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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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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천연원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아보리덤

ARBORETUM은 편백숲에서 나오는 자연의 천연원료로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ARBORETUM - Derma Cosmetic Brand that pursues health & beauty 
with natural ingredients

ARBORETUM is a Derma Cosmetic brand that pursues human health and beauty 
through natural ingredients found in cypress forests.



Intro

Intro

Before sunrise, I climb the Sacheon Cypress Forest, greeted by the early 
morning dew.

At the age of 50, I follow in the footsteps of my father who walked this path for the past 30 years.
As a forestry successor, I follow my father’s advice, “The best healing comes from nature,” and 
cultivate the forest daily and thin out the cypress trees that he had cultivated for 40 years.
Since one cypress tree is precious, we make quasi-drugs and cosmetic-grade raw materials with 
sincerity and now we are heading toward pharmaceuticals. Though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a 
small step, we are marching on to create a healing forest that we can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as a small res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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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뜨기 전 새벽 이슬과 함께 사천편백림을 오릅니다.

지난 30여년간 걸으셨던 선친의 발자국을 따라 반백의 나이가 되어 같은 길을 오릅니다. 
‘인간에게 최선의 치유는 자연이다’라는 선친 말씀의 뜻을 따라 임업후계자로 하루 하루 숲을 가꾸고 좀 더 나은 
숲을 만들기 위해 40년간 기르셨던 편백나무를 간벌합니다. 이 한 그루 편백나무가 소중하기에 정성을 다하여 
의약외품, 화장품 등급의 원료를 만들고 이제는 의약품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지만 
치유의 숲으로 거듭나고 다음 세대에 작은 쉼터로 남겨지기 위하여 노력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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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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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최선의 치유는 자연이다

선친(故 박재석)께서 1970년 남해의 청정지역 경상남도 사천 거친 돌산을 파헤치며 한 그루 두 그루 
심던 편백나무가 어느덧 3만6천여평 약 1만4천 그루의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최선의 
치유는 자연이다’라는 자연을 향한 진심으로 편백나무 수목원이 조성되었습니다.

The best healing comes from nature

The few Cypress trees my father (late Park Jae-seok) planted in the rough stone mountains 
in the clean area of Sacheon, Gyeongsangnam-do in 1970 have become a dense forest 
with approximately 14,000 trees, covering 30 acres. The Cypress arboretum was built with 
appreciation for nature, believing, “The best healing comes from natu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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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 천연화장품 아보리덤의 탄생

아보리덤 바이오는 청정지역에서 자란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수와 편백오일을 
주원료로서 효능과 성능에 대하여 오랜 시간 연구하여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증
한 국내 유일한 6차산업인증 피톤치드 업체이며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과 업무
협약(MOU)을 맺고 기술지원을 받아 천연원료로서 국내 첫 국산원료 천연화장품 
1호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아보리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보리덤 바이오는 차별화된 천연원료 추출방법을 통한 심재편백수와
심재편백오일을 주 원료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개발로 인간에게 건강한 아름다움
을 추구하며 나아가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Birth of 'ARBORETUM', a natural cosmetic with domestic
raw materials.

ARBORETUM Bio has studied the efficacy and performance of cypress 
water & oil extracted from cypress trees that have grown in clean areas. 
It is the only the sixth PHYTONCIDE company in Korea that has received 
industrial   cer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rough a 
business agre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Jeollanam
-do Institute of Natural Resources and its technical support, the Derma
Cosmetic brand “ARBORETUM” was born as the first natural cosmetic 
product that pursues healthy beauty with domestic natural ingredients.
ARBORETUM Bio is a company that pursues healthy beauty for mankind 
and considers the environment by developing cosmetics and quasi-drugs 
that use heartwood cypress water and oil as their main ingredients 
through a differentiated natural ingredient extraction method.

브랜드 역사
Bran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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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Natural Ingredients

The only natural raw material production brand in Korea that received permission to cut cypress 

trees. Cypress trees in clean areas that have not been sprayed with pesticides for 40 years. 

