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MISA

CACTUS LINE
화미사 프레쉬

선인장 라인

2019년에 ‘인류 건강은 물론 지구 건강에도 좋은 슈퍼푸드 5가지’에 선정 된 노팔
선인장은 40여종의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s)이라 불리는 식물성 영양소,
18종의 아미노산, 14종의 비타민, 12종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인디언 부족에게 ‘신비의 약’으로 불리었습니다. 특히 선인장 점액질에는
팩틴과 식이섬유소 뮤실리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달팽이 점액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피부 보호, 보습 유지 기능으로 속/ 겉보습을 채워주어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고 피부결과 윤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Nopal Cactus was selected as the top 5 superfood that are great for
human health and the planet 'earth' in 2019. It contains over 40 types of
phytochemicals, 18 types of amino acid, 14 types of vitamins, 12 types of
minerals and has been called “mystic medicine” by the Indian tribes. The
'mucin' of cactus is rich in pectin and ﬁber mucilage, which have similar
protective and hydrating properties to snail mucin. This ingredient helps
to deeply hydrate the skin's outer and inner layers from within for a
smooth, improves elasticity and radiant complexion.

WHAMISA

CACTUS LINE
화미사 프레쉬

선인장 라인

CACTUS EYE SERUM MASK
선인장 아이 세럼 마스크

CACTUS INNER SKIN MOISTURE BOUNCY SERUM
선인장 이너 스킨 바운시 모이스춰 세럼
(33ml)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60ml/ 120ml)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MIST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미스트
(60ml/ 100ml)

CACTUS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30g/ 100g)

WHAMISA

CACTUS LINE
화미사 프레쉬

선인장 라인

CACTUS SHAMPOO
선인장 샴푸
(250ml)

CACTUS CLEANSING OIL
선인장 클렌징 오일

CACTUS SHERBET CREME
선인장 셔벗 크림

*SEASON SPECIAL
CACTUS SERUM
선인장 세럼 시즌 스페셜

WHAMISA

CACTUS LINE
화미사 프레쉬

선인장 라인 키트

CACTUS KIT: SERUM (33ml)/ TONER (60ml)/ PRICKLY PEAR PACK (30g)/ POUCH/ POSTCARD/ MASKING TAPE
선인장 키트: 세럼 (33ml)/ 토너 (60ml)/ 열매 팩 (30g)/ 파우치/ 엽서/ 마스킹테이프

WHAMISA
CACTUS LINE

INNER SKIN MOISTURE BOUNCY SERUM
화미사 선인장 라인

이너 스킨 모이스춰 바운시 세럼
Cactus' mucilage help to hold the skin's inner layer moisture over 48
hours that improves the skin elasticity and radiant complexion.
선인장의 점액질 성분이 48시간 동안 피부 속 보습을 잡아주어 피부를 탄력 있고 윤기
있게 유지해 줍니다.
INGREDIENTS 전성분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99.47%), Spirulina Platensis Extract,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Rosmarinus Ofﬁcinalis (Rosemary) Leaf Oil(0.005%), p-Anisic Acid, Aniba
Rosaeodora (Rosewood) Wood Oil, Citrus Nobilis (Mandarin Orange) Peel Oil, Linalool, Limonene.
(*Certiﬁed Organically Grown)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99.47%), 스피룰리나 플라텐시스추출물, 라벤더오일, *로즈마리잎오일(0.005%), p-아니
식애씨드, 로즈우드오일, 필리핀오렌지껍질오일, 리날룰, 리모넨. (*유기농)

HOW TO USE 사용법
Use daily after cleansing. Gently pat over the face and neck to absorb into the skin. Use to
rehydrating throughout the day, as needed.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펴 바른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건조할 때 보습을 위해 수시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WHAMISA
CACTUS LINE

INNER SKIN MOISTURE BOUNCY SERUM
화미사 선인장 라인

이너 스킨 모이스춰 바운시 세럼
KEY INGREDIENTS 주요 성분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99.47%)/ Spirulina Platensis Extract/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99.47%)/ 스피룰리나 플라텐시스추출물/ 라벤더오일
Cactus' mucilage help to hold the skin's inner layer moisture that improves Skin Texture, Skin
Glossiness and Skin Elasticity.
속보습을 잡아주어 겉보습의 지속력이 7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피부결 / 윤기 / 탄력이 자연스럽게 개선되어 윤기있는
피부로 변화시켜 줍니다. 한번 사용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CERTIFICATES 인증 내용
Dermatest GmbH EXCELLENT (German Research Institute)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EXCELLENT 인증
COSMOS ORGANIC (Europe) 유럽의 대표적인 유기농/ 천연 인증 기관 COSMOS ORGANIC 인증
BDIH VEGAN (Germany) 독일 BDIH VEGAN 인증

