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sister Perfect Ampule 



Dear Sister’s skincare is scientifically 
formulated to respect, restore and strengthen 
the skin barrier for healthier, more radiant, 

younger-looking skin.  





•  Including  50% of Vitamin complex & Whitening functionality 

certified by KFDA  
•  It brightens dry, dull skin and helps to maintain a moist, clear skin. 
Rose water, Licorice Root Extract, and Morus Alba Bark Extract are 
effective for improving skin tone. 
• Main Ingredients: Amino Acid 50%,  Sodium Hyaluronate, Morus Alba 
Bark Extract, Rosa Centifolia Flower Water,  Licorice Root Extract    



 

VITAMIN COMPLEX 50% 

Wall Material 
레시친 : 콩에서 유래,  
세포간지질과 유사한 구조 
피부 및 헤어 큐티클에 흡
수 극대화 
 

-  Vitamin C ; 항산화 및 Collagen 합성 촉진,미백 

-  Vitamin E  ; 항산화 및 보습 작용에 탁월 

-  Vitamin B5 ;  보습 효과, Glossiness, Sterngth 부여 

- Vitamin F ; 혈행개선, 노화에방, 아토피유발물질 예방 

- Vitamin H: acne 예방, 지루성피부 예방 

- Vitamin A : 주름개선 

- Vitamin B6 ;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에 효과 

-Vitamin B9 : 콜라겐합성 

-Vitamin B1 : 피부진정 효과 

-Vitamin B12:  아토피개선 효과 

-Vitamin B3 : ; 색소침착방지, Repair and Cell Differentiation 

-Vitamin K : 모세혈관 확장, 민감한 피부 개선 

 

 



• Including  50% of Amino Acid complex   
•Hydrating Moisture essence Helps restore hydration levels and 
Provides continuous long hydration while visibly diminishing dark 
spots and discoloration. 
• Main Ingredients: Amino Acid 50%,  Sodium Hyaluronate, Betaine, 
Portulaca Oleracea Extract, Centella Asiatica Extract 



 AMINO ACID COMPLEX 50% 

 
 
valine, isoleucine, leucine, threon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tryptophan,histidine, arginine 의             
 필수아미노산 

Wall Material 
   레시친 ; 콩에서 유래, 세포간 
지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짐으 
로써 피부 및 헤어 큐티클에 흡수 
극대화 
피토스테롤,콜레스테롤: 리포좀의 
기벽을 강화하여 안정한 리포좀 
형성   

 



Lipids: 
Ceramide, Cholesterol, Free Fatty 
acids, Squalane, Wax ester 
 
NMF: 
Amino acids, Mineral, PCA, 
Lactic acid, Urea, Saccharides, etc. 

Moisture Balance 
Water Water 

Fats & Oils Lipids NMF Moisturizer 

Skin Cosmetics 

Fats & Oils: 
Ceramide, Vaseline, Lanoline, 
Squalane, Olive oil etc. 
 
Moisturizer: 
Amino acids, PCA, Urea, Lactic 
acid, Hyaluronic acid, Glycerin etc. 

 AMINO ACID COMPLEX 



• Including  50% of Peptide Complex  
• Lifting & Energy Essence Improves Overall Skin Texture, Tone and 
Radiance while Reducing the Appearance of Lines and Wrinkles. 
• Main Ingredients : Peptide Complex 50%,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Propolis Extract, Honey Extract, Adenosine  
• Anti-Wrinkle functionality certified by KFDA  



•Copper Tripeptide -1 
•Acetyl Hexapeptide-3 

•Palmitoyl Pentapeptide-3 
 

Wall Material 
   레시친 ; 콩에서 유래, 세포간 
지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짐으 
로써 피부 및 헤어 큐티클에 흡수 
극대화 

 

펩타이드 콤플렉스 50% 함유 



• Including 50% of Ceramide complex  
• Blemish All Clear Essence Improves uneven skin tone, blemishes 
and pigmentation while Natural anti-trouble ingredients prevent 
clogged pores and quickly calm sensitive skin. 
• Main Ingredients :  Ceramide Complex 50%, Sodium Hyaluronate , 
Algowhite, Betaine, Centella Asiatica Extract 



