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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posal for thick, luxuriant hair & healthy scalp.

JW BIO

회사소개

Company Profile

Technological Introduction

당사는 해조류나 생약재, 곡물류 등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저온에서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크기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인 저온 나노추출공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창업 이래 탈모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당사는 해조류, 생약재, 곡물류 등을 주원료로 기능성 성분들을 손실 없이 추출할 수 있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장인자(Growth Factor) 및 기능성 펩타이드(Peptide) 등을 연구하여

최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저온나노추출공법은 해조류, 생약재, 곡물류 등으로부터

이를 제품에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밖에 식물 줄기세포 및 성체 줄기세포에서 파생된 지방조직,

유효성분을 아주 작은 입자크기(분자량 2,000이하)로 추출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역분화 줄기세포 등에도 관련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열 처리된 온도(섭씨 50~60도) 범위에서 생리활성 물질 및 기능성 물질을

당사는 CGMP(우수화장품 품질 및 제조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규격인 ISO22716을 취득하여 제품의 제조 및 생산관리에 대한

열파괴 없이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제수준의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저온나노추출공법(특허 10-0908745)은 기존의 열수, 용매, 멤브레인(membrane) 추출방식 등이 갖는

당사 제품들은 한국 내 백화점, 미용실, 약국, 탈모관리센터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고 대학병원과 피부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는
원료를 공급하거나 OEM, ODM을 통한 제품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탈모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개발을 목표로 하며 좋은 원료와 좋은 제품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고객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제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탈모 = JW”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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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0대 우수 프로젝트선정 (한국산학연합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ISO 22716 CGMP인증
유럽수출

중국위생허가 취득 (LEMAO 3건)

인증현황

한계성을 극복하여 각 원료가 가진 유효성분의 복합적 기능을 위해 원재료로부터

유효성분들을 변형 없이 한꺼번에 추출이 가능한 첨단공법으로 특히 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들의

열파괴로 인한 성분변화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서 고유의 성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 추출공법을 통한 기능성 성분들은 모공 내로 빠른 흡수가 가능하여 피지나 불순물 등으로 막힌

두피상태를 개선하고 모발성장 및 회복에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들을 효율적이고

대표이사 박 영호

Company History

기술소개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약해진 모발의 건강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당사의 기술연구소(R&D센터)는 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펩타이드(Peptide), 줄기세포 (Stem cell) 및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박사
전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전 경산대학교 겸임교수
현 대구가톨릭의과대학교 객원교수
현 (주)제이더블유바이오 대표이사

기타 새로운 소재발굴을 통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기술

● 주요성분의 추출, 분리, 정제 및 농축기술
● 인체 경피조직의 유효성분 흡수증강법
● 막 분리 추출 (MF,UF,NF,RO,PV)

● 초임계 유체 추출법 및 초음파 추출법

●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및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

Certification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최신의학지 논문발표

- JW12와 DANISS의 국소도포가 탈모증 환자의 탈모방지 및 양모에 미치는 영향
- 마우스모델에서 JW12의 모발성장 효과

● 최신의학지 논문발표

- 해조류 및 천연생약재로 만든 JW12와 DANISS의 발모제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의 추출 및 임상효능 검증

- 한국형 탈모방지제 및 발모촉진제로 개발된 JW12와 DANISS의 발모 메카니즘 검증 및 기존 발모제와 비교 및
실제 환자에 적용

- 천연생약재로 만든 발모촉진제 JW12의 성분 분석, 발모촉진 물질 추출 및 발모촉진 원인 분석, 마우스 모델 및
실제 환자에게서 효능 검증

- 해조류와 생약재를 이용한 의약외품 (탈모방지 / 양모 / 육모제) 개발
- 구리펩티드 복합체가 추가된 JW Tonic 개발과 효과분석

- JW Tonic의 주요성분 별 조합 및 분석을 통한 효과 물질 추출과 새로운 발모제 개발
- 성장인자를 첨가한 새로운 JW Tonic의 개발 및 발모효과 확인
- 초음파추출을 통한 탈모예방식품 개발 및 제품화

- 초고압-효소 추출을 통한 해조 다당류의 기능성 소재화 및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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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Product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두피와 모발건강을 위한 최선책

두피와 모발건강을 위한 최선책

Special Scalp & Hair Care Solution

Special Scalp & Hair Care Solution

스칼프메딕 Scalp Medic

스칼프 메딕 헤어토닉은 참미역, 켈프 등의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 10여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아주 작은 입자크기로
기능성 성분들을 추출한 제품입니다. 또한 모발성장과 활성에 도움을 주는 3종(sh-Oligopeptide-2, sh-polypeptide-9, sh-polypeptide-13)의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모공에 흡수가 빠르고 과도한 피지를 조절하여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모발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을 공급하여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백화점, 회원제 마트 등에 공급되는 오프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스칼프 메딕 Scalp Medic

