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om Basic Skin Care Steps to Daily Elasticity Care! Experience Cellazur’s elasticity solution.

스킨케어의 기초단계 부터 일상생활에서의 탄력 관리까지! 셀라쥬르의 탄력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CELLAZUR  
Cosmetics’ Key Point!

■ 「PN」 성분

  연어 DNA에서 얻은 셀라쥬르만의 「PN」이  

손상된 피부세포의 건강함을 되돌려 주어  

피부탄력 케어와 리쥬버네이션에 도움을 줍니다. 

■ 탄력,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최상의 조합

  셀라쥬르 전 제품에는 「PN」성분과 히알루론산, 프로테오글리칸,  

보르피린, 펩타이드 등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 2중 기능성 인증, 피부자극 테스트 완료 

  대한민국식약처에 기능성 성분으로 인증된 주름개선, 미백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피부자극테스트 완료 후,  

무자극 판정으로 피부에 자극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N」 for Skin Regeneration
  Cellazur’s unique high-performance ingredient, 「PN」 recovers the 

damaged skin cells to care skin elasticity and rejuvenate skin.

■ Best Combination for Strengthening Elasticity and Skin Barrier

  All Cellazur products contain ingredients such as 「PN」, 
 hyaluronic acid, proteoglycan, volufiline, and peptide  

■  

  Reported as a functional cosmetic product by containing  
anti-wrinkle and whitening ingredients certified as functional 
ingredients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ompleted skin irritation test. Safe and mild for  
the skin without ingredients irritating the skin.  

PN



Sheet Mask Ampoule Cream Cushion

ORDER  OF  USE

Cellazur is a Bio Derma-cosmetics brand for recovering the skin’s original health.  

Reanzen Co.,Ltd. developed  「PN」 from salmon’s DNA based on the know-how and technologies  

of founder involved in the filler industry for years and applied it on cosmetics.  

 

the skin and researching on healthy skin turn-over cycle.  

Cellazur researches and develops rejuvenation cosmetics  

for making the best skin age by using 「PN」 and other ingredients ( hyaluronic acid, volufiline, peptide )  

optimized for caring skin elasticity and activating skin turn-over cycle. 

셀라쥬르는  

뷰티 필러 분야에 기반을 둔 (주)리엔젠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연어DNA에서 얻은 「PN」 원료를 코스메틱에 적용하여,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아주도록 개발한 바이오 더마코스메틱 (Bio Dermacosmetics) 브랜드 입니다. 

셀라쥬르는 

건강한 피부 재생주기(Turn-over) 연구를 통해 피부표피 뿐만 아니라 피부 속 건강함을 채워주어  

효과적인 뷰티사이언스(Beauty Science)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verlasting Beauty Regardless of Exposure to Daily Irritation
Derma-Cosmetic CELLAZUR

자극에 노출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변함없는 아름다움 
더마코스메틱 셀라쥬르 ( CELLAZUR )

대표 권순익 
CEO. KWON SUN IK



· Main Product (1ml *14ea) / Start Kit (1ml *3ea)

· 본품 (1ml*14ea) / 스타트킷 (1ml*3ea)

Rejuvenation for Recovering Skin Health
「PN」 extracted from salmon DNA and Cellazur’s unique rejuvenation ingredients such as 
proteoglycan help the skin return to the most beautiful moment that skin remembers.

01

Premium Elasticity Care for Elastic Volume
Cellazur volume complexes including volufiline and acetylhexapeptide fill up 

02

Hyaluronic acid and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with powerful moisturizing 

03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돌려주는 리쥬버네이션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과 프로테오글리칸 등 셀라쥬르만의 리쥬버네이션 성분이  

피부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의 회귀를 도와줍니다.

