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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UCARE 
 

기업&제품소개서 
(ENGLISH) 

Made of 100% natural oils with properties similar to the oils naturally produced by human skin. 



1. Company Summary 

“(주)마유케어”는 기초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안전한 최상급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

에게 공급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Mayu Care is a cosmetic planning and development company dedicated to 

providing only the safest and highest quality products to our consumers 

and their families. 

또한, 당사의 원료사업으로 취급하는 “마유(馬油/Horse Oil)”는 프리미엄급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공급업체이며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With our raw material business division recognized as the largest horse oil 

supplier in South Korea, we take pride in our world renowned premium 

products and materials.  



2. Business Scope / 사업부문 

자체 브랜드 
화장품 사업부문 

화장품 개발 컨설팅 
(OEM) 사업부문 

화장품 원료  
사업부문 

 “마유케어 (Mayucare)” 브랜드로 일반유통용 기초화장품 Line-up 
      The brand “Mayucare” : Cosmetics for general distribution  
 “닥터M(Dr.M)” 브랜드로 피부관리샵 전용 스페셜 Line-up  
      The Brand “Dr.M” : Cosmetics specialized for skin care shops  

 국내,외 기업의 화장품 개발 컨설팅 수행 
     Cosmetics development consulting for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화장품 완제품 OEM 개발 및 생산 대행 
     Cosmetics production agent for OEM development and production  
     requests made b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화장품 원료 中 “마유(馬油/Horse Oil)”에 대한 국내,외 원료 공급 
Raw material supplier of “Premium Horse Oil (Raw cosmetic materials)” to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es 

Cosmetics Development Consulting (OEM) business unit 

Original brand Cosmetics business unit 

Cosmetics Raw Material business unit 



3. Product Configuration(제품 구성) 

자체 브랜드 
화장품 사업부문 

마유케어(Mayucare) 

닥터M(Dr.M) 

기초화장품 LINE 

Baby 화장품 LINE 

기능성 Pack LINE 

 Extra Rich Cream / Extra Rich Essence  / 
Extra Rich Oil Serum / Horse Oil Maskpack 

 Horse Oil Fresh Soap 
 All-in-one gel & Moisture Cream 

피부관리 전문가 LINE 

 Horse Oil Maskpack 
 기능성(Functional) Eye Patch / 주름개선 wrinkle improvement 

 피부관리shop 전문가용 Level special 제품 Line 
     Special cosmetics for skin care shop   
     ;; 프로그램별 제품구성 (Products by Skincare Program)   

 기능성 보습 Baby 전용 Cream (대리점 유통) 
     Functional moisturization for Baby care (Dealer distribution) 

Original brand Cosmetics business unit 

Basic Cosmetics Product Line 

Functional Pack Product Line 

프리미엄제품과 보급형제품 

Skin care specialist Line 

Baby cosmetics Line 

7+마유크림(100%) 

최상의 엑스트라급 프리미엄  
정제 마유 제품 
Highest premium grade 
refined horse oil product 



<Reference> about ‘Mayu(Horse Oil)’ 

마유(馬油 )는 사람의 피부의 성분과 가장 흡사한 천연보습 오일입니다. 

사람(Human) 약  68%  
 마유(Horse Oil) 약  67 % 

Horse oil is a natural moisturizing oil with properties similar to the oils 
naturally produced by human skin. 

‘마유’는 사람의 피부의 성분과 가장 흡사하여   
불포화 지방산이 약 67%나 되며, 비타민B1, B2, B6, 
B12, 비타민E  등이 포함되어있고, 분자활동이  
활발하여 침투력이 높은 천연 보습오일입니다. 

Horse oil is composed of roughly 67% 
unsaturated fat, vitamins B1, B2, B6, B12, 
and vitamin E which are components 
similar to human skin. It naturally has high 
molecular activity which makes it a highly 
penetrative natural moisturizer. 



국내 최초 True 마유(馬油) in 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Korea’s first functional premium cosmetic made of pure Horse 
Oil 

■ 마유(馬油) 의 주요 효능은! The main effects of ‘Horse Oil’ are! 
 
