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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참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며 기능성 화장품 전문브랜드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합니다.

누브띠(nouveaute)란?

누브띠 화이트닝 바디크림은 색소침착된 부분에

피부톤을 개선해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누브띠 화이트닝 바디크림이란?

nouveaute
whitening
body cream

1. 제모로 인해 거뭇해진 겨드랑이가 고민인분

2. 잦은 피부마찰과 생활습관으로 칙칙한 무릎과 팔꿈치가 고민인분

3. 민감한 비키니라인 관리가 필요한분

4.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피부의 색소침착개선이 필요한분

5. 균일하지 못한 피부톤으로 노출된 의상을 입기가 자신없으신분

6. 여러가지 제품을 써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어 고생인분

“이런 고민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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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 글리세린, 스쿠알란, 베타민, 호호바씨오일, 비즈왁스, 나이아신아마이드, 1,2-헥산디올, 시어버터, 

세테아릴알코올, 디메치콘, 세테아릴올리베이트, 소르비타올리베이트,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카보머, 에칠헥실글리세린, 세틸에칠헥사노에이트, 피이지-100 스테아레이트, 

티타튬다이옥사이드, 잔탄검, 알지닌, 프로판디올, 향료, 판테놀, 아데노신, 폴리메칠실세스퀴옥산, 

실리카, 디소늄이디티에이, 베타-글루칸, 지모추출물, 갯기름나물추출물, 식방풍추출물 

누브띠 화이트닝 바디크림
전성분 리스트

nouveaute    whitening
body cream

시어버터 호호바씨오일

식방풍추출물 지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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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대신 기능성화장품…
누브띠 학생 미백크림 각광

국민일보 

겨드랑이 색소침착 이제 걱정없이
누브띠로 해결하자          헤럴드경제

남녀노소 외모 가꾸기에 한창이다. 
피부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비싼 피부과 
치료비용이 부담된다면 기능성 화장품을 
선택하면 된다. 기미 주근깨, 미백, 
주름개선, 보습크림 등 종류는 
여러가지다.
여름을 앞둔 현재 바디 미백크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경우 
순한 화장품이 필요하다. 학생 미백크림이 
추천 키워드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다. 

10대 미백크림 브랜드 중 최근 누브띠가 
주목받고 있다. 누브띠 미백크림은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누브띠 제품에 첨가된 시어버터 성분은 
피부에 풍부한 보습 및 영양 공급은 물론 
피부노화를 예방한다. 스쿠알란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피부의 
산화방지에 도움을 줘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

관계자는 “바디크림이라 여름철에 
구입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키니 라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입 및 자세한 설명은 누브띠 
홈페이지(http://nouveaute.c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능성 화이트닝 
바디 크림
누브띠 런칭

헤럴드경제

색소침착 없애는 법,
미백기능성화장품
‘누브띠’ 인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화창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여성들은 옷으로 가렸던 
바디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소홀했던 몸매 관리와 더불어 
거무튀튀하고 칙칙해진 피부의 
색소침착 관리는 필수다.
특히 제모, 왁싱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제모 부위에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 항상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바디미백 
관리에 필요한 것은 미백 
크림이다.

전신 미백이 가능한 누브띠 기능성 
화이트닝 바디 크림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미백 기능성 인증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함유하여 유해환경으로 인한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여 악화된 
피부 기저 막을 케어해준다. 
꾸준하게 사용한다면 점점 
밝아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누브띠는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사타구니 등 
색소침착을 개선할 수 있는 
바디 전용 미백크림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 원료의 
성분을 사용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함유로 빠른 피부톤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천연 
성분인 지모 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지모 추출물과 갯기름 

나물에서 추출한 식방풍 
추출물을 통해 어두운 
피부톤을 개선한다.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에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에탄올이나 파라벤 등 인체에 
해로운 14가지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지모추출물과 시어버터 등 
천연원료를 첨가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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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민소매, 핫팬츠를 찾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다. 여름은 노출의 계절인 만큼 여자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이어트는 물론이거니와 왁싱, 
바디미백 같은 부분들까지도 소홀해질 수 없기에 많은 여성들은 현재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 
누브띠는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비키니라인 등 색소침착이 된 부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크림으로 뛰어난 미백효과를 기대 할 수가 있어 구매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나이아산아마이드, 아데노신 함유로 피부 톤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호호바씨오일과 시어버터 등 천연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와 거친 피부결도 케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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