100% pure and natural raw materials are extracted from cypress trees in clean areas where nature

lives and breathes without the use of chemical substances or pesticides.  PHYTONCIDE is volatile, 

so in order to extract the chief active ingredients, extraction begins within 1 hour of harvesting.

편백나무 벌목허가를 통한 국내 유일한 천연원료 생산 브랜드

40여년 동안 단 한번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청정지역의 편백나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의 편백나무에서 농약부터 어떠한 화학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의 순수한 

천연원료 100%를 추출합니다.  피톤치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유효한 주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당일 벌목하여 1시간 내에 추출을 시작합니다.



13

아보리덤의 천연원료는?
What are the natural ingredients of ARBORETUM?

청정지역 편백나무 무농약 인증
Cypress trees in clean areas and pesticide-free certification

화학물질 및 첨가제 무첨가
No chemical substances and additives added

지하 120m 암반수 사용
120m underground bedrock water used

40년 이상의 편백나무
Cypress trees over 40 years old

당일 벌목하여 1시간 내 추출
Extraction within an hour of logging

잎이 아닌 나무 하단부 목심에서만 추출
Extracted from wooden core at the bottom of the tree, not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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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추출방법
Raw Material Extraction Method

Step 03

Step 04

Step 02

Step 01

쪼개기 (Splitting)

파쇄 (Steaming)

커팅 (Cutting)

벌목(Logging)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파쇄를 위한 쪼개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Logs are transported to the workshop where they are split for 
crushing.

유효성분의 추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잘게 파쇄시킵니다.
Crushed finely to maximize the extraction of active ingredients.

통나무의 작업 용이성을 위하여 약 70cm 길이로 커팅합니다
To ease the work, logs are cut into a length of about 70cm.

이른 새벽 선별적 벌목을 시작합니다
Selective logging begins early in the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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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20m 암반수를 이용한 증기 가마에 심재 파쇄칩을 모아 넣습니다.
Heartwood crushed chips are collected in a steam kiln, using
120m underground bedrock water.

Step 07

Step 08

Step 06

Step 05

자연분리 (Natural separation)

저온숙성 (Low temperature ripening)

냉각 (Cooling)

스팀 (Steaming) (특허   제10-2105797호)

액체화된 원료는 시간이 흐르면 물과 오일로 분리되어 편백수와 편백오일이 
탄생합니다.
Liquefied raw materials are separated into water and oil over time, 
resulting in cypress water and oil.

유효성분의 극대화를 위한 저온숙성(2~5℃)으로 냉장보관합니다.
Refrigerated at low temperature ripening (2~5℃) to maximize active 
ingredients.

스팀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좋은 성분을 액체화 시킵니다.
Liquefies the good ingredients obtained through the stea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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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철학
Brand Philosophy

자연의 선물로 건강을 찾고 자연을 회복시킨다.
Find healing in the gift of nature and restore nature

아시아의 자연을 지키는 건강한 활동
Healthy activities that preserve the nature of Asia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자연보호를 위한 행동이 된다.
Preserving the health and beauty of mankind becomes an act for 
preserving nature

대자연의 나눔
Sharing of Mother Nature. 

미션(Mission)

비전(Vision)

가치(Value)

슬로건(Slogan)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건강을 찾고 자연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으로 자연을 아끼고 나누는 행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Humans are born and healed in the nature, so we have a mission to 
preserve it. The act of cherishing and sharing with a mother’s heart will 
be the future for ou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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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



비건인증이란?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실시하는 ‘비건인증’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기준으로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What is Vegan Certification?

“Vegan Certification” conducted by Korean Agency of Vegan Certification certifies products 
that do not use animal-derived raw materials, manage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and 
do not conduct tests on animals.

천연화장품인증이란?

