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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Fred Attention Night Solution

]

붓기감소
피부개선
Project "The Newer Skin“ / 더 새로운 피부 만들기

[3개월분]

• •

• • •

먹고 바르는

In&Out Collaboration
잠든사이 “어린피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체內관리

Inner Care Solution

]

+++

•Improvement & Nourish Night Beauty Tab

[Outer Care Solution 체外관리]

•Moisturize & Nourish Night Cream

• •

“

붓기감소
피부개선
피부영양
[체內관리

Inner Care Solution

]

•Beet root/Super berries/Vitamin C

[Outer Care Solution 체外관리]

•Super amino acids/Super berries/Honey

[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은
계절에 관계없이 지쳐 피로한 피부에

“당신이 잠든 사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주며
체내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모세혈류개선을 통한”

]

체내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보습장벽 강화와 재생
•피부체질 근본적 개선
Trouble Maker

“피부혈관노화개선”

보들보들 탄력있는 피부로 변신

[체內체外 먹고 바르는 것만으로]

하나로!
피부안팎의 수분과 영양을 한번에!

DKCC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개선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roblem]

[Solution]
⁍ 더 새로운 경험

•
•
•
•
•
•
•
•

미세먼지
황사
실내외 일교차
자외선
건조한 피부
푸석푸석한 피부
붓는 얼굴
피부노화

바르고 먹기때문에 피부영양이 배가되어, 기존화장품보다 보습과 영
양이 더 오래지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부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 더 새로운 피부관리

바르고 먹는 솔루션은 바르기만하는 화장품의 피부속 침투한계를 해
결합니다.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은 잠자는 동안 체내에 영양이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피부의 자연재생에 도웁을 줍니다.

• • • • • • • • • • • • • •>>>

4계절 계속되는

괴로운 피부환경!
⁍ Fred.Ph.D(프레드박사)가 설계한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은

피부 겉 표면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피부기능의 근본인 혈류문제를 개선하여
항노화와 보습을 안팎으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을줍니다.

[

DKCC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설계자
Fred.Ph.D(프레드박사:정진혁)

[한국최연소해외박사(생화학)]
⁍ 23세 美 RPI Ph.D(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 2004.12
⁍ Lou Gehrig's disease(루게릭병)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전략 연구로 화학박사 취득
⁍ 1종의 신약물질 설계 / 4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설계 및 시판
⁍ 국내외 유명 4개 기관과 암, 신진대사 질환, 노화과정 규명 학술연구
⁍ 건강한 삶의 혁신을 추구, 정확한 성분검토와 설계를 통한 탁월한 연구개발

]

[
Step1.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2steps before Sleeping”

]
Step2.

먹는다”

바른다”

Project "The Newer Skin“ / 더 새로운 피부 만들기

[3개월분]

[

1step:먹는다

프레드어텐션나이트뷰티츄어러블탭

DKCC Fred Attention Night Beauty Chewable Tab.

]

[Nature Resource(천연성분)]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성분으로 피부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
양제입니다. 비트루트 추출물과 슈퍼베리 그리고 비타민 복합설계로
체내흡수를 최적화시킨 슈퍼솔루션 입니다.

inner care
체내관리

비트뿌리 추출물은 모세혈류개선으로 붓기감소와 피부재생촉
진 그리고 항노화에 도움을 줍니다.(혈액순화+염증완화+항산화)
체내로 바로 흡수되기에 피부에 필요한 영양공급이 되며 피부트러
블의 근본적이 해결에 도움이됩니다.

⁍ 용량 : 800mg * 90tabs(3개월분)
⁍ 섭취방법 : 1일 1정 취침전에 물없이 씹어서 섭취
⁍ 주요성분 :
Beetroot complex/ Super berries/ Vitamin C

[

]

1step’s Main Solution
“피부 조직의 재생은 모세혈류량이 결정한다”
T. J. Ryan, Department of Dermatology, Oxford
Geront. Clin. 8:327-337 (1966)

⁍ 탁월한 모세혈류 개선

Beetroot

붓기감소/재생촉진/염증완화 효과
새로이 주목 받는 슈퍼푸드
Clifford et al., Nutrients. 2015 Apr;
7(4): 2801–2822

Super

Solution

혈액순환
염증완화/항산화

붓기해결+피부재생

Berries
⁍ 항산화/항노화
Super Berry 를 통한 노화
피부착색, 수분감소의 주원인인
photodamage 방어효과
Korac and Khambholja Pharmacogn Rev.
2011Jul, 5(10)