• 용량：150ml
• 가격 : 75,000원

스칼프 메딕 세트 Scalp Medic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210,000원

스칼프 메딕 샴푸 Scalp Medic Shampoo

• 용량：500ml
• 가격 : 30,000원

스칼프엔닥터 ScalpⓝDoctor

스칼프엔닥터 헤어토닉은 참미역, 켈프 등의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으로부터 추출한 10여가지 추출물 성분과 함께 sh-Oligopeptide-2,
Coppertripeptide-1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미세한 입자크기로 추출된 각종 기능성 성분들과 영양성분들은 모공에 빠르게 흡수되어,
가려움증을 개선하고 피지분비량을 조절하여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모발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백화점, 회원제 마트 등에 공급되는 오프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스칼프엔 닥터 ScalpⓝDoctor Hair Tonic

• 용량：150ml
• 가격 : 70,000원

스칼프엔 닥터 세트 ScalpⓝDoctor Hair Tonic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200,000원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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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칼프 헤어토닉 PROSCALP Hair Tonic

프로스칼프 헤어토닉은 참미역, 켈프등의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 13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추출한 각종 유효성분과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sh-Oligopeptide-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모공에 흡수가 빠르며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모발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두피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미용실 등에 공급되는 오프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프로스칼프헤어토닉 PROSCALP Hair Tonic

• 용량：150ml
• 가격 : 65,000원

프로스칼프헤어토닉세트 PROSCALP hair Tonic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180,000원

프로스칼프헤어샴푸 PROSCALP Hair Shampoo

• 용량：720ml
• 가격 : 42,000원

JW 토닉Ⅱ JW TONICⅡ

JW 토닉Ⅱ 헤어토닉은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 16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미세한 입자크기로 기능성 성분들을 추출하였으며, 빠른 흡수와 함께
두피의 과도한 피지를 조절하여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줄여주며 모발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온라인 판매 전용 상품입니다.

JW 토닉Ⅱ JW TONICⅡ

• 용량：150ml
• 가격 : 59,000원

JW 토닉Ⅱ세트 JW TONICⅡ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1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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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오 헤어토닉 01 LEMAO Hair Tonic 01

레마오 헤어토닉 01은 참미역, 켈프(다시마)등의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 12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추출된
각종 유효성분과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덜어주며 모발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들을 제공함으로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두피와 모발건강을 위한 최선책

※ 본 제품은 중국수출용 제품입니다.

Special Scalp & Hair Care Solution

메디스칼프 MEDISCALP HAIR TONIC

메디스칼프 헤어토닉은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에서 추출된 각종 기능성 성분들 외에 모발의 활성과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4종류
(sh-Oligopeptide-2, Caffeoyl sh-Decapeptide-9, sh-polypeptide-9, sh-polypeptide-13)의 펩타이드가 들어 있는 프리미엄급 헤어토닉입니다.
두피의 과도한 피지분비의 개선과 더불어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덜어주며 모발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공급을 제공함으로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병의원 등에 공급되는 오프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중국 위생허가번호
: J201611129

레마오 모발 영양액 01 LEMAO Hair Tonic 01

• 용량：150ml
• 가격 : 60,000원

레마오 모발 영양액 01 세트 LEMAO Hair Tonic 01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175,000원

레마오 헤어토닉 02 LEMAO Hair Tonic 02

레마오 헤어토닉 02은 참미역, 켈프(다시마)등의 해조류와 생약재, 곡물류 등 16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추출된
각종 유효성분과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분비량을 조절하고 두피를 깨끗하게 하며 가려움증을 덜어주고
모발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성분들을 제공함으로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중국수출용 제품입니다.

메디스칼프 MEDISCALP Tonic

• 용량：150ml

메디스칼프 세트 MEDISCALP Tonic SET

• 용량：150ml Ⅹ 3EA

메디스칼프샴푸 MEDISCALP Shampoo

• 용량：200ml

JW 12

JW 12 헤어토닉은 해조류, 생약재, 곡물류 등의 원료를 이용하여, 각종 유효성분과 영양성분을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미세한 입자크기로 추출하였으며,
빠른 흡수를 제공하며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탈모의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본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려주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남녀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국내 약국 등에 공급하는 오프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중국 위생허가번호
: J20168209

레마오 모발 영양액 02 LEMAO Hair Tonic 02

• 용량：150ml
• 가격 : 65,000원

레마오 모발 영양액 01 세트 LEMAO Hair Tonic 01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190,000원

※ 본 제품은 중국수출용 제품입니다.