화장품법 제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

What is Natural Cosmetic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Cosmetics Act, cosmetics containing more than 95% of 
the finished products with natural or naturally derived raw materials such as animals or plants

19



편백 그대로 폼 스킨

엄격한 자연성분의 천연원료로 아름답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 줍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의 화장수로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없이 수분보습 및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Strictly natural ingredients make your skin beautiful and moist. The 
soft and rich foamy toner helps moisturize and soothe the skin without 

irritation even on sensitive ski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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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솜에 내용물을 취해 얼굴 전체에 마사지하듯 골고루 흡수시켜줍니다.
Apply the contents to a cotton pad and let it absorb evenly as if massaging 
the entire face

편백 그대로 폼 스킨 Pure Cypress Foam Toner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80g / 2.82 oz ｜ 편백수 91.5% 함유  Cypress Water 91.5%

피부진정
Skin soothing

민감한 피부보호 
Protects sensitive skin

수분공급
Moisture supply 

미세한 거품
Fine foam

세안+스킨로션
Face wash + toner

씻어낼 필요 없는 세안
Cleanse without washing

Product Line 

미라클 멀티 크림 미라클 W 크림 편백 멀티밤

Miracle Multi Cream Miracle W Cream Cypress Multi Balm 



편백 폼 클렌징

약산성으로 피부장벽을 건강하게 보호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의 연출을
돕습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의 클렌징 폼으로 건강한 피부,

자신감 있는 나를 찾으세요.

It helps to create clear and clean skin by protecting the skin barrier with 
subacidity. Find yourself with healthy skin and confidence with this soft 

and rich Foaming Cleanse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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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 그대로 폼 클렌징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
( 보습 효과 )

Pure Cypress Foaming Cleanser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200ml / 6.76 fl.oz ｜ 편백수 61.75%함유  Cypress Water 61.75%

손바닥에 내용물을 취해 거품을 내어 얼굴 전체에 마사지한 후 씻어 냅니다.
Apply the contents to your palm, make foam, massage it all over your face, 
and wash it off.

여드름성 피부완화
Acne skin relief 

자극이 적은 클렌징
Cleansing with little irritation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
Fine and soft foam 

피부장벽 보호
Skin barrier protection

엄선된 성분
Carefully selected ingredients

촉촉한 마무리감
Moist finish

Product Line 

미라클 멀티 크림 미라클 W 크림 편백 그대로 폼 스킨

Miracle Multi Cream Miracle W Cream Pure Cypress Foam Toner



편백 폼클렌징 블랙 - H

편백오일을 함유하여 피부 속 깊은 곳 까지 말끔하고 깨끗하게 
노폐물 제거를 도와줍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의 클렌징 폼으로

건강한 피부 케어의 첫 스텝을 밟아보세요.

It contains cypress oil and helps to remove impurities from deep 
inside the skin. Take the first step toward healthy skin care with a 

soft, rich Foaming Cleanse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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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 폼 클렌징 블랙-H Cypress Foaming Cleanser Black - H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200ml / 6.76 fl.oz｜편백수 34.69%함유  Cypress Water 34.69%

손바닥에 내용물을 취해 거품을 내어 얼굴 전체에 마사지한 후 씻어 냅니다.
Apply the contents to your palm, make foam, massage it all over your face, 
and wash it off.

블랙헤드 제거
Blackhead removal 

탁월한 피지제거
Excellent sebum removal 

자극이 적은 클렌징
Cleansing with less irritable 

쫀쫀하고 부드러운 거품 
Firm and soft foam

엄선된 성분
Carefully selected ingredients 

깔끔한 마무리감
Clean finish

Product Line 

미라클 멀티 크림 미라클 W 크림 편백 그대로 폼 스킨

Miracle Multi Cream Miracle W Cream Pure Cypress Foam Toner



미라클 멀티 크림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신선한 수분과 피부진정 효과로 하루 종일 촉촉함을 
지속시켜줍니다. 미라클 멀티 크림이 지친 피부를 맑고 아름다운 물광

피부로 거듭나게 도와줍니다.

