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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Bath제품 제조 및 ON-OFF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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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더마의 키워드는

향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노력

우리는 그 포인트를 식물의 향으로 선택하였고

아름다운 건강함을 유지해줄 식물향의 선택이

남과 다른 특별한 차이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프랜더마는 식물추출물의 작용과 원료의 힘을 극대화한

식물 에센스 기반의 처방을 통해 우리 몸 본연의 깨끗함을

되찾아 주는 어메니티 코스메틱 전문 기업입니다.  

01

02

03

Green Travel을 위해 식물향으로 마음과 몸이 리커버리 되도록

일상의 순간순간에 '향'을 담고, 세련된 감성의 에코 패키지와 

손으로 빚은듯 정성 가득한 건강한 어메니티를 제조하여 

여행과 비즈니스의 모든 공간에 피부와 환경에 선한 어메니티의 

제공으로  객실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식물포뮬라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으로

피부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클린 앤 에코 브랜드 프랜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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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프랜더마는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솔선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저탄소를 실천

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제로 플라스틱 용기가 

자연과 환경을 지켜내는 대안임을 널리 알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프랜더마의 친환경 패키징(Earth-friendly packaging)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객실 어메니티 용기를 자연에서 광분해되는 돌로 만든 미네랄

소재인 스톤페이퍼 포장으로 대체하고, 공방에서 정성들여 만든 고체형 SOAP타입의

어메니티까지, 리얼 에코를 위한 ‘진짜’ 친환경 제품을 제안합니다.

2) 단지 상품을 파는 것 이상의 가치

불필요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실천, 프랜더마는 자연과 자신을 존중하는 당신의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응원하며, 당신의 일상에 가치를 더합니다. 

3)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원료를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장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한 흙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를 통해 얻은 건강한 원료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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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클린 코리아로

숙박시설의 1회용 어메니티 용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원료이며 매년 80만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6천톤 이상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노력,

다양한 디자인의 용기와 에코 제품 그리고 라인별 대용량 제품으로 저탄소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니다.

숙박시설의 퀄리티를 지키면서

지구환경을 지켜내는 프랜더마의 에코제품

프랜더마의 
클린 브랜드를 
위한 실천

[STONE PAPER AMENITY]

프랜더마는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으로 플라스틱 대체품을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돌을 원료로 한 신소재 스톤페이퍼를 특수 가공하여 액체충진이 가능한  1회용품 친환경 포장재를

제품화하였습니다. 스톤페이퍼 포장재는 벌목이 필요없어 산림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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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세트 무료 제공이 가능하여 위생적입니다. 

[SOAP BAR AMENITY]

자연유래 성분과 EWG 그린등급의 최상급 원료를 사용하여 프랜더마만의 풍성한 거품과 촉촉함을 선사하며

인공향료 무첨가로 아기부터 어른까지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공방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 만든

수제 샴푸바, 린스바, 훼이스 앤 바디워시바를 구비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합니다.

해양 생태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

과대포장을 줄여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제품개발

환경을 생각한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 사용

다양한 친환경 
제품 라인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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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페이퍼 패키지는 환경호르몬의 걱정이 없는 무상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에 부합하는 "광분해” 재료로 

만들어지며, 사용후 폐기시에 토양에서 환경오염없이 햇볕 UV광에 의하여 

1년 내에 퇴비로 분해되는 1회용품입니다. 

스톤페이퍼는 인쇄시 표백 및 증류공정에 특별한 화학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CO2가 배출되지 않아 수질 및 대기오염을 줄이고

최대 85%까지 에너지를 절감하므로 플라스틱 필름이나 합성 용지의 

대페품으로 적합합니다

프랜더마의 1회용 스톤 포장재는 리퀴드 타입의 제품 충진이 가능하도록

TC의 연방무역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인증한 생분해 PE를 

내부에 코팅하고, 분해 및 펠릿화 공정을 거친 미네랄 페이퍼로 제조된 

FDA, ROHS, REACH 승인을 받은 천연제품의 포장재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제품

친환경에 적합한
대체품

EARTH TO 

EARTH

[스톤페이퍼는 석회석80%와 HDPE20%로 만들어진 돌종이입니다]

폐 석재가 주원료로 가공시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탄소

배출도 없는 친환경소재의 무기질 미네랄 파우더(탄산칼슘, 

CaCO3, 파우더)가 주원료로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삼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 소재는 환경문제에 이목을 집중하고있는 

시점에서의 가장 미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스톤페이퍼 샴푸_20ml

스톤페이퍼 바디워시_20ml

스톤페이퍼 컨디셔너_20ml

스톤페이퍼 바디로션_20ml

프랜더마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 지키기에 동참하는 친환경 

행동가들을 위한 맞춤 어메니티로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

하는 스톤페이퍼 패키지 어메니티를 제안합니다. 

