레
시틴, 글리세린, 푸마릭애씨드, 화이트윌로우껍질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소듐보레이트, 제비꽃추출물, 세이지추출물, 
사과추출물, 벚꽃추출물, 복숭아추출물, 양벚나무열매추출물, 연꽃추출물, 드럼스틱씨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다시마추출물, 아사이야자추출물, 
동백꽃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바오밥나무씨추출물, 창포추출물, 카프릴릴글라이콜, 폴리소르베이트20, 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
오타이드포스페이트, 청색1호, 소듐설페이트, 꿀추출물, 포스포리피드, 글루타민, 아스파라진, 발린, 세린, 올레익애씨드, 류신, 시스테인에이치씨
엘, 아스코빅애씨드, 알지닌에이치씨엘, 타이로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나이아신아마이드, 메치오닌, 이소류신, 이노시톨, 히스티딘에이치씨엘, 
글라이신, 글루타치온, 아스파틱애씨드,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0, 티아민에이치씨엘,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
이드-1 , 리보플라빈, 피리독신에이치씨엘, 팔미틱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리놀레익애씨드, 사이아노코발라민, 콜레스테롤, 칼슘판토테네이트, 
바이오틴, 아데노신,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5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3, 에스 에이치-폴리펩타이드-13

- 눈에 들어 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이상이 의등 염부피 및 진습 ,위부 는있 가처상  -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 는있 이상이 은같 과음다 여하용사 을품제 본  -

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
담하십시오.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
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
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이손 의아소·아유 )가 항사의주 시급취 및 관보  -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나) 고온내지 저
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방법>

 로으끝손 는피두 고내 을품거 게볍가 어덜 히당적 를푸샴   ❶  
모발은 손바닥을 이용하여 충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❷  약2 - 3분 후에 거품을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촉촉한 머릿결을 유지합니다.

두피와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건조하지 않고 지방분비물이 많이 생기지 않게 조절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항산화작용으로 두피 및 모발을 보호합니다.

천연성분 추출물들의 항산화작용으로 두피의 노화를 막아주고 모발이 약해짐을 막아줍니다.

모근 강화 및 발모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자극을 완화시키고 두피 모발에 영양공급을 통해 모근을 강화하고 발모를 촉진합니다. 



l GD 3.4 HAIR & SCALP TREATMENT  l

프로필렌글라이콜, 에탄올, 미리스틸알코올,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베헨트리모늄클
로라이드, 소듐락테이트, 이소프로필알코올, 멘톨, 살리실릭애씨드, 판테놀, 부틸렌글라이콜, 레시틴, 글리세린, 카프릴릴글라이콜, 1,2-헥산디올, 
폴리소르베이트20, 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 쐐기풀추출물, 세이지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쌀겨추출물, 라벤더추
출물, 어성초추출물, 감초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레몬추출물, 병풀추출물, 파슬리추출물, 녹차추출물, 카렌둘라꽃추출물, 창포추출물, 오렌지추출
물, 구절초추출물, 키위추출물, 포스포리피드, 글루타민, 아스파라진, 발린, 트레오닌, 세린, 올레익애씨드, 라이신에이치씨엘, 류신, 시스테인에이
치씨엘, 아스코빅애씨드, 알지닌에이치씨엘, 타이로신, 트립토판, 프롤린, 페닐알라닌, 나이아신아마이드, 메치오닌, 이소류신, 이노시톨, 히스티
딘에이치씨엘, 글라이신, 글루타치온, 글루타믹애씨드, 아스파틱애씨드, 알라닌,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0, 티
아민에이치씨엘,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리보플라빈, 피리독신에이치씨엘, 팔미틱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리놀레익애씨드, 사이아노코
발라민, 콜레스테롤, 칼슘판토테네이트, 바이오틴, 아데노신,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5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
드-3,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3, 향료

지중 을용사 는에우경 는있 이상이 은같 과음다 여하용사 을품제 이  -
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
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
이 있는 경우 

 을용사 는에위부 는있 이상이 의등 염부피 및 진습 ,위부 는있 가처상  -
하지 말 것. 

 .것 낼어씻 로물 시즉 는에때 을갔어들 에눈 )가 항사의주 인적반일  -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나) 이 제품은 외
용으로만 사용하고 내복하지 말 것. 다)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
와 상의할 것.(프로필렌글리콜 함유 제재) 

 시드반 는에후 용사 )가 항사의주 의시 급취 및 관보  -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울러끄미 이닥바 시용사 양과초  -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1) Every Day use as a hair treatment

❶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모발 전체에  
뿌립니다.

❸  약 3-5분 뒤 깨끗이  
감아냅니다.

❷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줍니다.