세라마이드는 1) 피부보호장벽 및 수분증발억제 2)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 3) 피부 성장 및 분

화를 조절하고 4) 피부 염증과 피부 과 증식을 억제하며 4) 피부 기능 이상을 정상화한다.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민감성 피부가 되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

하거나 악화시킨다. 정상피부와 비정상피부는 세라마이드 함량의 차이이다. 건선, 여드름, 아토

피 피부염, 피부 건조증 등은 각질 층 내 세라마이드 감소와 관련이 있다 

• The best available lipid mix; skin identical lipid concentrate  

• Ceramide 1+2+3, cholesterol, fatty acids  

• Phytosphingosine  
• Resembles the structure of the lipid barrier in the skin 

• Multi-lamellar 

• Liquid crystalline 
• Designed to allow uptake of Ceramides by the skin 

• Restoration of th 

• e protective barrier function of the skin 

• Enhanced moisturization and protection of the skin 
• Uses BioMembrains technology 

세라마이드 콤플렉스 50% 함유 



• Including 50% of Plant Complex    
• Pore tightening essence visibly lifts the skin and help re-define 
the appearance of facial contours while noticeably tightening the 
appearance of enlarged pores. 
• Main Ingredients : Plant  Complex 50%, Sodium Hyaluronate,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Raspberry Fruit Extract, Blackberry Fruit 
Extract 



  

모공 Complex 5 

동안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위한 프로젝트!      

넓어진 모공 되돌리기! 

 
  Step 1. 모공에 꽉 차 있는 피지 및 노폐물을 흡착 
 
  Step 2. 흡착된 피지를 모공 밖으로 배출 
 
  Step 3. 모공 탄력 강화 및 염증억제 
 



  

▒ 학 명 : Hamamelis virginiana 

▒ INCI NAME : Hamamelis Virginiana (Witch Hazel) Leaf Extract  

  위치하젤잎 추출물 

▒ 속명의 Hamamelis는 그리스어로 ‘hamos(비슷하다)’와 ‘melis(사과)’의 합성어로, 서양 모과(Mespilus)와 닮은 데서 

유래. 

<이용방법 > 씨앗은 먹을 수 있고 잎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끓일 수 있다. 농도를 연하게 하여 달인 액을 차게 한 것

은 결막염(結膜炎)에 안약으로 사용하고 습포제는 좌상(挫傷)이나 출혈의 최고 약 중의 하나다. 수증기 증류한 것은 타닌

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효과가 있다. 잎과 꽃이 피는 가지에서 증류한 증류물은 살균성과 수렴성이 있어서 피부 

통증에 사용된다. 트거나 햇볕에 탄 피부, 멍, 부기, 그리고 뾰루지에 사용한다.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정맥이상 확장에도 

쓴다. 연고(軟膏)나 좌약(挫藥)은 치질에 효과적이다.  

 

유효 성분 

잎과 껍질 두 부분은 10 % 정도 탄닌이 함유. 껍질은 주로 혼합 hamamelitannin(digalloylhamamelose)과 catechols, 

잎은 주로 proanthocyanidins 과 ellagitannins  을 함유. 

 

약리학적 효능 

탄닌은 프로테인과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고 수렴효과 , 살균효과, 항염 효능 



  

▒  속명인 멜리사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온 벌을 뜻하는 말로, 벌들이 멜리사의 꿀을 좋아해서 붙여진 이름.  

또한 그로부터 추출된 꿀은 상처치료나 염증성 소화기 질환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멜리사는 레몬밤이라고도 하며, 멜리

사 허브와 오일이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우울증에 기분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오일로 여겨짐. 

레몬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두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경성 

소화불량 이라든가 스트레스성 생리통, 그리고 어깨, 목, 허리 근육통 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오일로 알려짐. 

레몬밤 오일에는 염증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갖가지 피부질환에 크림에 블렌딩해서 사용하거나 

수증기를 이용하여 기관지와 폐에 생길 수 있는 염증과 감염 증상에 많이 사용 되기도 한다. 