The fresh moisture penetrates deep into the skin and the soothing effect 
keeps the skin moist all day long.Miracle Multi Cream helps to turn tired 

skin into clear, beautiful and moist ski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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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 멀티 크림 Miracle Multi Cream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150g / 5.29 oz｜편백수 86.54%, 편백오일 함유  Cypress Water 86.54%, Oil added

아침, 저녁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건조한 부위에 수시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Apply a proper amount in your palm in the morning and evening, and gently apply 
it to the areas of dry skin from time to time.

산뜻한 수분공급
Provides fresh moisture

민감한 피부 보호
Protects sensitive skin

피부결 개선
Improves skin texture

피부 보습 유지
Maintains skin moisture

피부진정
Soothes skin

촉촉한 마무리
Moist finish

Product Line 

그대로 폼 클렌징 폼 클렌징 블랙 – H 편백 그대로 폼 스킨

Pure Cypress Foaming Cleanser Foaming Cleanser Black - H Pure Cypress Foam Toner



미라클 W 크림

메마르고 지친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공급하여 꽉 찬 
보습으로 속당김까지 케어해주는 사계절용 수분영양크림

A moisture nutrition cream for all seasons that provides strong 
moisture and rich nutrients to dry and tired skin and cares for 
tightness with full moisturizing. The soft gel texture spreads 
smoothly and forms a healthy moisturizing film as it is absorbed, 

providing moist skin that does not dry easil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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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W - Cream미라클 W 크림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50g / 1.76 oz｜편백수 67.25%, 편백오일 함유  Cypress Water 67.25%, Oil added

부드러운 젤 텍스처가 매끄럽게 펴 발리며 흡수와 동시에 건강한 보습막을 형성해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촉촉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Apply a proper amount to your palm in 
the morning and evening and gently apply it to your face.

풍부한 영양공급
Provides abundant nutrition 

고보습 케어
High moisturizing care

유수분 균형 유지
Maintains oil and moisture balance

피부결 개선
Improves skin texture

피부탄력 강화
Strengthens skin elasticity

피부장벽 강화
Strengthens skin barrier

Product Line 

편백 그대로 폼 스킨

Pure Cypress Foam Toner

미라클 멀티 크림

Miracle Multi Cream

편백 멀티밤

Cypress Multi Balm 



편백 멀티밤

고함량 편백오일로 피부의 진정효과와 함께 트러블 피부에
집중적으로 피부를 개선시키고 영양을 채워 더욱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로 집중 케어합니다.

With high content of cypress oil, it makes skin healthy and 
smooth by intensively improving and nourishing troubled skin, 

together with its soothing effect.

Product



31

Cypress Multi - Balm 

건조하고 트러블이 생긴 부위에 수시로 발라주세요. 
Apply frequently on dry and troubled areas.

편백 멀티밤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10g / 0.352 oz ｜ 편백오일 함유  Cypress  Oil added 

고함량 편백오일
High content of cypress oil

고보습 케어
High moisturizing care

풍부한 영양공급
Rich nutrition

피부결 개선
Skin texture improvement

피부탄력강화
Strengthens skin elasticity

피부진정효과
Skin soothing effect

Product Line 

그대로 폼 클렌징 편백 그대로 바디워시

Pure Cypress Foaming Cleanser Cypress Body Wash

미라클 멀티 크림

Miracle Multi Cream



편백 데오드란트

땀과 땀 냄새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해 무너지는 피부 밸런스를
케어하고 샤워 후 느낌 그대로 부담 없는 은은한 향으로

하루를 자신있게 만들어줍니다.