 
DAILY RECONSTRUCTING 
HAIR & SCALP TREATMENT

건강한 모발과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
촉촉한 머릿결을 유지합니다.
두피와 모발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여 건조하지 않고 지방분비물이 많이 생기지 않게 조절하여 
두피를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항산화작용으로 두피 및 모발을 보호합니다.
천연성분 추출물들의 항산화작용으로 두피의 노화를 막아주고 모발이 약해짐을 막아줍니다.

모근 강화 및 발모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자극을 완화시키고 두피 모발에 영양공급을 통해 모근을 강화하고 발모를 촉진합니다. 

<전성분>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방법>



l GD 3.4 HAIR ENHANCER l

정제수, 에탄올,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1,2-헥산디올, 나이아신아마이드, 피이지-75라놀린, 판테놀, 알
란토인, 부틸렌글라이콜, 레시틴, 멘톨, 글리세린, 카프릴릴글라이콜, 폴리소르베이트20, 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 
제비꽃추출물, 세이지추출물, 사과추출물, 벚꽃추출물, 복숭아추출물, 양벚나무열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연꽃추출물, 드럼스틱씨추출물, 
아세로라추출물, 다시마추출물, 아사이야자추출물, 동백꽃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바오밥나무씨추출물, 창포추출물,포스포리피드, 글루타
민, 아스파라진, 발린, 트레오닌, 세린, 올레익애씨드, 라이신에이치씨엘, 류신, 시스테인에이치씨엘, 아스코빅애씨드, 알지닌에이치씨엘, 타이로
신, 트립토판, 프롤린, 페닐알라닌, 메치오닌, 이소류신, 이노시톨, 히스티딘에이치씨엘, 글라이신, 글루타치온, 글루타믹애씨드, 아스파틱애씨드, 
알라닌,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0, 티아민에이치씨엘,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리보플라빈, 피리독신에
이치씨엘, 팔미틱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리놀레익애씨드, 사이아노코발라민, 콜레스테롤, 칼슘판토테네이트, 바이오틴, 아데노신, 에스에이치-
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5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3,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3, 향료

두피의 고민 부위에 2~3회씩 분사하고, 두피 전체에 골고루 9~10회 정도 분사하면서, 흐르지 않도록 손끝으로 살살 마사지하여 두피에 잘 흡수되
도록합니다. 하루 3~4회 사용을 기본으로 일상 생활 중 수시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HAIR ENHANCER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두피 모발 집중 케어!
모근강화, 모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NAADP가 탈모를 억제하고,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청결한 두피를 유지시켜 줍니다.
수용성, 무알콜성으로 특허받은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여 면역기능 강화와 항염,소염효과를 통해 청결한두피, 
건강한 두피를 유지시켜 줍니다.

두피와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23가지 생약제재가 함유되어 있어 두피와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한 엽산으로 구성된 
특허성분 VB9-Plus가 함유되어 두피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뛰어나 특히 여성의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전성분>

<사용방법>

- 눈에 들어 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 내십시오. 
부 는있 이상이 의등 염부피 및 진습 ,위부 는있 가처상  -

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는에우경 는있 이상이 은같 과음다 여하용사 을품제 본  -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
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십시오. 1)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
이 있는 경우 

 는않 지닿 이손 의아소·아유 )1 항사의주 시급취 및 관보  -
곳에 보관하십시오. 2) 고온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
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l GD 3.4 HAIR DETOX AMPOULE l

 
HAIR DETOX AMPOULE
GD3.4 헤어 디톡스 앰플은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 NAADP가 기존 GD 3.4 헤어 인헨서 앰플의  
10배의 용량으로 들어있어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킬 뿐아니라, 프로폴리스의 첨가로 항염과 
소염효과를 통해 청결한 두피를 유지시켜 주며 시원한 cooling 효과로 극도의 청량감을 줄뿐 아니라, 
건강하고 탄력있는 머릿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피에 열감이 많은 분들이나, 운동 전후에 좋습니다.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모근강화, 모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NAADP가 탈모를 억제하고,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청결한 두피를 유지시켜 줍니다.
수용성, 무알콜성으로 특허받은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여 면역기능 강화와 항염,소염효과를 통해 청결한두피, 
건강한 두피를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하고 탄력있는 모발을 유지해 줍니다.
시원한 cooling 효과로 극도의 청량감을 줄뿐 아니라, 건강하고 탄력있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메칠에텔, 정제수, 에탄올,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피이지-75라놀린,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향료, 알란토인, 부틸렌글라이콜, 화이트윌로우껍질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감초추출물, 쐐기풀추출물, 녹차추출물, 구절초추출물, 라벤
더추출물, 레몬추출물, 병풀추출물, 세이지추출물, 쌀겨추출물, 어성초추출물, 오렌지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창포추출물, 카
렌둘라꽃추출물, 키위추출물, 파슬리추출물, 멘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글리세린, 레시틴, 폴리소르베이트20,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
라이콜, 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 아세틸글루타민,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
드-2,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바실러스/콩/폴릭애씨드발효추출물, 디포타
슘글리시리제이트

디톡스 앰플을 두피의 고민부위에 직접 닿도록 시원하게 분사하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면서, 두피에 흡수 가 잘 되도록합
니다. 하루 3~4회 이상 사용하도록합니다.

