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넛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팩
셀루나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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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찾은 착한 성분으로 맑고 화사한 피부를 만드는 Allut.D.

소중한 당신의 피부를 위해 우리는 까다롭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Allut.D. creates clear, brilliant skin with good 

ingredients from nature. 

We strictly analyze and thoroughly investigate every 

detail for your precious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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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2716 인증서
앨럿.디의 모든 제품은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입니다. (단, 립스틱 제품 제외)

국제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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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본연의 활력을 찾아주는
슈퍼 리페어 앰플!!"

SPECIAL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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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루 의

시 작 과 끝 .

앨럿디 Super Repair ampoule.

Page025.

글램풀 Glam Lipstick.

Page073.

셀루나 Green Tea Cleanser.

Page049.
#Time to Love Me. #weekend

오 후  여 덟 시 ,

#Get Ready With Me.

#My own Little Esthetic.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두선코스매틱 화장품. 

오전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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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Repair 
Ampoule
슈퍼 리페어 앰플

피부 악순환을 끊는 4주간의 트러블 케어 프로그램.

계속 반복되는 피부 트러블!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고려한 순환적

인텐시브 케어를 통해 피부장벽의 힘을 되돌려줍니다. 

A four week trouble care program that will recover your troubled skin cycle.

The cyclical Intensive Care will bring back the skin elasticity from repeated 

skin troubles.

CAPACITY   12 ml / 0.41 oz.

슈퍼 리페어 앰플 NO.4

슈퍼 리페어 앰플 NO.1 슈퍼 리페어 앰플 NO.2 슈퍼 리페어 앰플 NO.3

Super Repair Ampoule No.4

Super Repair Ampoule No.1 Super Repair Ampoule No.2 Super Repair Ampoule No.3

피부 나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포뮬러가 필요합

니다. 프리미엄 이데베논 성분과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된 

앰플 No.4는 당신의 피부 시계를 되돌리는 특별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피부 보습은 물론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와 유기농추
출물콤플렉스가 함유된 앰플 
No.1으로 오늘보다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보세요. 

일상에 지치면 피부도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베타글루칸과 마데카
소사이드가 함유된 앰플 No.2로 
피부 컨디션을 균형 있게 조절
하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보
세요. 

자외선과 미세먼지 등 도시의 
유해환경에 피부는 지쳐갑니다. 
세라마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된 앰플 No.3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생기 있는 
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
니다. 

You need a powerful formula to rewind your skin age. 

Containing premium idebenone and madecassoside, 

Ampoule No. 4 will be a special spell to rewind your skin clock. 

Designed to moisturize skin 
and alleviate itchiness from 
dryness. Make your skin 
healthier from yesterday with 
Ampoule No. 1 containing 
madecassoside and organic 
complex extracts.

When your skin is exhausted 
in daily life, the oil and moisture 
balance is disrupted to result 
in skin troubles. Adjust the 
balance of your skin condition 
and make it healthy with 
Ampoule No. 2 containing 
β-glucan and madecassoside.

The harmful urban environment 
exhausts your skin with UV, 
ultrafine particulate, etc.  
Ampoule No. 3 quickly soothes 
and revitalizes your skin with 
ceramide and madecassoside.

MAIN INGREDIENTS 

& EFFICACY 

:Madecassoside, Premium 

Idebenon etc.

MAIN INGREDIENTS 

& EFFICACY 

:Madecassoside, 

Organic extract etc. 

MAIN INGREDIENTS 

& EFFICACY 

:Madecassoside, 

Beta-Glucan etc. 

MAIN INGREDIENTS 

& EFFICACY 

:Madecassoside, 

Ceramide etc.

NO. DC-DSO-166

NO. DC-DSO-163S NO. DC-DSO-164 NO. DC-DSO-165

KRW 15,000KRW 15,000 KRW 15,000 KRW 15,000

TROUBLE CARE SKIN VITALITYSKIN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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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N    '신상남녀' 방송에서 'Allut.D'를 소개해주었어요~

"신상남녀 MC"

Recommended mask packs and ampule sets as gifts!!

Tensell sheet, eco-friendly fibers that return to nature after disposal.

When you need more care, you need to use an ampule.
It's the best, isn't it?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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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나는 나만의 자연스러운 피부를 유지하여 

피부가 숨 쉬게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와 건강함을 선사합니다.

To maintain your skin natural, CELLUNA let the 

skin breathe and gives the skin liveliness and 

health, nourishing your skin after being exposed 

to the harmfu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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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나(Celluna)
러블리골드,다이아몬드, 페이스쿨러, 립에센스 제품은  국제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국제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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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
Bio Cellulose 
Mask pack 
코코넛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팩
코코넛 100%, 코코넛 한통의 영양을 가득 담았습니다.

CAPACITY  25 g

MAIN INGREDIENTS & EFFICACY 

: Sodium Hyaluronate, Aloe Barbadensis leaf, Centella Asiatica 

Extract, Coconut oil, Houttuynia Cordata Extract

KRW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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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RED GINSENG EMULSION
LOVELY 24K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에멀젼

95ml 3만원대.