 보습 : 피부 속 유수분 보호 및 유지기능 
      Moisturization : protects and maintains healthy levels of oil and moisture in the skin  
 혈행개선 / Improves blood circulation 
 항산화 방지(Antioxidants prevention): 노화방지(Anti-aging) 
 피부장벽 보호로 면역력 증가 
     Increased immunity by protecting skin barriers 
    ; 활발한 분자활동으로 피부 알레르기 및 염증을 억제 
       High molecular activity Inhibits skin allergies and inflammation 
 세포재생 촉진 / Promotes cell regeneration 
    ; 색소침착 억제 및 제거로 피부톤 개선 
     Inhibits skin pigmentation and improves skin tone 
 피부탄력 개선(Improves skin elasticity)으로 주름 억제(Wrinkle suppression) 
 아토피 개선 / Atopic improvement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 Regenerates damaged skin (damaged skin)! 
 탄력과 주름개선!! /  Better elasticity and anti-wrinkle! 
 피부톤 개선을 통한 브라이트닝!! / Improves and brightens skin tone! 
 7無를 추구하는 천연 기능성 기초 화장품 
    Our natural functioning basic cosmetics are manufactured without 7 of the most harmful  
    additives 
    無안정제, 無합성방부제, 無석유계면활성제, 無인공향료, 無색소, 
    無광물성오일,無합성오일 
    7 NOs (stabilizer, synthetic preservative, chemical surfactant, artificial flavor, artificial pigment, 
    mineral oil, synthetic oil) 
★ 고순도 프리미엄급 마유(馬油/Extra pure Horse Oil)와 주름개선  
    효능 펩타이드 3종 성분을 주성분으로 혼합된 최상의 다중 기능성 추구!  
     The peptides acting as the main ingredient in our premium horse oil provide multifunction's  
     that improve skin and provide anti-wrinkle protection. 
★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의 추가함유(식약청 인증성분) 
     Our FDA certified ingredients also assist in brightening and improving wrinkles. 
 
★ 피부 침투력 및 보습기능 강화를 위한 천연 추출물 함유!!  
     Natural extracts enhance the skin penetration and moisturization properties of our products!!  

<전 제품 주요특징 / All products Common Features >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기초화장품 LINE (Basic Cosmetics Product Line) 

7+ 마유크림 100 / 7+Extra Virgin Horse Oil 100% Cream 

[용량] 30ml / 1.02  fl oz 
[제품 주요특징 및 핵심효능] 
- 세계 최상의 엑스트라버진급 프리미엄 정제마유 
- 피부세포 재생 ,피부장벽 및 피부톤 개선 
- 알레르기, 아토피 ,혈행개선,여드름(건조성) 
- 가벼운 화상 및 햇볕화상으로 인한 피부염증 완화 
- 고객의 피부타입에 맞추어 가감하여 극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크림타입 마법의 100% 천연오일 

피부세포 
재생 

피부톤 
개선 

[Volume] 30ml/ 1.02 fl oz 
[Key Features & Description] 
- refined 100% premium extravirgin horse oil of highest grade 
- Regenerates skin cells, skin barrier and improves skin tone 
- Helps improve allergies, atopy, blood circulation, and (dry skin) acne 
- Relieves skin inflammation caused by light burns or sun burns 
- Our 100% all natural oils adjusts to the users skin type like magic 

아토피 
개선 

피부 
알레르기 
개선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기초화장품 LINE (Basic Cosmetics Product Line) 

엑스트라리치 크림 / Extra Rich Cream  

[용량] 50g / 1.7  fl oz 
[제품 주요특징] 
 재생 영양크림으로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펩타이드 3종 복합체, 그리고 인증된 기능성 

성분이 지치고 손상된 피부가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탄력있고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끈적임이 없고, 촉촉함으로 손상 및 민감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리페어크림 
[제품 핵심효능] 
- 손상된 피부에 영양을 주어 탄력을 회복하여 재생하고 주름을 개선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피부를 안정적으로 유지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al cosmetics]  

브라이 
트닝 

피부 
탄력 

[Volume] 50g / 1.7 fl oz 
[Key Features] 
A regenerative nutritional cream composed of premium horse oil and three kinds of complex 
peptides and functional ingredients that leave your skin more elastic, clear and transparent by 
repairing tired and damaged skin. 
Nonstick, moist anti-aging repair cream for damaged or sensitive skin.  
 
