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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1st Calamansi Cosmetics



❑ Korea 1st Calamansi Cosmetics



❑God blessing Fruit, Calamansi (신이내린과일, 깔라만시)

God blessing Fruit ‘Philippine Lemon’, Calamansi~!!!

‘필리핀 레몬’으로 불리는 깔라만시(Citrofortunella microcarpa)는
레몬 보다 비타민 C가 30배 많이 함유되어 있다.

TV SHOW :

Vitamin C 30 times more than Lemon.

TV SHOW :

Water + Calamansi Juice 

= Simple Calamansi Mist



Vitamin P (Hesperidin) Treasury [ Vitamin P(헤르페리딘)의 보고 ]

Vitamin P Efficacy (Ingredients of citrus white skin parts)

* Anti-aging effect and good for anti-photoaging
as rich in calcium, iron, zinc, and magnesium

* Soothing effective in sedative, irritation-reducing 
* Suppress melanin pigment formation, improve spots, freckles, 

pigmentation
* Help vitamin C absorption and prevents oxidation
* Capillary durability, skin elasticity, healthy skin
* Contains 40 to 60 times more hesperidin than fruit pulp

< Percutaneous absorption rate is 20 times better than oral 
absorption rate >

비타민 P(헤스페리딘) : 감귤류 하얀 속껍질 부분 함유 성분

*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늦추게 한다.

* 유해환경에 손상 받은 피부 진정
*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하고,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개선
* 비타민 C 흡수를 돕고 산화를 막아주는 보호역할
* 모세혈관 튼튼, 피부탄력, 건강한피부
* 과육보다 40~60배 더 많은 헤스페리딘 함유

< 먹는 경구 흡수율 보다 경피 흡수율이 20배 정도 뛰어나다 >

❑God blessing Fruit, Calamansi (신이내린과일, 깔라만시)



1. 비타민 C를 안정시켜 작용을 돕는 효과 (Stabilizing Vitamin C to help the effect)
비타민 P는 비타민 C의 작용을 돕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고 쉽게 파괴되는 것이 특징인데, 비타민 P는
이 비타민 C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비타민 C가 열이나 산화 등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비타민
C의 기능을 촉진하고 효과를 높이게 된다. 
비타민 C와 P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귤이다. 비타민 P인 헤스페리딘은 귤 껍질에 붙어있는 흰 부분에 포
함되어 있으므로 귤을 먹을 때는 과육과 함께 이 부분도 먹는 것이 좋다. 

2. 비타민 C와 시너지 효과로 항산화력 향상 (Synergy with Vitamin C enhances antioxidant power)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P와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활성 산소의 제거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비타민 C의 미백 효과도 높아져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를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모세혈관 강화로 혈관의 투과성 유지

(Strengthen capillary vessels to maintain blood vessel permeability)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강화해 혈관의 투과성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성 자반증, 뇌출혈, 코
피, 잇몸 출혈 등 출혈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비타민 P가 부족하면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 출혈이 쉽게 일어
나게 된다.

4. 중성지방 분해,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 (Decreases triglycerides and bad cholesterol)
비타민 P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비타민 P는 혈중의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나쁜(LDL) 콜레스테
롤을 저하시키고 좋은(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5. 혈액순환 개선 효과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effect)
비타민 P의 하나인 헤스페리딘은 말초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개선됨에 따라 체온이 상승하
여 냉증, 어깨결림 등의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목욕물에 귤 껍질을 말린 ‘진피’를 넣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고 하는 이유도 감귤류의 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327980 | 하이닥

❑ Amazing Vitamin P 5 Efficacy

(우리가몰랐던 ‘비타민 P’의놀라운효능 5가지)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327980


❑ Korea 1st Calamansi Cream (ANAVIO CalaVita Cream)



❑ ANAVIO CalaVita Cream (ANAVIO 깔라비타크림)

비타민C 비타민P의 보고인 깔라만시 추출물과 동백오일, 식물성 스쿠알렌, 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엄선된 원료로 만든 깔라비타 크림은 미백주름 동시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 CPNP 인중 중인 제품 입니다. 



