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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뷰티
슈 가 왁 싱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러시아 프리미엄 슈가왁스 



소프트

미디엄

하드

도매가

 22 USD
26 000 KRW

판매가

 60 USD
72 000 KRW

MOQ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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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제조공법으로 탄생한 전문적인 제모제입니다. 전신사용이 
가능하며 방부제, 착색제 및 화학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장점: 예열시간 없이 사용 가능. 용융점 상온 22~25 °C 
성분: 글루코오스, 프록토오스, 정제수, 옥수수전분
유효기간: 18개월. 밀봉포장 상태에서 10~25 °C 온도에서 보관. 흡습성제품이므로 습기를 피할 것. 

사용시 주의사항: 
1) 본 제품 사용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볽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다)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4) 사용 중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닦아내어 제거하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5)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이 제품의 사용 전후에 비누류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7)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8)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십시오.

가뷰티의 제품은 사용 환경과 모발의 밀도, 시술자의 손의 온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 슈가왁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전문가 손이 자가운 경우 선택
밀도가 높은 슈가왁스와 희석해서 사용 가능

미디엄 슈가왁스:
모든 모발 타입 제모에 사용 가능
일반적인 실내 온도에서 시술자의 손의 온도가 평균일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 
더운 실내에서 손이 차가운 시술자에게 적합

 
하드 슈가왁스:
강온 모발 타입 제모에 적합
습기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덥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용 가능 
손에 열이 많은 시술자에게 적합

용량 1000 g



뜨겁게 달구지 않으니 
화상 걱정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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