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벽하지�않아도�세상에�나를�드러낼�수�있는
용기�있는�당신에게�새로운�끌림을�제안합니다.

CCLIMGLAM proposes a new sense of allure
to you who is brave enough to

reveal yourself to the imperfect world.



Provides rich moisture and sufficient nutrition 
in an optimal combination.

마르지�않는�수분감을�유지하고
피부에�충분한�영양을�공급하는�성분들을
최적의�배합으로�맞추어�냅니다.

formula

Goodness



tone

Shining

To shine brightly in your true self to 
bring out your maximum attractiveness.

가장�나답게�빛나도록
나다운�모습에�가장�끌릴�수�있도록.



scent

The Scent of Memory

Arouse recollections of your day 
hidden in your subconscious 
with the signature scent of CCLIMGLAM.

무의식�속�숨어�있던�그날의�기억을�불러일으키는
통로가�되어주는�강력한�향은
끌림글램만의�시그니처�향입니다.



promise

Sustainable Green Formula

With the use of of blends of effective ingredients & sensual scents, 
CCLIMGLAM is a brand that pledges itself to 
Green Life Together by ensuring that its products are 
not tested on animals, and does not contain any irritating ingredients.

유효한�성분들과�감각적인�향을�섬세히�풍부하게�배합하고
피부에�자극적인�성분과�동물실험을�배제하는
그린라이프�투게더를�지향하는�브랜드입니다. 



Emotional

Color

Scent

#ECEFED

#D6C9BC

#95674E

#476952

Fundamental



Emotional Scent Color

소중함

시선

절제

자연

나무

꽃향

보습
주름
탄력
미백
진정

우아함

단아함

깨끗함

감성 향기 성분 색깔

main color sub color

Fundamental



헤어 앤 스칼프 더블 액션 2종 Hair and Scalp Double Action

product

Skin Care

Hair Care

세라바이오틱스 3종 Cerabiotics

시카 리게인 4종 Cica Regain

올어바웃퓨어 3종 All About Pure

아하바하파하 마돈나 백합 토너 AHA BHA PHA Madonna Lily Toner

아하바하파하 마돈나 백합 샴푸 AHA BHA PHA Madonna Lily Shampoo

Skin Care



C
ERABIO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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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BIOTICS TREATMENT ESSENCE

￦ 35,000

150ml / 5.07 fl.oz

보습 충전의 시작을 열어주고, 다음 단계의 흡수력을 돕는 최적의 수분 밸런스 토너

부드럽게 피부결을 정리정돈하고 보습의 기초를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MULTICERA + PROBIOTICS + PREBIOTICS = CERABIOTICS

세이브 스킨 포뮬라  |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ERABIOTICS AMPOULE

￦ 38,000

50ml / 1.69 fl.oz

수분 부족으로 무너진 피부장벽을 강화시키고, 유수분밸런스를 맞춰주는 앰플

외부자극으로부터 쉽게 자극받지 않도록 단단한 수분장벽을 형성합니다

MULTICERA + PROBIOTICS + PREBIOTICS = CERABIOTICS

세이브 스킨 포뮬라  |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ERABIOTICS CREAM

￦ 42,000

50g / 1.76 fl.oz

그윽한 새벽, 숲의 향기를 담은 고보습 멀티 솔루션 크림

속부터 차오르는 보습이 마르지 않도록 탄탄하고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MULTICERA + PROBIOTICS + PREBIOTICS = CERABIOTICS

세이브 스킨 포뮬라  |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
IC

A REG
AIN

CICA REGAIN TONER

￦ 33,000

150ml / 5.07 fl.oz

비와 바람, 따가운 햇살을 이겨내는 강인한 식물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진정 토너

Mild & Pure Formula 적용으로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순한 워터리 토너

CENTELLA ASIATICA  |  7 HERB COMPLEX  |  초보습 전달 시스템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ICA REGAIN AMPOULE

￦ 36,000

50ml / 1.69 fl.oz

끈적임 없이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보습 & 진정 앰플

트리플 모이스처라이징 시스템의 효과적인 수분전달력으로 근본적인 보습을 해결

 

CENTELLA ASIATICA  |  7 HERB COMPLEX  |  하이드레이팅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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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 REGAIN CREAM

￦ 40,000

50g / 1.76 fl.oz

기분 좋은 아침 피부를 위한 보습 & 진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너지 크림

건강한 영양과 탁월한 피부 진정 효과로 깨끗한 피부로의 시너지 효과

CENTELLA ASIATICA  |  7 HERB COMPLEX  |  알파-비사보롤 + 베타글루칸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CICA REGAIN CLEANSING GEL FOAM

￦ 24,000

150ml / 5.07 fl.oz

자극만 남는 거친 세안이 아닌, 멜팅효과로 부드럽고 편안한 카밍 클렌징

다량의 보습 성분과 진정 성분으로 자극없이 편안한 고농축 젤타입 클렌징 폼

CENTELLA ASIATICA  |  7 HERB COMPLEX  |  마일드 버블 포뮬라

자연 유래 세정 성분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ALL ABO
U

T PU
RE

ALL ABOUT PURE TREATMENT TONER

￦ 30,000

150ml / 5.07 fl.oz

빛이나는 피부결을 위한 맞춤 케어, 스킨케어의 시작의 중요성을 채우다

부족한 수분을 채워 피부 컨디션을 높여주고 맑고 탄력있게 피부 타임 리턴

브로콜리추출물  |  베타글루칸  |  3종 펩타이드 컴플렉스   |  천연보습인자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ALL ABOUT PURE SERUM