❑ Korea 1st 깔라만시크림 (ANAVIO Calavita Cream)



❑ ANAVIO CalaVita Cream (미백주름동시기능성)

( Whitening & Anti Wrinkle KFDA Approved )



미백기능성 고시원료 나이아신아마이드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whitening effect ingredient)

피부구조와 유사한 올레인산과 풍부한 리놀레산 함유로
보습 수분유지에 탁월한 동백오일

(Camellia Japonica Seed Oil)

❑ ANAVIO CalaVita Cream (1 of Effective Ingredients)

주름개선기능성 원료 아데노신
(Adenosine is KFDA approved
Wrinkle-Improving Functional 

Ingredient)

비타민C, 비타민P의 보고 깔라만시추출물

(Citrofortunella microcarpa Fruit Extract
is Vitamin C & Vitamin P Treasury)

위치하젤추출물은
풍부한 프로안토사이아닌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함유로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며

피부 수렴작용으로
모공 탄력유지에 도움을 줌

(Witch Hazel Extract
is excellent for anti-oxygen

and helps pore elasticity by plenty of
Proanthocyanins, catechins, flavonoids)



❑ Korea 1st Calamansi Mist (ANAVIO CalaShower Mist)



비타민C 비타민P의 보고인 깔라만시 추출물과 심층해수, 카페인, 위치하젤추출물 등 피부친화 원료로 만든

깔라샤워 미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수분을 공급해 주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미백 기능성 제품 입니다.

❑ ANAVIO CalaShower Mist (ANAVIO 깔라샤워미스트)



❑ Korea 1st 깔라만시미스트 (ANAVIO CalaShower Mist)



1. 비타민C가 레몬보다 30배 많은 깔라만시 추출물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열대과일 깔라만시 함유
피부 톤 개선, 향균 및 탈취 효과 논문 및 연구자료 다수

2. 미백 기능성 제품
미백 기능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피부 속부터 맑고 활력

3. 해수,수분 유지력 강화

강원심층수가 함유된 다량의 미네랄, 비타민 등이 깊은 수분감과 영양

공급으로 활력 있는 피부 유지

4. 비타민P의 미세먼지완화 〮 광노화예방 〮 피부진정
헤스페리딘 비타민p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광노화 방지 피부 보호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

5. 넓은 분사력, 미세한 고운 안개 입자
부드럽고 넓은 분사력이 얼굴 전체에 수분감과 쿨링감 극대화

6. EWG 평균 1,2등급의 안전한 성분

EWG 평균 1,2등급(그린등급)의 엄선된 성분으로 예민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

100ML 3.38 FL.OZ

❑ ANAVIO CalaShower Mist (ANAVIO 깔라샤워미스트)



❑ ANAVIO CalaShower Mist (미백기능성)

( Whitening KFDA Approved )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수분공급과 피부진정에 뛰어나며

멜라닌색소 자극을 억제해주는 카페인
커피농부의 손이 얼굴피부 보다 좋은 걸 보고 연구시작 됨

(Caffeine have plenty of Polyphenol
which is highly active antioxidant

and good for moisture & anti-irritation))

❑ ANAVIO Calashower Mist (1 of Effective Ingredients)

뛰어난 보습 〮 피부갈증해소
모공/탄력/피부톤 개선/영양보급원 해수

(Sea Water is good for moisture, 
effective in improving skin tone and

excellent in pore elasticity

비타민C, 비타민P의 보고 깔라만시추출물

(Citrofortunella microcarpa Fruit Extract
is Vitamin C & Vitamin P Treasury)

미백기능성 고시원료 나이아신아마이드
(Niacinamide is KFDA approved

whitening effect ingredient)

위치하젤추출물은
풍부한 프로안토사이아닌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함유로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며

피부 수렴작용으로
모공 탄력유지에 도움을 줌

(Witch Hazel Extract
is excellent for anti-oxygen

and helps pore elasticity by plenty of
Proanthocyanins, catechins, flavonoids)



❑ Press & Media 

Seongnam Biz Plaza (March, 2018) 2018 Brand New ‘ANAVIO’
Korea 1st Calamasi Cosmetics



❑ Press & Media 

https://www.instagram.com/p/BgrCX_Nja1d/?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ykg8neowecnj

Instagram : She is happy with Korea 1st Calamasi Cosmetics ‘ANAVIO’

PS : Please type ‘preetie_u’ and you can see it (인스타그램에 ‘preetie_u’ 를 치세요)

https://www.instagram.com/p/BgrCX_Nja1d/?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ykg8neowecnj


❑ Contact Points 

Kime Cosmetices Inc. [ ㈜카임화장품, 凱美化粧品 ]

( Natural & Bio Cosmetics Expert Manufacturer )

B-1406, Woolim Lions Valley II, 14, Sagimakgol-Ro 45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13210) Korea

(경기 성남 중원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B-1406~7)

 Tel : 82-(0)70-4616-7471~5

 Fax 82-(0)505-549-7000

 Email : kimecosmetics@gmail.com

 Homepage : www.kime.co.kr for Skin Care

www.skinsorb.com for Bio Tablet

mailto:kimecosmetics@gmail.com
http://www.kime.co.kr/
http://www.skinsor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