STO
N
E PA

PER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

01  STONE PAPER AMENITY_스톤페이퍼 어메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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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VOC test toxic heavy metal test report EN71

FDA, ROHS, REACH 승인

TUV LFGB test report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

1. 환경에 대한 문제가 깊어지고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환경 친화적인 옵션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의무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활동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지키기를 위해

용기와 포장에 필요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합니다. 

2.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

ST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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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더마의 숍바는 공방 장인의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1. 저온숙성건조의 피부에 가장 안전한 cold press 제조

천연비누 제조의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랑스에서 내려오는 저온 숙성(cold press) 제조법으로 만들어지며, 오일과 분말, 식물 추출물, 

에센셜 오일 등 좋은 성분들 만이 그대로 비누에 남겨져 있게 만들어 피부에 최고의 컨디션을 선사합니다. 

2. 부드러운 사용감을 실현

비누타입의 특성인 뻣뻣한 사용감을 현저히

줄이고 부드럽고 촉촉한 마무리감을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놀라운 수분감과

① 어성초 SHAMPOO BAR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관리해 주며 탈취, 세정력이 뛰어난 고

체형 샴푸입니다. 어성초분말을 아낌없이 사용한 샴푸바는 두피 ph와 비슷한 

ph4.5의 약산성으로 민감한 두피에도 자극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어성초추출물,   

창포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함유로 두피의 모공건강과 비듬케어, 모발 영양부여와

성장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②  파프리카 RINSE BAR

모발에 윤기를 더해주고 강력한 수분감으로 찰랑거리는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린스바입니다. 케라틴과 실크아미노산 함유로 모발을 보호하고 코팅하여, 건강한 

머릿결 유지를 도와줍니다. 자연유래 성분의 헝가리 파프리카가루, 동백, 올리브, 

피마자, 아르간, 코코넛오일이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고  카로틴, 알란토인과 

베타카로틴 성분 함유로 아토피와 보습에도 효과적입니다. 

③ 숯 FACE & BODY WASH BAR

국산 참숯가루가 속피부까지 묶은 각질을 순하게 제거하여 수분 머금은 촉촉한

피부 마무리감을 선사하는 피부당김 없는 세안 전용바입니다. 

고가의 프리엄 올리브유 40% 함유로 촉촉함의 깊이가 다르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숯의 탄소에서 발생한 음이온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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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 친환경의 부드러운 실키함이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시킵니다. 

02 SOAP BAR_숍바

건강한 재료를 선별하여 비누 공방에서 하나하나 손수 빚은 고체 타입의 샴푸, 린스와  훼이스앤바디워시 3종의 숍바입니다.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비누 제품으로 특별한 고객을 위한 정성을 다해 만든 리얼내츄럴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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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담은 건강한 상쾌함이 일상이 되다]

일랑일랑의 감미롭고 달콤한 페미닌 향과 플로럴 로즈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더해져 평범한 스킨

케어 시간을 향기 가득한 뷰티 리추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보습과 영양은 저장하고, 건조함 없이

가벼운 마무리감으로, 흙, 나무에서 오는 세라마이드의 바디 릴렉싱을 선사합니다.

다마스크 로즈 엔 일랑일랑

2. 지친 피부에 수분과 영양공급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은 진정 작용이 뛰어나고 지친 피부를 활성화시키며

거칠고 건조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고 수렴효과가 뛰어나며 강력한 피부

항산화 효능이 있으며 , 특히 염증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베르가못 오일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키고 시트러스 계열의 일랑일랑 오일과 함께 피부 항균성을 강화하여

세균 성장을 억제, 여드름과 온도에 민감한 피부에도 효과적입니다. 

3. 두피, 피부 노화방지와 유수분 밸런스

오일레이어링으로 당김없는 촉촉한 수분감으로 마르지 않는 

딥모이스처케어로 내 피부 인지질과 가장 비슷한 원료로 처방 

되었습니다. 피부노화 방지(원료적 특성에 한함)에 탁월한 킹스 

베리 아로니아 추출물과 히알루산이 함유되어 있어 노폐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분을 채워주어 탄력있는 피부로 관리합니다.  

