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뮬레이션 트렌드
GO GO CLEANSING STICK (고고 클렌징 스틱)
더블 클렌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메이크업과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없애주고 크리미한 층을 
형성하여, 실크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SOLID CLEANSING OIL BALM (솔리드 클렌징 오일 밤)
고형 밤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문질러 녹여준 후 헹궈내면 밀키한 층이 형성되면서 피부가 촉촉하면서 
깨끗하고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FACIAL CLEANSING OIL (페이셜 클렌징 오일)
수분이 없는 오일 클렌저로 클렌징과 세안 후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HYDRATING TREATMENT FACE MASK (하이드레이팅 트리트먼트 페이스 마스크)
일상생활, 기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트리트먼트 마스크로, 피부를 보호하고 지친 피부를 회복 및 재생 
시킵니다.

HEAD-TO-TOE GO GO MOISTURIZING STICK (헤드 투 토 모이스처라이징 스틱)
얼굴과 입술, 머리카락과 큐티클 등에 즉시 수분을 공급해주는 간편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FACIAL SERUM (페이셜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이전 단계 제품으로 연화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합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전에 
프라이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P BALM (립밤)
굉장히 안정적인 립밤으로 입술에 풍부한 보습감과 함께 은은한 윤기를 더해줍니다. 맨 입술의 
모이스처라이저로도, 립 컬러 전에 프라이머로도 좋습니다.

BEARD OIL (비어드 오일)
피부에 보습감을 주면서 수염을 매끄럽게 정리해줍니다.

BODY OIL (바디 오일)
다양한 오일을 조합한 바디 오일로 퍼짐성이 좋은 점성을 자랑하며, 빠르게 흡수되고 깊숙이 침투합니다.

DAY CREAM (데이 크림)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데이 크림으로 퍼짐성이 좋고 잘 흡수되며 파운데이션 전에 프라이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IGHT CREAM (나이트 크림)
리치하고 밸런스가 뛰어난 모이스처라이징 나이트 크림으로 단단한 느낌에 가볍고 매끄럽고 실키하면서 
끈적거리지 않으면서 충분한 보습감을 전달합니다.

100% DAIKON SEED EXTRACT (100% 다이콘 씨드 엑스트랙트)
가볍고 벨벳 같은 촉감을 가지며 무취 제품입니다. 두피 마사지나 모발 강화에 좋으며, 가벼운 페이스 
오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적용된 최신 트렌드 처방 

로컬 천연 클린 뷰티 애슬레저 J-뷰티 남성 그루밍

가이드처방 라이브러리:
meadowfoam.com/formulations

오일샘플 요청:
meadowfoam.com/request-a-sample

구입처: 
meadowfoam.com/sales

로컬
· 로컬 소싱과 생산
· 생물 다양성과 환경 감수성
· 현지 농가 지원
· 재배자 직거래

천연
· 100% 천연
· 동물 실험 반대
· 식물성
· GMO 유래 성분 금지
· 인공 색소, 보존제, 향 금지

클린 뷰티
· 투명한 공급망
· 전 성분 천연물
· 인공 색소, 보존제, 향 금지
· GMO 유래 성분 금지

애슬레저
· 복합 기능성
· 운동 전후
· 휴대용
· 명확한 사용목적, 쉬운 사용법
· 메이크업을 위한 메이크업 반대

J-뷰티
· 지속 가능한 고품질
· 단순성
· 절제된 럭셔리
· 더블 클렌징
· 복합 기능성
· 100% 천연 vs. 합성
· Farm-to face
· 식품 유래 성분
· 높은 효능
· 클렌저 성분
· 뛰어난 촉감

남성 그루밍
· 복합 기능성
· 수염/그루밍
· 스킨케어
· 천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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