01

탱탱한 볼륨을 살리는 프리미엄 탄력 케어

보르피린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성분을 포함한 셀라쥬르 볼륨 콤플렉스가  

피부 속 볼륨을 채워주어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02

클리닉 받은 듯 환하고 촉촉한 피부

히알루론산과 수분을 끌어당기는 강한 보습력을 가진 천연보습인자 성분이  

고가의 피부관리 클리닉을 받은 듯 환하고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03

CELLAZUR  PN  
Volume Ampoule
셀라쥬르 PN 볼륨 앰플

Skin Rejuvenation Premium Ampoule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살리는 프리미엄 탄력 광채 앰플

· Set  (20g*5ea) / Single Product (20g)

· 세트 (20g*5ea) / 단품 (20g)

Healthy and Elastic Skin
Contains 「PN」

elasticity care.

01

Care for Clean and Dense Pore
Sparkling from carbonated water awakens the pores to remove wastes, help 
absorption of active ingredients deep inside the skin, and tightens pores.

02

Bright Glow Inside Skin
Adjusts water and oil balance to provide a bright glow filling up  
from deep inside the skin. 

03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연어DNA에서 추출한 「PN」성분과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효과적인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01

깨끗하고 촘촘한 모공으로 케어 

탄산수 스파클링이 모공을 깨워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속 깊숙이 유효성분 흡수를 도와주며,  

모공수렴효과를 줍니다. 

02

환하게 빛나는 속광채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차오르는 광채가 밝게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꾸어줍니다.

03

CELLAZUR  PN 
Sparkling Mask
셀라쥬르 PN 스파클링 마스크

Carbonated Water Bubble Mask  
Removes Wastes Inside Pores and Cares 
Moisture & Nutrition 

탄산수 버블 마스크가 모공속 노폐물 제거와  

수분 / 영양케어를 한번에



· Main Product (50g)

· 본품 (50g)

Skin Volume Improvement 
「PN」  
and provides skin volume. 

01

Moisturizing From Deep Inside Skin02

Skin Elasticity with Rich Nutrition 
Amino acid complex provides nutrition to skin for enhancing skin elasticity.

03

피부 볼륨감 개선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성분은 피부개선 효과에 도움은 물론 볼륨까지 선사해줍니다.

01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감

히알루론산과 트레할로스 성분이 수분을 끌어당겨 강력한 보습효과를 선사해줍니다.

02

영양있는 피부탄력

아미노애시드컴플렉스가 피부의 영양감을 주어 피부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03

CELLAZUR  PN  
 Energy Cream
셀라쥬르 PN 에너지 크림

Elasticity and Nutrition Filling Up  
From Deep Inside Skin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과 영양

· No.21 (14g) / No.23 (14g) 

· 21호 (14g) / 23호 (14g)

Elasticity Care + Glow Cushion
Contains 「PN」 extracted from salmon DNA, volufiline, and peptide to provide 

along the contour expresses an exclusive skin.

01

Excellent Application & Perfect Blemish Coverage
Excellent coverage and outstanding application with light & silky texture helps 
correcting make-up naturally without creasing.

02

 
the skin from diverse possible contamination and germs from cushion. 

03

탄력 케어 + 광채 쿠션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과 보르피린, 펩타이드를 함유하여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과  

볼륨감을 선사하고 윤곽을 따라 흐르는 입체적인 윤광으로 고급스러운 피부를 표현해 줍니다.

01

우수한 밀착력, 완벽 잡티커버

우수한 커버력은 기본, 가볍고 실키한 텍스쳐로 밀착력이 좋아  

메이크업한 위에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도와줍니다.

02

항균력 99% 퍼프케이스

오직 셀라쥬르 쿠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항균 퍼프케이스!

FDA에서 승인 받은 항균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퍼프케이스로,  

반복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염과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03

CELLAZUR  PN  
 Volume Cushion
셀라쥬르 PN 볼륨쿠션

Skin Energy 「PN」 Cushion 

필러, 앰플 전문가가 만든 탄력케어 쿠션 

연어에서 찾은 피부에너지 「PN」

「PN」 은 연어 정소에서추출한 PDRN  성분보다 DNA구조가 업그레이드된 고가의 연어DNA  성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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