피지조절 및 각질 관리로 피부안색을 밝게 하며, 안티에이징 

원료인 갈락토미세스 발효여과물과 각질제거에 탁월한 락토

바실러스 발해용해 여과물 함유로 피부 안색을 밝게 유지하고 

피부 진정을 도와 유수분 밸런스 효과가 탁월합니다. 

1. REAL NATURAL, REAL BEAUTY

다마스크로즈앤일랑일랑 시리즈는 레스트러블의 퍼블릭한 EWG  1등급의

선별된 천연 원료 99%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벤, 실리콘, 벤조페논, 페녹

시에탄올, CMIT, MIT, 인공색소, 동물유래 성분, TEA/DEA, 변성알코올, 

타르색소, 설페이트계면활성제 등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는 10가지

이상의 유해성분을 넣지 않습니다. 01 EWG 그린등급원료를 사용

02 CRUELTY FREE 동물실험 금지

03 100% VEGAN 동물유래 원료 사용 금지

04 EFFECTIVE 좋은 성분 포함

05 SAFETY 인체유해성분을 무첨가 안심 제품

*EWG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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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크로즈 앤 일랑일랑 시리즈
180ml, 500ml, 2L, 4L

03 DAMASK ROSE & YLANG YLA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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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스타일과 함께하는 매일의 리커버리]

현재 가장 아름다운 나, 현재 가장 건강한 나,  울퉁불퉁한 어제의 각질이 벗겨지고

오늘 새로이 태어난 깨끗한 피부 현재 나이. 나를 아름답게 현재로 유지시키는 데일리 체인지

프랜더마의 만다린 시리즈와 함께하는 바스루틴으로 상큼해지는 내 몸을 경험하세요.

04 MANDARIN_만다린
M
A
N
D
A
R
IN

1. 완벽한 황금 식물들의 조합

오리엔탈 만다린에서 채취한 보습성분이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마무리하고 석류와 16종의 천연비타민을 함유한

식물 추출물이 피부를 투명하고 매력적으로 감싸는 스킨

리페어링 시리즈입니다. 

단백질 성분인 케라틴과 어성초, 소엽잎, 녹차 등의 탈모와

영양을 위한 레시피를 듬뿍 사용하였으며, 레몬추출물과 

알로에베라추출물, 병풀추출물이 손상된 머릿결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만지고 싶은 피부로 관리해 줍니다.

만다린 시리즈
30ml, 500ml, 2L

2. 천연유래성분

편리한 사용감은 유지하고 뛰어난 효과를 더하는 천연

유래성분 85% 이상의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3. 향기테라피

만다린오일을 베이스로 한 포뮬라에 비타민나무 추출

물의 수분을 머금은 피부가 향기 입자를 잡아주어 향

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향기테라피로 하루종일 신선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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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힘이 살아 숨쉬는 정성이 깃든 데일리 면역케어]

욕실에 정원을 가꾸다

식물의 신비로운 재생과 치료작용을 극대화하여 식물 근원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속피부까지 전달하고

Mind Peace까지 아울러 회복시키는 힘, 자연이라는 정원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05 BOTANICAL GARDEN_보태니컬가든 1. 지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

욕실을 들어설 때마다 은은하게 풍겨지는 식물의 향은 하루의

지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정화시켜 줍니다.

저자극 각질 용해제  LHA가 모공과 바디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불려 쉽게 탈락 될 수 있도록 도와 

피부 가려움증을 완화해주고 겉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개선 시킵니다.

2. 피부재생 및 면역

슈퍼오일의 재생 및 Effective Detoxifying 성분으로 눈에 띄는

건강한 모발과 피부로 회복시키는 디톡스 인텐시브 라인입니다.

3. 오리지널 천연오일

석류, 녹차, 캐모마일꽃의 엄선된 추출 오일 사용으로 건조하고

지친 피부속 유해성분을 기분좋게 Detox하며, 로즈마리, 레몬

껍질의 Secret Formula Blending Science 오리지널 천연오일이

피부 장벽을 만들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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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태니컬가든 시리즈
30ml, 500ml,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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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피부와 청소년의 여드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특히 효과적]

연령과 성별을 뛰어 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저작극 라벤더 스타일은 살균과 재생 작용이 뛰어난 라벤더 잎,

열매, 꽃 추출 오일의 유효성분과 항균작용으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박테리아 작용을 억제해 여드름, 

습진 등 피부질환과 피지분비 조절이 탁월하여 더러운 각질을 제거하고 노화된 피부를 맑게 개선시킵니다. 