레마오샴푸 LEMAO Shampoo

JW 12

• 용량：150ml
• 가격 : 45,000원

JW 12 세트 JW 12 SET

• 용량：150ml Ⅹ 3EA
• 가격 : 128,000원

중국 위생허가번호
: J20173509

레마오샴푸는 두피 및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줍니다.
특히, 켈프, 참미역 등의 해조류와 검은콩,
소나무잎, 측백나무잎 등 생약재의 추출물 등을
함유하고 있어 두피와 모발을
레마오 샴푸LEMAO Shampoo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멘톨성분의 함유로 샴푸 시
• 용량：500ml
시원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 가격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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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posal for thick, luxuriant hair & healthy scalp.

JW BIO

제품소개

Product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JW 샴푸 JW SHAMPOO

JW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오염성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며 해조류 추출물과 각종 생약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멘톨성분의 함유로 사용 시 시원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제품소개

JW 프리미엄 샴푸
JW PREMIUM SHAMPOO : 10-FREE FORMULAR & BIOTIN SHAMPOO
본 샴푸는 두피 및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조류 추출물과 각종 생약재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B 복합체인 비오틴(BIOTIN)을 함유하고 있어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제품은 피부자극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실리콘, 무설페이트, 무파라벤,
무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무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을 비롯한 ‘10-free’ 이상의 제형과 EWG(미국환경연구단체)의 그린등급(2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원료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습니다. 각종 오염과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윤기 있고 건강한 모발로 바꾸어 보십시오.

▒ NO Silicone ▒ NO Sulfate ▒ NO Parabene ▒ NO CMIT/ MIT ▒ NO Phenoxyethanol ▒ NO Colorants ▒ NO Benzophenone ▒
▒ NO Triethannolamine ▒ NO Propylene Glycol ▒ NO Cocamidopropyl Betaine ▒

JW샴푸 JW Shampoo

• 용량：300ml • 판매처 : 오프라인
• 가격 : 18,000원

JW샴푸 JW Shampoo

• 용량：500ml • 판매처 : 오프라인
• 가격 : 26,000원

JW샴푸 세트 JW Shampoo SET

• 용량：500ml Ⅹ 2EA • 판매처 : 오프라인
• 가격 : 50,000원

스칼프 메딕 샴푸 Scalp Medic Shampoo

• 용량：500ml • 판매처 : 오프라인
• 가격 : 30,000원

프로스칼프 시그니처 샴푸 PROSCALP Signature Shampoo

• 용량：500ml • 판매처 : 국내 미용실 등
• 가격 : 30,000원

FOR PROFESSIONAL ONLY

탈모관리센터, 병.의원, 한의원등에 공급하는 전문관리용 제품입니다.

SCALING / STEP 01 / 2L / \70,000

FOR DRY SCALP / OILY SCALP / SENSITIVE SCALP

스칼프엔 JW샴푸 ScalpⓝJW Shampoo

• 용량：300ml • 판매처 : 약국 등
• 가격 : 18,000원

프로스칼프 헤어샴푸 PROSCALP Hair Shampoo

• 용량：720ml • 판매처 : 국내 미용실 등
• 가격 : 42,000원

샴푸제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샴푸만으로도 머리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청결한 모발과 두피상태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탈모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기름기를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모공 속을 기름때처럼 막아 모발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샴푸는 탈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JW 샴푸에는 해조류나 생약재 등의 추출물이 약 10%가 함유되어 있지만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는 토닉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샴푸를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JW 샴푸를 사용 시에는 적당량의 샴푸를 덜어낸 후 머리카락과 두피 전반에 일차적으로 충분한 거품을 내신 후 두피에 있는 기름때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가락의 지문 부위를 이용하여 모공을 부드럽게 그리고 마시지 하듯이 골고루 문질러 깨끗이 한 후 모발을 세정합니다.
만약 거품이 적을 경우는 물을 좀 더 쓰시면 되고 전체적인 샴푸시간은 최대 5분을 넘지 않게 합니다.

3. JW 샴푸 사용시 린스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도 되나요?

샴푸를 사용 후 린스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린스는 유분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피에 묻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머리감는 횟수와 탈모의 관계가 있나요?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지분비량이 정상인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두피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머리를 감는 회수는 1회가 보통이나 피지나 기름기 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머리를 한 번 더 감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샴푸만으로 클렌징하기 힘든 두피, 모공의 각질과 과도한 피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어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진정,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하며,
12가지의 식물추출물이 복합적으로 두피에 작용하여 피부자극을 최소화해 줍니다.