CLINICALLY TESTED 임상 시험 완료
IMPROVING (SKIN TEXTURE/ GLOSSINESS/ ELASTICITY) 피부 결 개선/ 피부 윤기 개선/ 피부 탄력 개선
(*TRIPLE MOISTURIZING FUNCTION) 72 HOURS HYDRATION PERSISTENCY/ 48 HOURS
DERMAL HYDRATION/ 24 HOURS 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PERSISTENCY (*3중
보습 기능) 72시간 겉보습 지속력/ 48시간 속보습 지속력/ 24시간 TEWL (경표피수분손실량 개선에 도움)

WHAMISA
CACTUS LINE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화미사 선인장 라인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Flower-derived acids(AKA) and prickly pear extract give the skin clean
and brightening.
꽃산과 선인장열매추출물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해줍니다.
INGREDIENTS 전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68.54%),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30%), ☆
(-)-alpha-bisabolol, Ferulic Acid,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 **Sorbitan Oleate,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 ***Paeonia Suffruticosa Root Extract, ***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Tocopherol, ☆Adenosine,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Rosmarinus Ofﬁcinalis (Rosemary) Leaf Oil (0.001%), Aniba Rosodora (Rosewood) Wood Oil, Citrus
Nobilis (Mandarin Orange) Peel Oil, Linalool, Limonene. (*Certiﬁed Organically Grown **Natural
Origin ***Naturally derived extract in Preservative function ☆Ecocert ★Flower Acid)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68.54%),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30%), ☆알파-비사보롤, 페룰릭애씨드, ★히비스커스꽃
추출물, **솔비탄올리에이트,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토코페롤,
☆아데노신, 라벤더오일, *로즈마리잎오일 (0.001%), 로즈우드오일, 필리핀 오렌지껍질오일, 리날룰, 리모넨.
(*유기농 **자연유래 ***자연유래방부기능추출물 ☆에코서트 ★플라워애씨드)

HOW TO USE 사용법
Apply a suitable amount on your hands or saturate a cotton pad then gently dab to adsorb.
적당량을 화장솜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닦아내거나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줍니다.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60ml)

WHAMISA
CACTUS LINE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화미사 선인장 라인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KEY INGREDIENTS 주요 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68.54%)/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30%)/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68.54%)/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30%)/
히비스커스꽃추출물
Flower-derived acids(AKA) and prickly pear extract give the skin clean and brightening
꽃산과 선인장 열매 추출물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해 줍니다.

CERTIFICATES 인증 내용
Dermatest GmbH EXCELLENT (German Research Institute)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EXCELLENT 인증
COSMOS NATURAL (Europe) 유럽의 대표적인 유기농/ 천연 인증 기관 COSMOS NATURAL 인증
BDIH VEGAN (Germany) 독일 BDIH VEGAN 인증

CLINICALLY TESTED 임상 시험 완료
BLOCKING FINE DUST (+ULTRA) 미세먼지 차단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120ml)

WHAMISA
CACTUS LINE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MIST
화미사 선인장 라인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미스트
Organic cactus give the skin clean and brightening. And Cactus soothes
the tired skin.
유기농보검선인장추출물은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고 열기에 지친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줍니다.

COOLING!

INGREDIENTS 전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68.54%),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30%), ☆
(-)-alpha-bisabolol, Ferulic Acid,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 **Sorbitan Oleate,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 ***Paeonia Suffruticosa Root Extract, ***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Tocopherol, ☆Adenosine,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Rosmarinus Ofﬁcinalis (Rosemary) Leaf Oil (0.001%), Aniba Rosodora (Rosewood) Wood Oil, Citrus
Nobilis (Mandarin Orange) Peel Oil, Linalool, Limonene. (*Certiﬁed Organically Grown **Natural
Origin ***Naturally derived extract in Preservative function ☆Ecocert ★Flower Acid)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68.54%),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30%), ☆알파-비사보롤, 페룰릭애씨드, ★히비스커스꽃
추출물, **솔비탄올리에이트,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토코페롤,
☆아데노신, 라벤더오일, *로즈마리잎오일 (0.001%), 로즈우드오일, 필리핀 오렌지껍질오일, 리날룰, 리모넨.
(*유기농 **자연유래 ***자연유래방부기능추출물 ☆에코서트 ★플라워애씨드)

HOW TO USE 사용법
Before you spray, make sure to shake the bottle. Hold mist 8~10 inches from face. Close eyes and
mouth and spray directly onto clean skin. Use to rehydrating throughout the day, as needed.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MIST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미스트
(60ml)

뿌리기 전 내용물이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준 뒤, 얼굴에서 20~25cm 정도 거리를 두고 눈을 감고 얼굴 전체에 뿌려
줍니다. 건조하거나 진정이 필요할 때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WHAMISA
CACTUS LINE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MIST
화미사 선인장 라인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미스트
KEY INGREDIENTS 주요 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68.54%)/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30%)/ Ferulic
Acid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68.54%)/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30%)/ 페룰릭애씨드

COOLING!