06 HERBAL LAVENDER_허벌라벤더

*여드름 피부 진정과 피부톤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허벌라벤더 스킨은 고객님이 인정한 프랜더마 최고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1. 두피의 딥클렌징으로 탈모를

개선하고 비듬을 완화시킵니다.  

얼굴 모공보다 큰 두피 모공은 넓은 피부 면적에 흡수되기에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저분한 두피는 모발 지지력을 

떨어뜨려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성초와 자소엽의

쿠에르치트린 성분이 살균과 소염작용을 도와 강력한 세정력으로

두피의 기름짐과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두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딥클렌징하여 탈모를 개선합니다. 또한 두피에 꼭 필요한 기름만 

남기고 건조하지 않게 두피를 지켜줍니다. 

2. 보습충전으로 릴렉세이션에 탁월한 

라벤더

라벤더오일이 함유되어 피부 재생력이 뛰어나며 상수리나무에서

추출한 알라토인과 감초뿌리에서 추출한 보습성분이 피부 겉과

속의 보습을 꽉 채워줍니다. 자연유래성분 80% 이상의 건강한 

식물 추출물이 피부 속 재생 감각을 활성화하여 숨어 있는 재생

감각을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데일리 수분  

보충 케어 시리즈입니다.

허벌라벤더 시리즈
30ml, 300ml, 500ml, 1L. 2L,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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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한 바른 제품의 약속]

건강한 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내 소중한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것임을, 내 몸을 숨쉬게 하는 힘이 지속 가능한

자연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땅을 가꾸는 아이의 정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08 ORGANIC PLANET KIDS_오가닉 플래닛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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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원료 REAL NATURAL 제품

프랜더마의 오가닉플래닛 키즈 바쓰제품은 개구장이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춘 만 3세 이상의 키즈를 위한 제품으로 트러블 없는 

EWG 그린레벨(0~2등급)의 식물성분 99%의 건강한 원료만으로

만드어진 REAL NATURAL 시리즈입니다. 

2. 자녀와 건강하고 즐거운 목욕시간을 선사

베이비 제품을 쓰기에는 너무 컸고, 성인 제품을 쓰기에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를 위해 순하게 만들어진 착한 성분의 제품이 하루

종일 뛰어다닌 내 아이를 깔끔하게 씻겨주고, 향긋한 향기를 더해

즐거운 목욕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3. 내 아이를 위한 5가지 약속

1) EWG 그린등급 원료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2) CRUELTY FREE- 동물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3) 100% VEGAN - 동물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EFFECTIVE - 효과 있는 성분만 포함합니다.

5)SAFETY - 인체유해성분을 무첨가한 안심처방 제품입니다.

파라벤, 실리콘, 벤조페논, 페녹시에탄올, CMIT, MIT,

인공색소, TEA/DEA, 동물유래성분, 변성알코올, 타르색소, 

설페이트계면활성제 등 피부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는 10가지 이상의 유해성분을 

10가지 이상의 유해성분을 넣지 않습니다. 

오가닉플래닛 키즈 시리즈
40ml,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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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ISH GREEN TRAVEL LIFE]

식물향으로 마음과 몸이 리커버리 되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그대로 담고 식물성분 80% 이상을 사용하는 처방으로 피부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의 어메니티로 객실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1. HOTEL AMENITY

여행중에도 프랜더마의 친환경 어메니티 제품이 헤어와 바디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편안한 여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2. ECO FRIENDLY AMENITY

지구를 생각하는 클린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객실용품과 모던한 디자인의 세련된 욕실용품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켜 드립니다.

대나무 어메니티

BAMBOO DENTAL | BAMBOO COMB 

BAMBOO SHAVER 

3. BATHROOM AMENITY

고객의 피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해진 프랜더마의 감각적

디자인의 어메니티로, 고객의 마음에 위안과 평온함을 주는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어메니티

DENTAL | COMB | SOAP | SHOWER CAP 

VANITY KIT | SHOE MITT | SLIPPER

1회용 및 다회용, 리필제품

HAIR : 샴푸, 컨디셔너

BODY : 바디워시, 바디로션, 핸드워시, 핸드로션

FACE : 스킨, 로션, 클렌징밀크, 클렌징젤, 선크림

VOLUME : 20ml | 30ml | 300ml | 500ml | 2L | 4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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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보호를 통해 얻은 좋은 원료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객실용 헤어&바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 격이 다른 우아한 디자인이 고객사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3) 화학 원료를 최소화하고 식물성 원료를 80% 이상 사용

하고자 노력합니다.