[Main functions] 
> Recovers skin elasticity and improves wrinkles by supplying nutrients to damaged skin 
>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피부 
재생 



닥터엠 엑스트라리치 에센스 / Dr.M Extra Rich Essence  

[용량]   50㎖ / 1.7 fl oz 
[제품 주요특징]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펩타이드 3종 복합체, 그리고 인증된 기능성 성분과 농축된 15종

의 식물성 추출물이 피부를 맑고 윤기있는 건강한 상태로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농축된 영양이 피부속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맑은피부로 회복시키는 턴오버 크림 
[제품 핵심효능] 
- 피부에 영양분을 균형적으로 공급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피부를 안정적으로 유지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al cosmetics]  

피부톤 
개선 

피부장 
벽개선 

 
 

[Volume] 50ml / 1.7 fl oz 
[Key Features]    
 Premium horse oil derived skin essence lotion comprised of 3 kinds of amino-

peptides and 15 kinds of all natural compressed plants extracts that leave your 
skin lightly hydrated, glossy, soft, and restores skin tone and  

 Created with a turnover cream that assists in nourishing and penetrating the 
skin with compressed nutrients.  

[Main effects] 
 Nourishes skin with a balanced mix of nutrients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유수분발
랜스조절 



닥터엠 엑스트라리치 아이엔넥크림/Extra Rich Eye Cream 

[용법.용량] 50㎖ / 1.7 fl oz 
[제품 주요특징]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펩타이드 3종 복합체, 그리고 인증된 기능성 성분이 주름을 

완화하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여 피부를 밝고 탄력있는 상태로 개선하여 줍니다. 
 집중적인 영양공급으로 민감주름을 완화 및 억제하고 피부밀착과 스트레칭 효과를 통해 

피부를 탄력있는 상태로 개선하는 리프트업 크림 
[제품 핵심효능] 
- 집중적인 영양 공급으로 탄력을 회복하고 주름을 개선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피부를 안정적으로 유지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ing cosmetics]  

피부 
탄력 

주름 
개선 

[Volume] 50ml / 1.7 fl oz 
[Key Features] 
 Premium eye and neck cream, this formula includes 3 kinds of complex amino-

peptides and 15 different natural plant oils that suppress skin sensitivity, improve 
elasticity, and leaves skin brighter and clearer. 

 Includes a nourishing lift-up cream that improves the skins elasticity, suppresses 
sensitive wrinkles and stretchmarks. 

[Main effects] 
> Recovers skin elasticity and improves wrinkles by supplying nutrients to damaged 
skin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색소침 
착억제 



닥터엠 리프레쉬 토너 / Dr.M Refresh Toner 

[용량] 500㎖ / 17 fl oz 
[제품 주요특징]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3종의 펩타이드 복합체, 그리고 인증된 기능성 성분이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개선 
[제품 핵심효능] 
세안 후 피지분비를 조절하고,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는데 도움 
천연식물 추출물이 지친 피부를 회복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ing cosmetics] 

[Volume] 500㎖ / 17 fl oz 
[Key Features] 
Premium horse oil skin toner comprised of 3 complex amino-peptides and naturally 
occurring plant oils that leaves your skin glowing and assists in the improvement of skin 
pigmentation, returning you skin to its optimal state. 
[Main effects] 
> Post usage effects include improved skin sebum and sub acidity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피부결 
정돈 

주름 
개선 

색소침 
착억제 



닥터엠 리프레쉬 모이스처라이징 겔 / Dr.M Refresh Moisturizing Gel 

[용량] 100㎖ / 3.4 fl oz 
[제품 주요특징]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펩타이드 3종 복합체, 그리고 식물성 기능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
급하여 피부건조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제품 핵심효능] 
- 피부 수분공급을 통한 생리작용에 도움을 주어 안정적 피부 상태 유지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유수분의 배런스를 유지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ing cosmetics] 

[Volume] 100ml / 3.4 fl oz 
[Key Features] 
Premium horse oil skin moisturizing gel comprised of 3 complex amino-peptides and 
naturally occurring plant oils that assists with anti-aging, prevents dry skin, and acts as 
a wrinkle suppressant. 
[Main effects] 
> Promotes a healthy and stable skin condition through stimulating natural skin 
hydration in the body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수분 
공급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닥터엠 수면크림 / Dr.M Sleeping Mask Cream 

[용량] 250㎖ / 8.5 fl oz 
[제품 주요특징] 
재생 영양크림으로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펩타이드 3종 복합체, 그리고 인증된 기능성 성
분이 피부를 밝고 탄력있게 합니다 
[제품 핵심효능] 
- 손상된 피부에 영양을 주어 탄력을 회복하여 재생하고 주름을 개선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피부에 영양감을 줍니다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개선 및 브라이트닝 효과 
[이중기능성화장품 double functional cosmetics]  

[Volume] 250㎖ / 8.5 fl oz 
[Key Features] 
A regenerative premium horse oil nutrient cream comprised of 3 complex amino-peptides 
and naturally occurring plant oils that improves elasticity and leaves skin glowing.  
 