The pure gold 24K and red ginseng extract improve tired skin. It is a high quality 

professional skin care product that adds nutrition and moisture. It has an appropriate 

oiliness so that it can be used for sensitive skin. In addition, the glowing gold of the angle 

makes the skin look more radiant, and the gold component helps to maintain the clear 

color by discharging heavy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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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24K Gold
Red Ginseng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스킨케어
순금 24K 골드와 홍삼추출물이 칙칙한 피부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촉촉함과 

수분까지 더해주는 고품질 프로페셔널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The pure gold 24K gold and red ginseng extract improves skin wrinkles. It is a 

high quality professional skin care product that adds moisture to skin. 

Whitening Anti-wrinkle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스킨 토너
Lovely Gold 24K Red Ginseng Skin Toner

합성점증제를 쓰지 않고 수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3배이상 사용하여 하루종일 

촉촉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도

에 따라 빛나는 골드가 한층 피부를 윤기있어 보

이게 하며, 골드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 맑은 

혈색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You can experience moisturized skin all day long by 

using hyaluronic acid more than 3 times, which can 

be called the king of water without using synthetic 

thickening agent. In addition, shiny gold makes your 

skin look more radiant and helps to release heavy 

metals.

NO. DC-DSO-252 NO. DC-DSO-253

CAPACITY   95 ml / 3.21 fl. oz. 

MAIN INGREDIENTS & EFFICACY 

- Whitening + Anti-wrinkle dual-function, Gold, Red 

Ginseng Extract  ,Sodium Hyaluronate etc

CAPACITY   95 ml / 3.21 fl. oz. 

MAIN INGREDIENTS & EFFICACY 

- Whitening + Anti-wrinkle dual-function, Gold, Red 

Ginseng Extract  ,Sodium Hyaluronate etc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에멀젼
Lovely Gold 24K Red Ginseng Emulsion

적절한 유분감을 가지고있어 민감성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도에 따라 빛나는 

골드가 한층 피부를 윤기있어 보이게 하며, 골드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 맑은 혈색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It has an appropriate oiliness so that it can be used 

for sensitive skin. In addition, the glowing gold of the 

angle makes the skin look more radiant, and the 

gold component helps to maintain the clear color by 

discharging heavy metal.

KRW 37,000 KRW 37,000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에센스
Lovely Gold 24K Red Ginseng Essence

골드성분이 피부활력과 수분, 영양공급에 도움

을 주어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추출물은 주름과 

보습에 탁월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주어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데 도움을 주며, 미백효

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뛰어난 밀착력과 점도 

있는 제형의 에센스로 피부 속부터 탄탄하고 견

고하게 기초를 잡아주어 탱탱하고 탄력있는 피

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에센스입니다.

The gold ingredients maintain skin's vitality, 
moisture and nourishment. In addition, 
red ginseng extract is excellent for wrinkle 
and moisturizing. Moreover, it has excellent 
elasticity and whitening effect. It is a serum 
with excellent adhesion and viscosity. It is an 
essence that helps to regulate the skin from 
elasticity.

NO. DC-DSO-254

CAPACITY   50 ml / 1.69 fl. oz.

MAIN INGREDIENTS & EFFICACY 

: Whitening + Anti-wrinkle dual-function, Gold, Red Ginseng 

Extract,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etc.

KRW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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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24K
Gold Cream
러블리 골드 24K 홍삼크림 2종

러블리 24K 골드 홍삼 아이크림
Lovely Gold 24K Red Ginseng Eye Cream

골드성분이 피부활력과 수분,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있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추출물은 주름과 보습에 

탁월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주어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데 도움을 

주며, 미백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끈적임 없는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탄력과 풍부한 영양감을 부여하여 탄력 잃은 눈가를 생기있게 관리하는 

아이케어 제품입니다.

Gold ingredients help maintain skin's vitality, moisture and nourishment. In 

addition, red ginseng extract is excellent in wrinkles and moisturizes, protects 

and gives skin elasticity. In addition, it is an eye care product that keeps the eye 

area lost elasticity by imparting elasticity and rich nourishment with soft cream 

formulation which is excellent in whitening effect and is not tacky.

NO.DC-DSO-256

CAPACITY   50 g / 1.69 fl. oz.

MAIN INGREDIENTS & EFFICACY  

: Whitening + Anti-wrinkle dual-function, Gold, Red Ginseng Extract , Sodium Hyaluronate,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etc.

러블리 24K 골드 홍삼 리치크림
Lovely Gold 24K Red Ginseng Rich Cream

24k 골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가 은은하게 빛나는 블링블링 이펙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빛나는 골드가 한층 피부를 윤기나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함유된 골드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부드러운 느낌의 끈적임이 없는 크림

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고보습 유지에 도움을 주는 크림으로 

활력있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With 24k gold, you can experience the effect of your skin glowing. Glowing gold 

along the angle makes the skin look more radiant. The gold ingredient helps to 

heal heavy metals and helps your skin health. It is a non-tacky cream with a soft, 

non-greasy feel. It helps to replenish the lack of nutrition and   moisturization.

NO.DC-DSO-255

CAPACITY   50 g / 1.69 fl. oz. 

MAIN INGREDIENTS & EFFICACY 

: Whitening + Anti-wrinkle dual-function, Gold, Red Ginseng Extract , Sodium Hyaluronate,  

Galactomyces Ferment Filtrate etc.

KRW 36,000

KRW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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