<전성분>

<사용방법>

용사 여하의 에선광사직 후 용사 는또 시 용사 품장화  -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것 할제자 을용사 는에등 위부 는있 가처상  -
 에위부 은같 )가 품제 졸로어에 는하용사 를스가압고  -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나) 가능하면 인체
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다) 눈 주
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라) 분사가스는 직
접 흡입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지닿 이손 의이린어 )가 항사의주 의시 급취 및 관보  -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다)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라)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또는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
하지 말 것 마)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
소에서 보관하지 말 것 바)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
에는 반드시 환기를 할 것 사)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사용상 주의사항>



l GD 3.4 HAIR LINE  l

 
HAIR LINE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 NAADP가 기존 인헨서의 10배의 용량으로 들어있어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켜 주며, 풍부한 필수성장인자가 영양을 공급하여 
넓은 이마나 솜털만 남아있는 헤어라인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줍니다.

자연스럽게 풍성한 아름다운 헤어라인의 완성!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합니다.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NAADP가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키며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연스럽고 풍성한 헤어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넓은 이마나 솜털만 남아있는 헤어라인에 사용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헤어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정제수, 에탄올, 디프로필렌글라이콜,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피이지-75라놀린, 나이아신아마이드, 판테놀, 향료, 알란토
인, 부틸렌글라이콜, 화이트윌로우껍질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감초추출물, 쐐기풀추출물, 녹차추출물, 구절초추출물, 라벤더추출물, 레몬
추출물, 병풀추출물, 세이지추출물, 쌀겨추출물, 어성초추출물, 오렌지추출물, 은행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창포추출물, 카렌둘라꽃추출물, 
키위추출물, 파슬리추출물, 멘톨,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글리세린, 레시틴, 폴리소르베이트20,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라이콜, 니코티닉애
씨드아데닌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 아세틸글루타민,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2, 에스에이치-폴
리펩타이드-1,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바실러스/콩/폴릭애씨드발효추출물, 디포 타슘글리시리제이트

헤어라인을 따라서, 제품의 롤로 부드럽게 돌리면서 마사지하듯이 발라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서,  흡수를 도와 줍니다.  
하루 3~4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성분>

<사용방법>

용사 여하의 에선광사직 후 용사 는또 시 용사 품장화  -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것 할제자 을용사 는에등 위부 는있 가처상  -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이마로 흘러 내린 것은 즉시 닦아낼 것 

않 지닿 이손 의이린어)가 항사의주 의시급취 및 관보  -
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다) 사용 후 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보관할 것

<사용상 주의사항>



l GD 3.4 HAIR EYELASH & EYEBROW l

 
EYELASH & EYEBROW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 NAADP가 기존 인헨서의 10배의 용량으로 들어있어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켜 주며, 풍부한 필수성장인자가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썹과 속눈썹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근까지 건강한 아름다운 눈썹과 속눈썹의 완성!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합니다.
발모와 육모효과로 특허받은 성분NAADP가 모근강화와 모발성장을 촉진시키며 뿌리까지 영양을 공급합니다.

눈썹과 속눈썹을 풍성하고 길게 유지시켜 줍니다.
NAADP의 발모와 육모 효과로 풍성하고 긴 속눈썹을 유지해 보세요

간편한 사용으로, 길고 풍성한 아름다운 눈썹과 속눈썹을 만들어 줍니다.
하루 2회 간편한 사용으로 자극없이 아름다운 눈썹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글리세린, 레시틴, 폴리소르베이트20,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라이콜, 니코티닉애씨드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포스페이트, 아세틸글루타민,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2,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 에
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9,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1, 바실러스/콩/폴릭애씨드발효추출물,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피부에 닿게 속눈썹 난 곳에  (즉 뿌리 쪽에) 꼼꼼히 발라 줍니다.  눈썹의 경우도 눈썹 모근쪽으로 내용물이 침투 하도록, 
눈썹이 난 방향을 따라 눈썹을 그리듯이 꼼꼼이 발라줍니다. 하루 3~4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성분>

<사용방법>

부용사 여하의 에선광사직 후 용사 는또 시 용사 품장화  -
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
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용사 일만( 것 할제자 을용사 는에등 위부 는있 가처상  -
을 원한다면 안과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할 것

것 낼어씻 시즉 는에때 을갔어들 에눈  -
것 말 지하용사 는서에안차 는이직움  -

것말 지하석희 에물 ,며으없 수 할유공 과인타  -
사 터부후 월개6 은들분 한 을등 신문구영반 ,섹라 ,식라  -

용할 것
 항사의주 의시급취 및 관보  -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보관할 것

<사용상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