[Description] 
> Supplies nutrients and to damaged skin to regenerate elasticity and reduce wrinkles.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leave skin feeling healthy and maintain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닥터엠 힐링 마사지크림 / Dr.M Healing Massage Cream 

[용량] 500㎖ / 17 fl oz 
[제품 주요특징] 
 고순도 프리미엄 마유성분과 스쿠알란과 식물성 캐리어오일과 3종의 펩타이드 복합체가  
 상호  작용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며 활력을 줍니다. 
[제품 핵심효능] 
 - 피부 깊숙히 영양을 공급하여 탄력있고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어 줌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지친 피부를 회복 
 - 피부톤을 맑게해주고 주름완화 및 브라이트닝 효과 

피부 
탄력 

브라이 
트닝 

[Volume] 500ml / 17 fl oz 
[Key Features] 
Premium horse oil, squalene, vegetable carrier oil, and 3 complex amino-peptides 
restore vitality and supply nutrients to the skin.  
 
[Main effects] 
 Delivers nutrients to damaged skin which improves overall health and elasticity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 Leaves skin clearer, improves wrinkles and brightens skin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닥터엠 크린징 효소파우더 / Dr.M Enzyme Cleansing Powder 

[용량] 100g / 3.53 fl oz 
[제품 핵심효능] 
 열대과일에서 추출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와 곡물의 전분이 세안을 통하여 각질과 피부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보습을 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함 
[사용법] 
약 0.5g 정도를 손바닥에 덜어 2~3방울의 물과 함께 섞어서 얼굴을 구석구석 마사지 해주고 
물로 헹구어 줍니다. 주 2~3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노폐물 
제거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Volume] 100g / 3.53 fl oz 
[Main effects] 
 Cleaning powder comprised of protein-hydraulytic enzymes extracted from tropical 

fruits and cereal starch that remove dead skin and wastes leaving skin moisturized 
and soft. 

[How to use] 
1. Put the 0.5g(1/3 teaspoon) on the palm of your hand. 
2. Mix it with 2 to 3 drops of water and massage your face. 
3. Wash your face with water. 
* It is recommended to use it two or three times a week. 
 

보습과 
피부유연 



닥터엠 편백수 페이셜스파 / Dr.M CY+Treatment Spa 

[용량] 1,000㎖ / 34 fl oz 
[제품 주요특징] 
 -편백나무 추출수와 천연유래의 성분이 피부결을 정돈하여 줍니다.  
[제품 핵심효능] 
 - 편백추출수가 항균작용과 더불어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 
 - 천연식물 추출물과 천연오일이 피부 면역력을 높여줌 

노폐물 
제거 

면역력 
강화 

[Volume] 1,000ml / 34 fl oz 
[Product features] 
 Natural extracts and ingredients derived from the Japanese Cypress tree assist in 

maintaining the skins health.  
[Main effects]  
 Natural extracts help remove the waste accumulated in skin pores while 

simultaneously acting as an anti-bacterial agent.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and improves 

immunity. 
.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닥터엠 엑스트라리치 히노키 힐링파우더 / Dr.M Hinoki Facial Powder Mask 

[용량] 1,000g / 35.3 fl oz 
[제품 핵심효능] 
- 보습을 주며 피부결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피부톤을 맑게 함 
- 해조추출물과 머드의 천연 미네럴 성분이 공급되어 피부를 건강하게 도움 

[Volume] 1,000g / 35.3 fl oz 
[Main effects] 
 Moisturizing facial mask that optimizes skin texture and tone.  
> Natural mineral ingredients derived from seaweed extract and mud promote overall 
skin health.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피부톤 
맑게 