PH BALANCING / STEP 02 / 2L / \100,000

FOR DRY SCALP / OILY SCALP / SENSITIVE SCALP

두피에 PH발란스를 맞춰주는 제품으로, 건조한 알카리성환경으로 변한 두피에 PH 환경을 조절해줍니다.
부족한 수분을 공급하여, 유수분발란스를 조절해 두피를 진정시키고,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두피스케일링 이후에 사용합니다.

NOURISHING / STEP 03 / 2L / \200,000

FOR ALL TYPE

천연생약재 및 해조류 ,곡물류 등의 10여가지 원료로부터 추출된 헤어토닉이 두피를 건강하게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미세하게 추출된 유효성분들은 뛰어난 흡수력으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드립니다. (모든 두피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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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posal for thick, luxuriant hair & healthy scalp.

JW BIO

OEM/ ODM

JW BIO는 최고의 OEM/ODM 컨설팅으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CGMP기준에 적합한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

ISO 22716 C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기업으로, 체계적이고 규정에 맞는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연구, 분석, 개발이 가능하며, 시제품 생산까지 논스톱 진행이 가능합니다.

JW PRODUCT CATALOGUE
www.jwbio.com

JW 헤어토닉제품의 사용방법

1. 하루 2~3회 원하시는 부위에 충분히 도포될 만큼 적당량을 스프레이 하십시오.
가급적 두피에 도포되는 것이 중요하며, 빠뜨리지 말고 적당량을 매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스프레이 하시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
적당량을 사용하시고 이럴 경우에 손끝으로 두드려 두피로 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피와 모발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 및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몸이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립니다.
3. 아침의 경우, 머리를 감으신 후 수건으로 물기를 충분히 닦고 말리신 다음,
제품을 두피에 골고루 분사해 주시고 제품이 어느 정도 흡수 된 후에는 빗질이나 드라이를 하신 후
외출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 다시 감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저녁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모발성장활동이 왕성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스프레이 하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위해서는 흡수된 뒤에 더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닉제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헤어토닉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헤어토닉이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서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제품을 말하며 약해지고 가늘어진 모근을
튼튼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JW 브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지향합니다.

2. 헤어토닉 제품에 포함된 원료들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JW 헤어토닉제품은 모두 해조류(미역, 다시마), 곡물류(검은콩, 검은깨 등), 생약재(솔잎, 측백엽 등)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특허 받은 저온나노추출공법을 통해 원재료의 성분을 저온에서 열파괴 없이 추출할 뿐 아니라
미세한 입자로 사용 시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3. 토닉제품의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수 회 두피에 탈모가 진행되거나 염려되는 부위에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스프레이 하시고,
매일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특히 저녁시간에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샴푸 전후와 관계없이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굳이 머리를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4. 제품을 얼마 정도 사용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보통 개인의 두피상태나 탈모의 정도, 그리고 주변여건이나 생활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한 병(150ml)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사용 하시면 더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매달 휴대폰 등으로 부위상태를 촬영하시어 변화상태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 여성이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JW 헤어토닉제품들은 주로 해조류, 생약재, 그리고 곡물류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호르몬제를 전혀 함유하지 않아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6. 토닉제품은 사용을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빠지나요?

제품의 사용을 중단 하더라도 모낭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제품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모발의 급격한 빠짐 현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근이 충분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제품 사용 전 후에 꼭 머리를 감아야 하나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틈틈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 후에도
굳이 머리를 감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후 외출하셔도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8. 제품을 사용 후 머리가 가렵거나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탈모기간이 오래되거나 모공이 심하게 막히신 분들 중에는 제품사용 후 일시적으로 두피가 가렵다거나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 중에서 제품에 들어 있는 해조류 성분들로 인해 막힌 모공이
열려지게 되는 과정 중에 간혹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체로 2주 내에 사라지게 되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 만약 사용 후 두피가 많이 가렵다거나 뾰루지 현상이 심하다면 사용을 중지하시기 권합니다.

9. 토닉제품의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직사광선이나 고온은 피하여 주시고,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여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OEM/ODM 제품개발문의 :
E-mail: jwbio12@naver.com / Tel.053-427-1201~2

10. 제품의 유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JW 헤어토닉의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0개월이며, 샴푸는 제조 후 36개월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하단 혹은 측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