CERTIFICATES 인증 내용
Dermatest GmbH EXCELLENT (German Research Institute)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EXCELLENT 인증
COSMOS NATURAL (Europe) 유럽의 대표적인 유기농/ 천연 인증 기관 COSMOS NATURAL 인증
BDIH VEGAN (Germany) 독일 BDIH VEGAN 인증

CLINICALLY TESTED 임상 시험 완료
BLOCKING FINE DUST (+ULTRA) 미세먼지 차단

CACTUS AKA SKIN EXFOLIATING PURIFYING TONER MIST
선인장 플라워 애씨드 스킨 익스폴리에이팅 퓨리파잉 토너 미스트
(100ml)

WHAMISA
CACTUS LINE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화미사 선인장 라인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Mashed real cactus and prickly pear give the skin soothing, softening
and improving skin elasticity.
갈아 넣은 선인장과 선인장 열매가 피부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해주며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 줍니다.
INGREDIENTS 전성분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89.12%),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5.05%), *Opuntia
Ficus-Indica (3%), Opuntia Ficus-Indica Fruit (0.2%), ☆(-)-alpha-bisabolol,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 ***Paeonia Suffruticosa Root Extract, ***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
Carbomer, Gluconolactone(PHA), Sodium Citrate, Tocopherol, ☆Adenosine, Ferulic Acid,
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Oil, Aniba Rosodora (Rosewood) Wood Oil, Citrus Nobilis
(Mandarin Orange) Peel Oil, Rosmarinus Ofﬁcinalis (Rosemary) Leaf Oil, Linalool,
Limonene.(*Certiﬁed Organically Grown ***Naturally derived extract in Preservative function
☆Ecocert)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89.12%),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5.05%), *보검선인장 (3%), 보검선인장열매 (0.2%),
☆알파-비사보롤,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 카보머, 글루코노락톤,
소듐시트레이트, 토코페롤, ☆아데노신, 페룰릭애씨드, 라벤더오일, 로즈우드오일, 필리핀오렌지껍질오일,
로즈마리잎오일, 리날룰, 리모넨(*유기농 ***자연유래방부기능추출물 ☆에코서트)

HOW TO USE 사용법
Apply a suitable amount on the face and gently massage. Leave for 10~15 minutes then rinse. Use
daily or when needed.
CACTUS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선인장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세안 후 적당량을 덜어 발라준 뒤 10~15분 후 헹궈 줍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곤할 때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WHAMISA
CACTUS LINE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화미사 선인장 라인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KEY INGREDIENTS 주요 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89.12%)/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5.05%)/
Gluconolactone(PHA)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89.12%)/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5.05%)/ 글루코노락톤

CERTIFICATES 인증 내용
Dermatest GmbH EXCELLENT (German Research Institute)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EXCELLENT 인증

CACTUS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선인장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100g)

CACTUS SOOTHING & LIFTING PRICKLY PEAR PACK
선인장 수딩 & 리프팅 선인장 열매 팩
(30g)

WHAMISA
CACTUS LINE

SHAMPOO
화미사 선인장 라인

샴푸
Cactus shampoo gives soft conditioning hair cleansing with creamy
foam and pleasant scent.
선인장 샴푸는 크림 같은 거품과 기분 좋은 향으로 부드러운 컨디셔닝 세정을
도와줍니다.
INGREDIENTS 전성분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69.92%), **Palm Kernel/ Coco Glucoside,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3%), Brassicamidopropyl Dimethylamine, Methylpropanediol, Guar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 Spirulina Platensis Extract, **Cetearyl Olivate, **Sorbitan Olivate, Xanthan Gum,
Caprylyl Glycol, Phenylpropanol, Glyceryl Caprylate, Citric Acid, Fragrance (**Natural Origin)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69.92%), **팜커넬/ 코코글루코사이드,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3%), 브라시카미도프로필
다이메틸아민, 메틸프로판다이올,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스피룰리나 플라텐시스추출물,
**세테아릴올리베이트, **솔비탄올리베이트, 잔탄검, 카프릴릴글라이콜, 페닐프로판올,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시트릭애씨드, 향료. (**자연유래)

HOW TO USE 사용법
Apply shampoo to wet hair, massage into a lather through to ends, then rinse the hair thoroughly.
It even gives smooth conditioning by using shampoo alone.
젖은 모발에 적당량을 덜어 마사지하듯 두피와 모발 끝까지 거품을 낸 후 미온수로 헹궈 줍니다. 샴푸 단독 사용만으로
도 부드러운 컨디셔닝을 도와줍니다.

CACTUS SHAMPOO
선인장 샴푸
(250ml)

WHAMISA
CACTUS LINE

SHAMPOO
화미사 선인장 라인

샴푸
KEY INGREDIENTS 주요 성분
Opuntia Ficus-Indica Fruit Extract (69.92%)/ Opuntia Ficus-Indica Stem Extract (3%)/
(CONDITIONING AGENTS) Brassicamidopropyl Dimethylamine/ Guar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69.92%)/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3%)/ (컨디셔닝 성분) 브라시카미도프로필
다이메틸아민/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CLINICALLY TESTED 임상 시험 완료
CLEANSING FINE DUST (+ULTRA) IN HAIR 모발 미세먼지 세정

CACTUS SHAMPOO
선인장 샴푸
(250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