4) 1회용과 다회용 용기, 친환경 리필용기 등 고객사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소재의 용기와 제품을 제안합니다.

5) 엄격한 유통관리와 규제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와 격을 

유지합니다.  

09 BATHROOM AMENITY_객실어메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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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앤레지던스 서울 용산
Grand Mercure Ambassador Hotel and 
Residences Seoul Yongsan

노보텔스위트 앰배서더 서울용산
NOVOTEL SUITES Ambassador SEOUL 
YONGSAN

노보텔 호텔&리조트 서울용산
NOVOTEL HOTELS & RESORTS SEOUL 
YONGSAN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Grand Mercure Ambassador Changwon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HOTEL MARINABAY SEOUL

테이크 호텔
TAKE HOTEL

티티 호텔
TT HOTEL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GYEONG WON JAE AMBASSADOR INCHEON

아난티
ANANTI 

더 핀크스
THE PINX

설해원
Seolhaeone

남촌골프클럽
Namchon Golf Club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Bayside Golf Club 

블루원 골프클럽
Blue One Golf Club 

리솜 호반 호텔&리조트
RESOM HOBAN HOTEL&RESORT

골프존카운티
GOLFZON COUNTY 

클럽D
CLUB D 

블랙스톤이천
BLACK STONE ICHEON 

더스타 휴 골프앤리조트
THESTAR HUE GOLF & RESORT

더스테이힐링파크
THE STAY HEALING PARK

KMH 레저
KMH LEISURE

일동 레이크 골프 클럽
ILDONG LAKES GOLF CLUB

엘리시안 컨트리 클럽
ELYSIAN COUNTRY CLUB

더 앤 리조트
THE N RESORT

이글몬트CC
EAGLEMONT COUNTRY CLUB

알펜시아
ALPENSIA

세라지오GC
CERAGIO GOLF CLUB

루나엑스 CG
LUNA-X COUNTRY CLUB

CO-WORK HOTEL CO-WORK GOLF

블루원 워터파크
BLUE ONE WATERPARK

차움차바이오텍                   
CHAUM

허심청
HURSHIM CHUNG

덕구온천 호텔&콘도
DUKGU RESORT

웰페리온
WELLPERION

블루망고 리조트
BLUE MANGO RESORT

어베인 풀빌라
URBANE POOLVILLA

하이디 하우스
HEIDIHAUS

CO-WORK RESORT

C
O
-W

O
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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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크로즈엔일랑일랑 샴푸
500ml / 2L / 4L

만다린 글로시파잉 케라틴 샴푸
30ml / 500ml / 2L

보태니컬가든 샴푸
30ml / 500ml / 2L

다마스크로즈엔일랑일랑 컨디셔너
500ml / 2L / 4L

만다린 글로시파잉 케라틴 컨디셔너
30ml / 500ml / 2L

보태니컬가든 컨디셔너
30ml / 500ml / 2L

다마스크로즈엔일랑일랑 바디워시
500ml / 2L / 4L

만다린 스킨리프레니싱 바디워시
30ml / 500ml / 2L

보태니컬가든 바디워시
30ml / 500ml / 2L

다마스크로즈엔일랑일랑 바디로션
500ml / 2L / 4L

만다린 허벌리페어링 바디로션
30ml / 500ml / 2L

보태니컬가든 바디로션
30ml / 500ml / 2L

로즈위치하젤 링클콜렉티브 
워터드롭 스킨
180ml / 2L / 4L

만다린 스킨리프레니싱 핸드워시
500ml / 2L

180ml / 2L / 4L

만다린 나리싱 핸드로션
500ml / 2L

 