Vitamin C

⁍ 항산화
Shapiro and Saliou,
Nutrition. 2001Oct, 17(10)

[

제품차별화&특징
“Nourish + Improvement ”

]

모세혈류개선, 붓기개선을 통해
피부트러블의 근본적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 제품특징

• 잠들기전 1정을 물 없이, 씹어서 편한게 섭취 할 수 있는 캔디 스
타일로, 씹어서 섭취하여도 입안에 잔 물질이 남지 않습니다.
• 피부 모세혈류 개선에 특화된 슈퍼 영양소인 비트루트 추출물과
비타민 C를 함유하였으며, 피부 재생촉진 및 붓기 감소에 중요역할을
합니다. (1정으로 250mg의 Beet Root(비트루트) 농축추출물 섭취)
• 항노화/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콤한 맛이 납니다.

⁍ 전성분

슈퍼베리를 함유하였고 상큼하고 달

• 정제포도당,유당,유지크림분말,미분당,이소말트(분말)구연산,효소처리
스테비아,블루베리향분말,블루베리농축분말,비트루트추출분말, 비타민
C, 스테아린산

[

2step:바른다

프레드어텐션나이트 수분•영양크림

]

DKCC Fred Attention Night Moisturize & Nourish Cream

[농축~ 나이트 수분•영양 크림]
⁍ 기본에 충실한 최고의 슬리핑크림

프레드 박사의 기본에 충실한 과학적 설계로 농축시킨 최고의 나이
트 수분•영양 크림으로 오래지속되는 보습력과 건강한 천연 영
양 성분을 자랑합니다.

Outer care
체외관리

잠자는 시간은 항노화와 항산화의 최적의 시간입니다. 슈퍼베리와
아미노산 그리고 5종의 비타민복합 슈퍼솔루션 설계로

항노화+보습+탄력+피부진정+주름개선을 한번에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 용량 : 100g(3개월분/페이스용)
⁍ 사용 : 취침전 스킨등으로 피부정돈후 고르게 도포한다.
⁍ 주요성분 :
Super amino acids/ Super berries/ Honey

[

]

2step’s Main Solution
“엽산과 비타민 B3, B12로 미백,주름,탄성개선

(Bissett et al.,2005; Fischer et al., 2011; Mori et al., 2001)
⁍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Honey
Complex

Super berry
Complex
⁍ 수퍼베리

콜라겐손상복원과 더불어 보습뿐만 아니라
외부의 유해 오염물질로 부터 피부건조를 방어

Vitamin

Vitamin Complex
Vitamin B3, B5, B9

With Vitamin 12

Amino
Complex
⁍ 아미노산컴플렉스

아미노산류(valine, leucine, isoleucine, arginine등)을 적용
Super Berry 적용으로 주름방지, 탄력강화, 피부노화의 주 원인인 UV로 인한 콜라겐 손상 복원 속도가 30% 이상 증가
(Korac and Khambholja, 2011)

(Murakami et al., 2012)

[

제품차별화&특징

“Moisturize + Nourish + Anti-wrinkle “
잠과 함께 피부는 새로워지는 꿈을 꾼다

]

⁍ 제품특징

• 빠른 흡수와 지속력 : 농축시킨 영양성분과 보습성분으로 빠른 흡
수력과 보습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거칠어진 피부를 맑고 투명한 피
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아미노산 밸런스효과 : 피부의 보습향상성에 중요한 인자인 아미
노산이 풍부하게 처방되어 보습뿐만 아니라 외부의 유해 오염물질로 부
터 피부건조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각질케어 : 피부의 잔각질 케어로 매끄러운 피부결을 완성하여 주며,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쉐어버터, 망고버터와 마카다미아 오일이
이중보호막을 형성

수면피부개선솔루션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

연약한 피부를 위한 안심처방(無첨가 ) :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변성에탄올, 벤조페논, 미네랄오일, ,PG, 인공색소,인공향료 무첨가

⁍ 전성분 : 별도첨부

[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2steps before Sleeping”

]
[B2Binformation]

•Price: \108,000/1set
•Packing: 50sets/1box
•Box Size:595*305*335
•Box Weight:15.6kg
Project "The Newer Skin“ / 더 새로운 피부 만들기

[

프레드어텐션나이트솔루션
Fred Attention Night Solution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