 

유효성분 

에센셜 오일(citral, linalool, eugenol, citronellal, geraniol, eugenol acetate, and nerol), 텐닌, 플라보노이드 

 

Biological Activities 

항바이러스,, 신경안정, 심장기능강화, 불면, 헤르페스발진, 벌레퇴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유행성감기, 급성호흡기

병, 류마티스관절염, 불면증,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습진, 건선,  

  레몬밤잎추출물 

▒ 학 명 : Melissa officianalis  

▒ INCI Name : Melissa officianalis Leaf Extract 



  

▒  Cymbopogon은 그리스어 ‘cymbe(배)’와 ‘pogon(수염)’의 합성어로 포영(苞潁)이 배처럼 생겼고 털이 많다고 해서 

불린다.  

형태는  높이 1.5m 정도 자라는 다년초다. 잎의 길이는 30~120cm로 선형이며 군생(群生)한다. 구근모양의 줄기를 가지

고 강한 레몬 향기가 있다. 꽃은 8~9월에 피며 원추화서(圓錐花序)로 달린다.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여러해살이풀. 향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열대지방에서 재배한다. 원산지가 뚜렷하지 않고 인

도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재배한다. 레몬향기가 나기 때문에 레몬그라스라고 한다. 잎과 뿌리를 증류하여 얻은 레몬그

라스유(油)에는 시트랄이 들어 있다. 

 

유효성분 

페네솔, 세리니올, 네롤, 시트롤, 시트로네랄, 리모넨, 밀센 

Biological Activities 

여드름 예방 피부재생 살균,모공축소 효능 

  레몬그라스 추출물 

▒ 학 명 : Cymbopogon schoenanthus 

▒ INCI Name : Cymbopogon schoenanthus Extract 



  
  애플민트잎 추출물  

▒ 학 명 : Mentha rotundifolia  

▒ INCI Name : Mentha Rotundifolia Leaf Extract 

▒ 유럽이 원산인 허브의 일종이다. 높이 30∼60cm이다. 사과와 박하가 섞인 듯한 향기는 순하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둥

글고 흰 털이 나 있으며 연해 보인다. 내한성과 번식력이 강하며 주로 반그늘 상태에서 잘 자란다. 꺾꽂이 또는 포기나누

기로 번식시킨다. 

잎으로 허브차를 만들어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약용하기도 하는데, 살균소독, 건위강장, 진정 및 

진통작용에 좋다. 입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어 치약에 넣기도 한다. 이밖에도 비누·목욕재·포푸리 등으로도 사용된다.    

애플민트는 30cm 전후로 자라고 타원형의 작은 잎새는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어 부드러운 촉감을 준다. 그 때문에 ‘털이 

많은 민트류 식물’이라는 뜻을 지닌 울리민트(WOOLY MINT) 라고 불리운다. 풍미가 좋아 민트소스를 만드는 데는 자주 

사용되지만, 잎이 털모양으로 두텁기 때문에 건조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애플민트의 모공 축소 효과 

민트 속 멘톨 성분이 모공을 청정하게 해주며 타이트닝 효능이 있어 모공 축소에 도움을 준다.  

애플 민트는 살균, 항균 효과 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 진통 효능이 있다 
  



  
  라임 추출물  

▒ 학 명 : Citrus Aurantifolia  

▒ INCI Name : Citrus Aurantifolia (Lime) Fruit Extract 

▒ 라임은 영어명 이며 독일어로는 린덴 이라고 부른다. 유럽에서는 가로수로 이용하는데, 꽃이 피는 계절이면 거리가 향

기로 가득하다 고 한다. 린덴플라워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긴장감을 덜어주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룰 때 마시면  

신경을 둔화시켜 숙면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혈압을 떨어뜨려 동맥경화의 예방에 좋다. 

민간요법에서 땀을 나게 하여 감기 몸살과 같이 열을 동반하는 증상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갈증해

소에 좋으며, 진정작용, 경련예방, 저혈압, 그리고 발한에 좋다. 꽃에는 점액과 탄닌이 풍부하며, 주름살 제거를 위한 맛사

지 용으로도 좋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Linden의 성분 

Alpha pinene,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Cysteine, Eugenol, Geraniol, Hesperidin. Isoquercitrin, Limonene, 

Quercetin, Quercitrin, Tannin, Tocopherol 

 

Linden의 효능  

항염, 항균, 모공축소(수렴), 여드름방지, 노화방지, 피부진정, 항산화, 티로시나아제억제, 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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