단백질 성분인 케라틴과 만다린추출물의
두피회복 성분을 그대로 담은

케라틴 영양샴푸

7가지의 엄선된 플라워에서 추출한
오일 블랜딩으로 매력적인 유럽정원의 
향을 고스란히 담은 모발복원과

재생을 위한 샴푸

10여종의 천연 오일이 거칠고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모발로 

개선시키는 보습 컨디셔너

케라틴 성분이 윤기잃고 손상된 
데미지 헤어를 빠르게 복구 시키는 
단백질 케어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슈퍼오일의 재생 및 치료 성분으로 
건강한 모발로 회복시키는 
디톡스 인텐시브 컨디셔너

피부건조를 방지하고 각질과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리얼 내츄럴 바디워시

풍부한 거품으로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당김 없는 촉촉한 바디 수분감을 실현한 

실키 영양 바디워시

7가지의 엄선된 천연 플라워에서
추출한 향이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자극하고 피부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하는 고급향의 바디워시

다마스크로즈와 일랑일량향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은은한 향의 바디로션

16종의 천연비타민이 맑고 탄력있는
피부로 개선하고 오리엔탈 만다린의
상큼한 향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스킨 리페어링 바디로션

로즈마리 추출물이 건조하고 지친 
피부 속 유해성분을 De-tox 해주어 
피부보호 장벽을 만들어주는
럭셔리한 향의 바디로션

산뜻하게 흡수되어 꽉 찬 수분감을 
채워주고 톡톡 터지는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워터드롭 스킨

충분한 거품과 세정 성분이 손의
각질과 세균을 제거하고 수분과 
영양은 부여하는 핸드워시

바르는 순간 실키한 텍스쳐의 로션이
워터화되어 피부속 수분까지 채워주는 

워터드롭 세틴로션

만다린 추출물이 손에 부족하기 
쉬운 촉촉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핸드로션

DAMASK ROSE & Ylang Ylang

시트러스 계열의 매혹적인 일랑일랑과 
다마스크 로즈향을 머금은 고급스러운 
Moisturizing and Fragrance 케어    

see all 6 Types

MANDARIN

시트러스 만다린의 기분 좋은 향과 비타민 나무
추출물의 완벽한 황금 식물들의 조합으로 완성된 
촉촉 보습 케어

see all 6 Types

BOTANICAL GARDEN

7가지의 엄선된 플라워에서 추출한
유럽정원의 향을 고스란히 담아
피부 속부터 개선시키는 리프레쉬 케어 

see all 4 Types

PRODUCT LIST

EWG 1등급의 그린레벨 추출물
일랑일랑과 다마스크 로즈를 블랜딩하여 
만들어진 매혹적인 향을 가진 샴푸

로즈위치하젤 링클콜렉티브 
세틴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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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벌라벤더 샴푸
30ml / 500ml / 1L / 2L / 4L

허벌라벤더 스킨리플레니싱 트리트먼트스킨
3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샴푸
30ml /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컨디셔너
30ml / 500ml / 1L / 2L / 4L

허벌라벤더 스킨리플레니싱 릴리프로션
3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컨디셔너
30ml /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바디워시
30ml / 500ml / 1L / 2L / 4L

허벌라벤더 클렌징밀크
300ml / 5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바디워시
30ml /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바디로션
30ml / 500ml / 1L / 2L / 4L

허벌라벤더 클렌징젤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UV프로텍티브 아쿠아 선크림
300ml / 5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바디로션
30ml /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핸드워시
5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핸드워시
500ml / 2L / 4L

허벌라벤더 핸드로션
500ml / 2L / 4L

허니 케모마일 핸드로션
500ml / 2L / 4L

살균과 진정, 재생효과가 뛰어난 하수오와 
라벤더 추출물의 사용으로 탈모를 개선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프랜더마 시그니처 샴푸

허브의 여왕 라벤더의 효능과 향을 
고스란히 담은 프랜더마의 시그니처 

수분충전 리프레니싱 스킨

풍부한 거품으로 건조한 모발과 두피에
적합한 영양 관리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고 

면역관리로 모발 사이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 내는 데일리케어 샴푸

라벤더 오일 성분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요소로 재탄생 시킨 풍부한 보습인자의 

영양공급 컨디셔너

유수분 밸런스를 정돈하여 보송보송한
피부결과 건강한 피부 피부톤을 구현하고 
피부 겉과 속의 보습을 꽉 채워주는
저작극 라벤더 리플레니싱 훼이셜 로션

꿀의 보습성분이 건조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습 유지를 도와 건강한
모발로 유지시켜 주는 컨디셔너