￦ 33,000

50ml / 1.69 fl.oz

맑음과 밝음이 공존하는 여린 아기 피부처럼 순수하게 빛나는 브라이트닝 집중케어

균일하지못하고 수분력 부족한 피부결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케어해 줍니다

브로콜리추출물  |  베타글루칸  |  3종 펩타이드 컴플렉스   |  천연보습인자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ALL ABOUT PURE CREAM

￦ 36,000

50g / 1.76 fl.oz

무너진 피부 탄력과 활력을 집중케어하여 결과 선이 아름다운 피부로 집중케어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의 빠른 흡수력으로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

브로콜리추출물  |  베타글루칸  |  3종 펩타이드 컴플렉스   |  천연보습인자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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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BHA PHA LILY SHAMPOO

￦ 26,000

500ml / 16.91 fl.oz

여리고 약해진 두피와 모발을 위한 자극없이 깨끗함을 선사해 줄 청정 케어 샴푸

버블 부스터의 풍부한 거품력, 순하지만 강력한 세정력으로 남김없이 말끔하게 세정

마돈나백합꽃수 550,000ppm  |  100% 식물성  |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  알러젠 프리 향료

 

AHA BHA PHA LILY TONER

￦ 28,000

200ml / 6.76 fl.oz

하얗게 피어나는 백합꽃처럼 아름다운 피부결을 위한 청정 스킨케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여 매끄럽고 부드러운 속살을 되찾아주는 약산성 필링 토너

마돈나백합꽃수 789,280ppm  |  티트리추출물 15,000ppm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최고 등급 인증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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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AND SCALP DOUBLE ACTION SHAMPOO

￦ 32,000

500ml / 16.90 fl.oz

자극받은 모발과 두피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볼륨은 살아나고

건강한 모발의 힘과 머리결의 빛을 되찾아 주는 모발 & 두피 컨디션 집중케어 샴푸

DENSE FOREST  |  징크피리치온 + 18종 아미노산  |  알러젠 프리 향료

식약처 인증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HAIR AND SCALP DOUBLE ACTION TREATMENT

￦ 22,000

200ml / 6.76 fl.oz

사용은 심플하게, 효과는 멀티플하게, 모발 & 두피 컨디션 집중케어 워터타입 트리트먼트

TRANSFORMING SYSTEM으로 빈틈없는 영양 공급과 강력한 코팅효과

포피리듐크루엔툼추출물   |  S컴플렉스  |  18종 아미노산  |  알러젠 프리 향료

식약처 인증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marketing

Reference

프리미엄 토탈케어 AI플랫폼 바바더닷컴과 함께

“바바데이 50개 한정 행사 완판”

“뷰티 카테고리 베스트 1위”

“메인 베너 노출 바바ON 라이브 방송”

이라는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기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marketing

Reference

대한민국 최초 정통 패션 아울렛 ‘마리오아울렛’과 함께

마리오몰 메인 팝업 행사 진행.



marketing

Reference

< 예술이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를 바란다.>

박신양, 최민수를 포함한 총 20명의 신진 아티스트들과

5명의 뮤지션 그리고 일루셔니스트 RUBATO 총 26명의 그룹으로 결성된 비주얼 아트 전시회에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진행.

MIRROR.X  with  CCLIMGLAM



marketing

Reference

일본 모델 겸 인플루언서 

미치바타 안젤리카 (みちばたアンジェリカ)와

협업하여 현재 일본 온라인 편집샵 ‘AUEID’에서 판매 진행중입니다.

깨끗함과 신뢰혁신을 바탕으로

질 좋은 상품과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편집샵

AK플라자 광명점 ‘뷰티그라운드’ 입점.https://aueid.com/



marketing

Reference

뷰티, 한국 및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서 디지털 세대를 영감을 주기 위해

 훌륭한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온라인몰 ‘iStyle’ 입점.

한국, 일본 등 300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아시아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몰

‘Yesstyle’ 입점.

https://www.istyle.id/ https://www.yesstyle.com/



marketing

Reference

끌림글램은 현재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뿐 아니라

프리미엄 토탈케어 AI 플랫폼 ‘바바더닷컴’과 패션 플랫폼 ‘퀸잇’

다양한 뷰티 &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을 소개하는 ‘LF몰’, ‘스킨알엑스’, ‘화해’ 등

 다양한 뷰티 전문 쇼핑 채널에 입점하여 판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뷰티앱



끌림글램은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의 나를 드러낼수 있는

용기있는 당신에게 새로운 끌림을 제안합니다.

인천시 서구 북항로 193번길 100   T.+82.2.1644.3840   H. https://cclimglam.co.kr   E. hanbaeg@hanbaeg.com

Skin 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