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NTA-2S ActivatorTM

Skin Structure



눈가 피부 거칠기 개선

눈가 주름 개선

네이젠 에볼루션 라인 커렉션
데이 케어 / 나이트 케어 _ 16 ml (8 ml X 2 ea)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

메마르고 늘어진 피부에 촉촉함과 탄력을 채워주고, 

주름 개선과 리프팅 강화를 돕는 잔주름 전용 제품 

눈가, 입가,

팔자, 미간

집중 케어

연약한 피부

보호 효과

활력 잃은

 피부에

탄력 부여

풍부한 영양

보습저-자극

안심 사용

[사용방법] 토너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눈가, 입가, 

 팔자 등 주름이 있는 부위에 펴 바른 뒤 흡수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데이 케어 _ 핑크플라크톤, 스노우알게, 아미노산 17종 콤플렉스™, 

 비타민나무열매, SYN-AKE,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나이트 케어 _ 핑크플라크톤, 스노우알게, 아미노산 17종 콤플렉스™, 비타민나무열매, 

 Collagen Fiber, Growth Factor 콤플렉스,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네이젠 에볼루션 라인 커렉션 나이트 케어

‘눈가 주름 개선 효과’ 인체적용 시험 결과

•시험제목 : 눈가 주름 개선 효과 인체적용 시험    
•시험항목 : 네이젠 에볼루션 라인 커렉션 나이트 케어
•시험대상 : 30세 ~ 50세 여성 (23명)                          
•시험기간 : 2020년 6월 22일 ~ 8월 07일 
•시험기관 : ㈜엘리드

▶ 눈가 피부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평균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 눈가 피부의 최대 깊은 주름 부위에 대한 평균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   눈가 피부의 주름 깊이에 대한  
평균 감소율(%)

▶    눈가 피부의 주름 부피에 대한  
평균 감소율(%)

▶   눈가 피부의 최대 큰 주름에 대한 
평균 감소율(%)

▶   눈가 피부의 주름 면적에 대한  
평균 감소율(%)

▶   눈가 피부의 최대 깊은 골 주름에 
대한 평균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시험결과┃

 네이젠 에볼루션 라인 커렉션 

 나이트 케어는 적용 2주, 4주 후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1.942

1.476 15.606

53.348 140.072

41.319

1.353 14.579

50.841 130.478

40.362

12.174
77.951

12.512 78.893

12.787 81.480

1.312 14.461

48.913 127.638

※ 4주 사용 후 시험 대상자의 약 87% 효과가 나타났음※ 4주 후 시험 대상자의 100% 모두 효과가 나타났음



네이젠 에볼루션 엑스퍼트 앰플 _ 30 ml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캡슐의 유효성분이 빠르게 스며들어 놀라운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고영양 기능성 앰플

캡슐을 통한

유효성분 

전달

[사용방법] 토너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뒤 흡수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핑크플라크톤, 스노우알게, 아미노산 17종 콤플렉스™, 비타민나무열매,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골드톡스, 바쿠치올, Soothing CoolerⓇ

탄력 및

주름 개선

효과

미백 및

브라이트닝

효과

데일리

집중 케어

피부 진정 및

수딩 효과

피부 볼 부위의 탄력 개선 및 강화 효과

▶ 시험 1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0.586

0.605

0.607

팔자 주름 개선 효과

▶ 팔자 주름 전체 개선 효과 및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12.905

12.568

12.497

▶ 팔자 주름 깊이 개선 효과 및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0.038

0.037 0.037

임상 시험자 1. 과색소 침착 부위의 피부 밝기 개선 효과

적용 전

68.941

적용 2주 후

69.760

적용 4주 후

70.634

2.456%
증가

임상 시험자 2. 과색소 침착 부위의 피부 밝기 개선 효과

2.821%
증가 적용 전

65.605

적용 2주 후

66.205

적용 4주 후

67.456

과색소 침착 부위의 피부 밝기 개선 효과

▶ 과색소 침착 부위의 피부 밝기 개선 효과

┃시험결과┃

 네이젠 에볼루션 엑스퍼트 앰플은 적용 2주, 4주 후 

 피부 밝기, 팔자 주름,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제목 : 피부 노화 완화 효과 인체적용 시험

