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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천연화장품)부분 1위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9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고객님들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raffinej.kr



라피네제이는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합니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는 것 또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이 피부의 광채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주름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정직한 재료와 천상의 배합으로 

피부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더 할수록

피부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토너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토너는 대추, 마치현, 복숭아 추출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추 추출물은 활력있는 피부관리에 도움을 주며, 색소침착과 각질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현 추출물은 향균, 진정,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복숭아 추출물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환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Rexri Creative Toner
Moisturize your skin with a high moisturizing herbal toner!

고보습 한방토너로 피부를 촉촉하게 !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세럼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세럼에는 호두 성분과 두충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럼에 함유된 호두 성분이 피부 표면은 윤기나게, 속은 촉촉하게 해줍니다. 
'환상의 약초'로 불리는 두충 성분이 피부를 보정해주어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윤택하게 구성해 줍니다. 

Rexri Creative Serum
Changing rough and tired skin into soft and moist!

거칠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Rexri Creative Toner contains extract of jujube, portulaca oleracea and peach. Jujube extract helps to keep skin 
healthy and to remove dead skin cell like pigmentation. Portulaca extract has excellent anti-bacterial, sedative effects 
and moisturizing effects. Peach extract prevents skin aging and makes skin brighter.

Rexri Creative Serum contains walnut ingredients and eucommia 
bark. The walnut contained in serum makes the skin shiny and 
moist inside of the skin. Eucommia bark ingredients called as
‘fantastic herb’ organize a healthy skin environment by 
adjusting skin. 

Rexri Creative Cream
Nourishment and soothing to sensitive skin!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크림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크림에는 만병초 추출물과 8가지 버섯 추출액으로 완성된 약용 버섯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선들이 먹는 약초로 알려진 만병초 추출물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면역활성 증강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8종을 선별하여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크림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약용버섯수를 
완성(영지, 상황, 복령, 목이, 잎새, 표고, 동충하초, 말굽)하여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예민한 피부에 영양과 진정을 !

Rexri Creative Cream contains rhododendron 
extract and medicinal mushroom water made from 
8 kinds of mushroom extra.  Rhododendron known 
as god’s food soothes the skin quickly. 
It relieves the fundamental skin problems by using 
medicinal mushroom water which maximizes the 
efficacy of Rexri Creative Cream through the 
selection of 8 kinds of mushrooms (Ganoderma 
lucidum, Phellinus linteus, Bokryeong, Auricularia 
polytricha, Grifola frodosa, Shiitake mushroom,
Cordyceps militaris, Fomes fomentarius) known 
as excellent immunity-boosting effects.   



3 kinds of Rexri Line Set

렉스리 3종세트 

피부 본연의 빛을 되찾아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

동양의학을 바탕으로 한방의 숨결을 가득 담은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자연의 귀한 성분을 담아 피부에 

자연의 건강함과 자극없는 보습력을 선사하며 천상의 배합으로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피부에 정을 보충하는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라인

Clean and pure skin by regenerating the natural illumination of the skin! 
Skincare that contains the breath of oriental medicine based on Eastern medical studies. Skincare 
enables no-irritation and hydration as it contains the valuable ingredients of the nature. And Skincare 
enables perfect skin balance with the perfect  mixture!

Rexri Creative Line that adds affection to the skin.

Rexri Caviar Maskpack
Revitality the tired skin!

렉스리 캐비어 마스크팩

피부세포와 유사한 캐비어 유효성분이 지친 피부를 

생기있게 가꾸어 주는 마스크팩입니다.

지친 피부를 생기있게!

It is a mask pack that manages tired skin vibrant with 
the active ingredient of caviar, similar to the skin cell. 



All-in-one serum that contains abundant moisture along with calming effects 
Rexri Dr.All-in-one Serum

렉스리 닥터 올인원 세럼
피부에 진정과 풍부한 보습력을 함께 선사하는 올인원 세럼

병풀추출물과 다양한 펩타이드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피부장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 거칠고 푸석푸석한 피부에 병풀추출물의 강력한 힘을 

선사하는 진정&탄력 스킨케어입니다. 병풀추출물과 다양한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피부에 쫀쫀한 보호막을 생성하여 촉촉함과 진정을 오래도록 전달합니다.

Centella Asiatica Extract and various types of Peptide penetrate deeply to the skin to create 
healthy and strong skin protection layer! Calming & firming skincare that delivers the strong 
energy of Centella Asiatica Extract to rough and fatigued skin. Skincare that delivers moisture 
and calming effects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forming a strong protection layer as it contains 
Centella Asiatica Extract and various types of Peptide

All-in-one serum that contains abundant 
moisture along with calming effects 

Rexri 
Dr.All-in-one 

Serum



RECELL Collagen Serum
Neatly without irritation

RECELL Vitamin Serum
Protection against burning sunlight.

리셀 콜라겐 세럼
자극없이 산뜻하게!

리셀 비타민 세럼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보호

리셀 콜라겐 세럼은 자연에서 추출한 식물성 콜라겐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부세포 

재생 성분인 E.G.F를 사용하여 피부 수분 지속력이 뛰어납니다.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느낌의 

수분 세럼이므로 모든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극이 없고 피부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tural collagen materials are used for RECELL Collagen Fluid Care Serum. It is a 
non-sticky and has an outstanding moisture persistence by using E.G.F ingredients 
which regenerate skin cell. it is a non-irritating serum for all types of skin and
made of nutritional ingredients essential for the skin.

리셀 비타민 세럼은 자연의 과일에서 얻은 추출물을 사용하였으며, 피부세포 재생 

성분인 E.G.F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함유되어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Extracts from natural fruits are used for RECELL Vitamin Fluid Care 
Serum. This Serum contains ingredients which work for anti-aging 
and protects skin against sunlight using E.G.F ingredients as
regenerating skin cell. It is not irritating and can be used for all types 
of skin. It is fully recommended essential product for maintaining 
radiance and transparent your skin.

RECELL 
COLLAGEN 

SERUM

RECELL 
VITAMIN 
SE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