피부결 
최적유지 



닥터엠 크린징 Soap 

[제품 핵심효능] 
마유 생크림비누  
[용량]   100㎖ / 3.4 fl oz 
마유 콜라겐비누  
[용량]   100㎖ / 3.4  fl oz 
 고용량 마유(약30% 함유)가 피부 영양공급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콜라겐으로 탄력을 유지시키고 피부노화방지 
 세라마이드 성분과 각종 불포화지방산으로 보습,탄력,모공수축, 손상된피부회복에 도움 
마유 죽탄비누  
[용량]   100㎖ / 3.4  fl oz 
 고용량 마유(약30% 함유)가 피부 영양공급과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죽탄과 목초액이 함유되어 항균,소취효과와 피부트러블과 여드름 피부에 도움 
[Main effects] 
<Horse Oil Fresh Cream Soap> 
Premium horse oil cream soap comprised of 55% high quality horse oil that brightens skin.  
<Horse Oil  collagen Soap> 
Premium horse oil collagen soap comprised of 30% high quality horse oil that maintains elasticity and 
prevents skin aging. Ceramides and various unsaturated fatty acids in the soap help to hydrate, improve 
skin elasticity, and pore contraction. 
<Horse Oil bamboo charcoal Soap> 
Premium antibacterial horse oil bamboo charcoal soap comprised of 30% premium horse oil, bamboo, 
charcoal, and wood vinegar that improve skin quality, acne, and act as an antibacterial deodorant.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피부관리 전문가용 화장품 LINE (Skin care specialist Product Line) 



아이’스 크림/ I’s Cream 

[Volume] 150ml / 5.0 fl oz 
[Product features] 
 Moisturizing & nourishing face  
    and body cream for all ages. 
 Moisturizing cream derived  
    from natural ingredients that relieves  
    and prevents dry and sensitive skin. 
 
[Main effects]  
 Nourishes skin with a balanced mix  
    of nutrients. 
 Natural plant extracts and oils help  
    maintain the skins stability. 

4. Product Introduction(제품 소개) /  
   온가족 보습크림(Moisturizing&Nourishing Cream for all ages.) 

[용량] 150㎖ / 5.0 fl oz 
[제품 주요특징] 
 - 어린이 부터, 남녀 모든 연령대,  
   특히 민감하고 약한 피부를 가진분을  
   위한 아주 순한 보습 영양 크림입니다. 

[제품 핵심효능] 
 -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며, 특히 보습  
   효과가 좋은 보습&영양 크림입니다. 
 - 천연 식물성 추출물과 천연 오일이  
   피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주요성분] 

NEW SPORTS CREAM  
(2 STEP UPGRADE)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주요특징 및 효능] 

  일반 스포츠크림과 파스류의 기능 : 소염, 혈관확장 

+1STEP UP 마유(馬油) 첨가 → 세포재생촉진, 혈행개선, 염증억제 

+2STEP UP 상어추출 수용성 콘드로이틴 → 세포에 영양공급, 탄력, 관절보호 

[주요성분] 

EXTRA VIRGIN 馬油(마유) : 염증억제, 혈행촉진, 세포재생촉진, 항상화작용 

콘드로이틴(상어추출) : 세포에 영양과 탄력공급, 손상된 관절을 보호 

글루코사민(소연골추출) : 연골의 구성성분, 관절에 유연성과 탄력을 줌 

                                  관절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인 펠리오글리칸을 

                                  생성하여 연골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줌 

MSM(식물추출) : 식이유황 또는 식물성 유황으로 불림 

                        유황은 신체조직인 단백질의 주요 구성성분 

[용량]  60ml 

MSM(식이유황)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연골과 관절 보호 
상어추출  

콘드로이틴 

호오스펫 

EXTRA VIRGIN 
 HORSE OIL 



[주요성분] 

NEW SPORTS CREAM  
(2 STEP UPGRADE) sore muscles 

[Key Features] 

[Main features and effects] 

Effects of General sports cream and patches: anti-inflammatory, blood vessel expansion 

+1STEP UP Horse Oil addition → promotes cell regeneration, blood circulation, and 

inflammation inhibition 

+2STEP UP Water soluble Chondroitin extracted from sharks → individual cell 

nourishment, increased elasticity, and joint protection 

[Key Ingredients] 

EXTRA VIRGIN Horse Oil: inflammation inhibitor, promotes blood circulation, promotes 

cell regeneration, and anti-oxidation 

Chondroitin(Extract from Sharks): promotes  individual cell nourishment, elasticity,  

and increased protection to damaged joints 

MSM(식이유황) Chondroitin Glucosamine 

joints protection 

Chondroitin 
(Extract 

from Sharks) 

Horse fat 

EXTRA VIRGIN 
 HORS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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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 

NEW SPORTS CREAM  
(2 STEP UPGRADE) sore muscles 

[Key Ingredients] 

Glucosamine(Extract from cow cartilage): Polyglycan,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joint structure, promotes flexibility, elasticity, and overall health for cartilage 

components and joints. 