 (팔자 주름, 피부 밝기, 피부 탄력)    

•시험항목 : 네이젠 에볼루션 엑스퍼트 앰플

•시험대상 : 40세 ~ 50세 여성(40대 7명 / 50대 14명)                          

•시험기간 : 2020년 6월 24일 ~ 7월 21일 

•시험기관 : ㈜엘리드

14일의 피부 변화

적용 전

2주 후

▶ 팔자 주름 폭 개선 효과 및 
 감소율(%)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1.396

1.391

1.381

▶ 시험 2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0.598

0.614

0.619

▶ 시험 3

적용 전 적용 2주 후 적용 4주 후

0.334

0.3430.343

네이젠 에볼루션 엑스퍼트 앰플 ‘피부 노화 완화 효과’ 인체적용 시험 결과

※   4주 후, 시험 대상자의 85.714%가 과색소 침착 부위의 
피부 밝기 개선 효과가 나타났음



네이젠 에볼루션 인텐스 케어 _ 50 ml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 세라마이드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에멀젼

약해진 피부를 

위한

장벽 강화

피부 보습

집중 케어

정제수 대체

68%

핑크플랑크톤수

풍부한 영양

보습

매끄러운

피부결 완성

[사용방법] 앰플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뒤 흡수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핑크플라크톤 68%, 세라마이드 4종 콤플렉스, 에코 세라마이드, 콜라게니아, 

 연어DNA,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 피부 장벽 강화에 따른 피부 경피 수분 손실량

네이젠 에볼루션 인텐스 케어

‘피부 장벽 강화 효과’ 인체적용 시험 결과

•시험제목 : 피부 장벽 강화 효과 인체적용 시험

•시험항목 : 네이젠 에볼루션 인텐스 케어

•시험대상 : 40세 ~ 60세 여성 (23명)               

•시험기간 : 2020년 6월 22일 ~ 7월 17일 

•시험기관 : ㈜엘리드

┃시험결과┃

 네이젠 에볼루션 인텐스 케어는 손상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부 장벽 강화에 따른 피부 경피 수분 손실량 개선율(%)

제품 사용 전

1% SLS 첩포 실시

적용 1일

적용 1일제품 사용 전

적용 2일

적용 2일

적용 5일

적용 5일

2.306

29.830

9.278

24.853

29.143

23.991

59.874

16.722

11.352

30.078

37.064

27.617

21.839

14.396

72.390 미적용 부위

제품적용 부위

미적용 부위

제품적용 부위



네이젠 에볼루션 리치 케어 _ 50 ml

주름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

피부의 탄력을 케어하고, 24시간 보습을 유지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링클 크림

24시간

피부 보습

지속 효과

[사용방법] 에멀젼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펴 바른 뒤 흡수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터틀 오일, 칵테일 콤플렉스, 양귀미술™, 

 블루와인,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피부 윤기

및 광채

수분 장벽

강화

탄력 및

주름 개선

효과

피부 활력

강화

24시간 후에도
지속되는 보습효과

▶ 피부 수분량이 증가된 연구 대상자 비율(%)

▶ 24시간 보습 지속력 피부 수분량

네이젠 에볼루션 리치 케어

‘24시간 피부 보습 지속 효과’ 인체적용 시험 결과

•시험제목 : 24시간 피부 보습 지속 효과 인체적용 시험    

•시험항목 : 네이젠 에볼루션 리치 케어

•시험대상 : 40세 ~ 50세 여성 (21명)                          

•시험기간 : 2020년 6월 15일 ~ 7월 10일 

•시험기관 : ㈜엘리드

사용 전 적용 1시간 후 적용 6시간 후 적용 24시간 후

62.308

30.997

31.089 31.137 31.081 31.267

55.244

42.944

┃시험결과┃

네이젠 에볼루션 리치 케어는 24시간 피부 보습 지속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적용 부위

제품적용 부위

적용 1시간 후 적용 6시간 후 적용 24시간 후

제품적용 부위

※ 시험 대상자의 100% 모두 피부 수분량 증가 효과가 나타났음

미적용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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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2020. 09  vo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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