It cares for the skin balance that collapses due to sweat,
the smell of sweat and external stimuli, and makes your

day confident with a gentle scent that has that
after-shower feeling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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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ess Deodorant

샤워 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균일하게 바른 후 약 5초 건조 후 옷을 입어주세요.
After a shower, apply evenly without moisture on your body, and dry for
5 seconds before getting dressed

편백 데오드란트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22g / 0.776 oz ｜ 편백수 83%, 편백오일 함유  Cypress Water 83%, Oil added

체취방지
Body odor prevention

은은한 향
Delicate scent

저자극 케어
Hypoallergenic care

땀 발생 억제
Sweat suppression

촉촉한 사용감
Moist feel

피부보습 유지
Skin moisture retention

Product Line 

편백 그대로 바디워시

Cypress Body Wash

그대로 폼 클렌징

Pure Cypress Foaming Cleanser

폼 클렌징 블랙 – H

Foaming Cleanser Black - H



편백 그대로 샴푸

편백오일 함유로 모발을 생기있고 윤기있게 클렌징하세요 민감한 두피에도
자극없이 약산성으로 건강한 두피환경을 조성하여 탈모예방과 함께 탄력있는 

모발을 만들어줍니다.

Cleanse your hair with cypress oil to make your hair vibrant and 
shiny. It creates a healthy scalp with subacidity without irritation to 

the sensitive scalp, preventing hair loss and making hair stro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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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을 충분히 적신 후 두피에 골고루 발라 거품을 낸뒤 3분이상 지난 후 깨끗히 씻어냅니다.
After wetting the hair sufficiently, apply it evenly on the scalp to make foam, and 
after 3 minutes, rinse off thoroughly.

편백 그대로 샴푸 Cypress Shampoo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500ml / 16.9 fl.oz｜편백수 68.89%, 편백오일 함유  Cypress Water 68.89%, Oil added

탈모두피 케어
Hair loss scalp care

저자극 약산성
Hypoallergenic and subacidity

수분공급
Moisture supply

건강한 모발 개선
Healthy hair improvement

촉촉한 마무리감
Moist finish

영양공급
Nutrient supply

Product Line 

편백 그대로 바디워시

Cypress Body Wash

그대로 폼 클렌징

Pure Cypress Foaming Cleanser

미라클 멀티 크림

Miracle Multi Cream

14개 임상 실험 효능 효과 개선



편백 그대로 바디워시

편백오일 함유로 피부진정과 함께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없이 순한 자연유래 세정성분으로 수분보습 및 피부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It contains cypress oil to sooth and moisturize your skin. Even on 
sensitive skin, it helps moisturize and stabilize the skin with mild natural 

cleaning ingredient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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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을 내어 전신에 마사지하듯 문지른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Rub foam on the entire body as if massaging, then rinse off thoroughly with 
lukewarm water.

편백 그대로 바디워시 Cypress Body Wash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500ml / 16.9 fl.oz ｜ 편백수 41%, 편백오일 함유  Cypress Water 41%, Oil added

깨끗한 세정력
Cleansing power 

민감한 피부보호
Protects sensitive skin

고보습 케어
High moisturizing care

부드러운 거품
Soft foam

촉촉한 마무리감
Moist finish

싱그러운 숲속향
Fresh forest scent

Product Line 

편백 그대로 샴푸 편백 데오드란트

Cypress Shampoo Cypress Deodorant

미라클 멀티 크림

Miracle Multi Cream



아보리덤 치약

살아있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 심재오일로 깔끔하고 상쾌한 입안을 유지시켜
줍니다. 화학보존제 및 불소가 들어 있지 않은 자연성분으로 입 속 건강을 지키세요.

It keeps the mouth clean and fresh with cypress heartwood oil extracted from 
living cypress trees. Keep your mouth healthy with natural ingredients that do 

not contain chemical preservatives and fluorid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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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덤 치약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고 입안을 헹궈줍니다.
Apply a proper amount to the toothbrush, brush your teeth and rinse your 
mouth.

ARBORETUM Toothpaste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120g / 4.23 oz ｜ 편백오일 함유  Cypress Oil added

고함량 편백오일
High content of cypress oil

치주질환 효과
Periodontal disease effect

화학보존제 무첨가
No chemical preservatives

구취제거
Removes bad breath

자연성분
Natural ingredients

불소 무첨가
No fluoride

Product Line 

구강 스프레이

Oral Spray

효능 효과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한다 구강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구강내를 상쾌하게 한다.