                                   

MSM(Extract from Plant): Also contains methyl sulfonyl methane also known as 

“vegetable sulfur”. Sulfur is one of the most abundant minerals in human physiology and 

supports the cardiovascular system, muscles, and central nervous system. 

                         

[Volume]  60ml 

MSM(식이유황) Chondroitin Glucosamine Horse fat 

EXTRA VIRGIN 
 HORSE OIL 

NEW SPORTS CREAM 2/2page 

Chondroitin 
(Extract 

from Sharks) 
joints protection 



Section Product Effects Usage 
Required 

Time 

Cleansing 
Horse Oil Fresh 

Cream Soap 
Deep skin facial moisturizer 

Lather the ‘Horse Oil Fresh Cream Soap’ for 1~2 
minutes and then rinse. 

5 Min 

Scaling 
Enzyme Cleansing 

Powder 
Removes dead skin and 
waste from pores 

Lather the ‘Enzyme Cleansing Powder’ and 
‘CY+Treatment Spa’ together and apply to the face 
via wrap covering with a warm towel.  

5 Min 

Moisturizing Refresh Toner Renews and moisturizes the 
skin 

Apply a moderate amount of ‘Refresh Toner’ to 
cotton ball and sponge off the face. 

2 Min 

Manual 
Technique 

Healing Massage 
Cream 

Promotes blood circulation 
and cell regeneration 
Reinforces skins immunity 
Anti-inflammatory and anti-
aging 

Begin softly massaging the face using the ‘Healing 
Massage Cream’ and lightly sponge off with the 
‘Refresh Toner’. 

10 Min 

Nutrient 
Penetration, 

Renewal 

7+Extra Virgin 
Horse Oil 100% 

Regenerates skin and 
revitalizes skin cells 

Apply a small amount of ‘7+Extra Virgin Horse Oil 
100%’ and softly rub into the face. (Adjust usage 
according to skin type) 

10 Min 

Sleep Care 
Sleeping Mask 

Cream 
Nutrient penetration, skin 
brightening & soothing 

Apply a suitable amount of ‘Sleeping Mask Cream’ 
to the entire face and begin décolleté massage 
while waiting. 

10 Min 

Mask 
Hinoki Facial 
Powder Mask 

Promotes nutrient 
penetration in skin 
Soothes, shrinks, and 
tightens the skin 

Begin mixing the ‘CY+Treatment Spa’, cover the 
face with gauze and apply the ‘CY+Treatment Spa’ 
to the face via spatula. Remove after 10~15 
minutes. 

10~15 Min 

※ Final 
Nutrient 

Penetration, 
Renewal 

Refresh Toner 
 & 

Extra Rich 3 
Treatment 

Renews skin and improves 
cell longevity 
Restores skins elasticity for 
wrinkle reduction 
Brightens and tightens skin 

Lightly sponge off face with ‘Refresh Toner’ and 
begin the ‘Extra Rich 3 Treatment’ beginning with 
‘Essence’, ‘Eye & Neck Cream’, and ‘Rich Cream’ in 
that order. Complete treatment with light 
application of BB cream. 

5 Min 

“Magic Anti-Aging” Clinic Program 

※ Okay to mix/substitute with other product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customers skin. 

<Skin Care Program> 



4. COMPANY INFORMATION 

마케팅팀 / Marketing DIV 
영업팀 / Domestic sales Div 

 mayucare7@naver.com 

소재지 / Location 

 본사 : 서율시 성북구 성북로 23가길 19 
     Head office : 19, Seongbuk-ro 23ga-gil, Seongbuk-gu, Seoul, KOREA 
     지사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현대하이엘오피스텔 1416호 
      Branch office: Room No.1416, Hyundai Hyel Officetel, 173,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대표전화(Tel) :  82-2-764-3303 
 대표 E-mail : mayucare@naver.com 
 홈페이지(Homepage) : www.mayu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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