라벤더꽃 추출물과 복숭아의 세정성분이
피부 속 각질과 바디 체취를 깔끔하게
클렌징해주는 프레쉬한 바디워시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고 메이크업과
불순물을 꼼꼼하고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부드러운 밀크 타입의 세안전 클렌저

캐모마일 특유의 프레쉬한 자연향을
담은 세정성분으로 전신을 케어하는

약산성 저자극 바디클렌저

라벤더 오일이 함유되어 피부재생과 
탄력수분력이 뛰어난 사계절용
프랜더마의 시그니처 바디로션

18가지 식물추출물과 라벤더캐리어오일이 
탄력있고 섬세한 거품을 형성해 
피부보호와 클렌징을 한번에
해결하는 세안용 클렌징 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차단 수치를 높이고
백탁은 줄여 수분감까지 높인
UV프로텍티브 아쿠아 선크림

알라토인과 시어버터 유래 보습성분이
건조피부에 수분영양과 운기를 더하며
상처 치료에도 효과적인 바디로션

라벤더 오일이 함유되어 마일드한
세정력으로 얼굴보다 얇은 손등 피부를 
자극없이 깨끗하게 세정하는 핸드워시

풍부한 거품과 청량한 자연의 향기가 
손 피부 깊숙이 침투하며 거친 손을 

스케일링하는 핸드워시

라벤더 추출물의 항염 보습 성분이
건조한 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데일리 핸드크림

끈적이지 않는 어멜전 텍스쳐의 가벼운 
사용감으로 건조한 손과 큐티클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핸드크림 

HERBAL LAVENDER

허브의 여왕 라벤더의 효능과 향을 고스란히 담은 
프랜더마의 수분충전 시그니처 시리즈

see all 12 Types

HONEY CHAMOMILE

캐모마일의 효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미니멀한
처방의 프랜더마 데일리 면역 케어

see all 6 Types

허벌라벤더 헤어앤바디클렌저
500ml /1L / 2L / 4L

라벤더추출물의 향균, 재생성분을 강화한
헤어와 바디를 한번에 클렌징할 수 있는

올인원 타입의 워시 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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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플래닛 키즈 샴푸
40ml / 500ml

보태니컬가든 4종 30ml

만다린 4종 30ml

STONE PAPER BAMBOO SHAVER

오가닉플래닛 키즈 훼이스앤바디워시
40ml / 500ml

피토앤 아로마테라피 4종 30ml

보태니컬가든 4종 | 브라운 30ml

STONE PAPER BAMBOO COMB

오가닉플래닛 키즈 훼이스앤바디로션
40ml / 500ml

허니 캐모마일 4종 | 투명 30ml

허벌라벤더 4종 30ml

STONE PAPER BAMBOO DENTAL KIT STONE PAPER SHOWER CAP

리필용 대용량_2L

STONE PAPER VANITY KIT

리필용 대용량_4L

STONE PAPER SHOE MITT

외부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아이피부를 
순하고 부드럽게 케어해 주는 고보습
기능의 어린이 전용 헤어 샴푸

활동이 늘어나 외부환경으로 자극
받기 쉬운 아이 피부를 순하고 부드럽게
세정해주는 훼이스앤바디워시 

연약하고 건조해지기 쉬운 아이의 
피부를 24시간 촉촉하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키즈 수딩 크림

ORGANIC PLANET KIDS

개구장이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맞춘 트러블 없는
EWG 1등급의 99% 식물원료 만으로 만들어진
만 3세 이상의 키즈를 위한 REAL NATURAL제품

see all 3 Types

BATHROOM AMENITY

향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별 코스메틱 어메니티와  
바디와 헤어, 훼이스 전 라인이 구비된 
세련된 디자인의 객실 시리즈

36

소재 : 대나무, 알루미늄
사이즈 : 43*132

포장재 : 스톤페이퍼

소재 : 대나무, 나무
사이즈 : 30*135

포장재 : 스톤페이퍼

소재 : 대나무, PBT미세모 
사이즈 : 15*175

포장재 : 스톤페이퍼

소재 : PE
사이즈 : 내경 85mm
포장재 : 스톤페이퍼

소재 : 코튼, 종이, 고무, 플라스틱수지
포장재 : 스톤페이퍼

소재 : 코튼
사이즈 : 170*135
포장재 : 스톤페이퍼

 허니 캐모마일 4종 | 브라운 30ml

오가닉플래닛 키즈 3종 40ml

* 주문형 디자인 및 주문형 용기와 레시피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