충치예방 구취제거를 한다.

심미효과를 높인다.

치은염, 차주염(치조농루)의 예방, 치주질환 예방     
잇몸질환 예방, 치태제거(안티프라그)



구강 스프레이

입안 가득 퍼지는 편백향으로 프라그 제거 및 입속 냄새를 제거해 구강 내 청결을
유지시켜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입속 건강을 지키세요.

The cypress scent fills your mouth and keeps it clean by removing plaque 
and odor. Keep your mouth heathy anytime and anywher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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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정을 요할 때 1~수회 구강내에 분무한다.
Spray it into your mouth one or more times whenever you need oral cleaning.

구강 스프레이 Oral Spray

용량

사용방법

제품특징

30ml / 1.01 fl.oz ｜ 편백오일 함유  Cypress Oil added

구취제거
Removes bad breath 

플라그 제거
Plaque removal

구강내 청결
Oral cleanliness

높은 휴대성
High portability

지속되는 상쾌함
Lasting freshness

자연성분
Natural ingredients

Product Line 

아보리덤 치약

ARBORETUM Toothpaste



Product

04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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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발효편백수
Kitchen Detergent

용량

제품특징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다용도 사용
Multipurpose use

친환경 인증
Eco-friendly certification

항균
Antibacterial

탈취효과
deodorization effect 



45

주방용세제
Kitchen Detergent

용량

제품특징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친환경 고급 주방세제
Eco-friendly high-quality dish detergent

고농축
Highly concentrated 

오래가는 거품
Long lasting foam

빠른 세척력
Quick cleaning power 

용량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기름때제거제
Grease Remover

제품특징 즉각적인 기름때 제거
Immediate grease removal 

오래된 오염 제거
Old contamination removal

고농축
High concentration

은은한 레몬향
Delicate lemon scent



Product

다목적 세정제
Multipurpose Detergent

용량

제품특징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즉각적인 효과 
Immediate effect

찌든때 제거
Removes grime

다용도 사용
Multipurpose use

빠른 세척력
Quick cleaning power 

용량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욕실 세정제
Bathroom Cleaner

제품특징 물때 제거
water stain

친환경 고급 욕실 세정제
Eco-friendly high-quality dish detergent

고농축
High concentration

오래가는 거품
Long lasting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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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살균 세제
Strong Sterilization Detergent

용량

용량

제품특징

1.8L ｜ 500ml 16.9 fi.oz

1.8L ｜ 500ml 16.9 fi.oz

발효 편백수 함유

발효 편백수 함유

강력한 살균소독
Powerful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사용 편한 겔타입
Easy-to-use gel type

곰팡이 제거
Mold removal

즉각적이 효과
Immediate effect

아로마 탈취제 
Aroma Deodorizer

제품특징 빠른 탈취효과
Quick deodorization effect 

친환경 인증
Eco-friendly certification

상쾌한 아로마 향
Refreshing aroma fragrance

99.99% 살균 탈취
99.99% sterilization and deodorization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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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마세요. 건강한미래를 원한다면...
Don't throw it away, if you want a healthy future.

아보리덤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ARBORETUM does not create unnecessary waste.

과대포장이나 이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We remove items that can be overly packaged or become pretty waste.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까지도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만들어 갑니다.
We make recyclable containers so that they are not thrown away as trash

모든 용기들이 한번이라도 더 사용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We make sure all containers can be used at least once more

환경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We focus on caring for and creating a better environment.

우리는 숲과 나무 그리고 땅과 물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We will focus on conserving and protecting forests, trees, land and water.

01

02

03

04

05



사천편백림 (원료 공급 및 제품개발)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탑리 756-14

상상파이터 주식회사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 423

TEL. +82 055-852-6520
Fax. 0507-1322-6520

TEL. +82 1688-5875
Fax. 0504-400-1200

www.arboretu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