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의 시간동안 삼성인터네셔널은 더 좋은 원료, 더 좋은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수 많은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삼성인터 
네셔널의 정성과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 브랜드 "Bellca" 는 한국시장에서 미백 
크림 분야 1위로 그 품질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 중동, 미국, 캐 
나다, 유럽 등 세계 20여개국 수출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For 50 years, Samsung International has been researching better ingredients 
and better technology, and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it has supplied 
products to numerous cosmetics brands.
The cosmetics brand “Bellca”, made with sincerity and technology of Samsung 
International, was ranked number 1 in whitening cream field in Korean market 
to receive recognition for its quality. Furthermore, through the exportation to 
more than 20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China, Southeast Asia, Middle 
East, U.S.A., Canada, and Europe.

해외 20개국 수출 세계가 인정하는 K-코스메틱의 중심 벨카
Export to over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globally recognized K-Cosmetics!

"Bellca" stands in its heart.

좋은 원료로 정성껏 만들어진 화장품은 
언제든 인정 받게된다

Cosmetics made with care and 
good ingredients will always leave a lasting impressio

Brightening Cosmetics award in “2015 Beyond Beauty Awards in Shanghai”
Brightening Cosmetics award in “2015 INTERNATIOAL Beauty Brand a Wards”
Global Cosmetics Brand Part award in “2015 Shanghai Asia Brand”

2015 비욘드뷰티어워즈 인 상하이  브라이티닝코스메틱 수상
2015 비욘드뷰티브랜드어워즈 인 샤먼  글로벌 라이징 코스메틱 브랜드 수상
2015 상하이 아시아브랜드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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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오가닉 인증을 받은 유기농 추출물로 제작하고 천연방부제를 사용 KTR
미생물 기준치를 통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Manufactured with organic extract, which has received USDA Organic 
Certificate, and using natural preservatives, it has passed KTR Verification, 
so you can be assured its safety when using the product.

An organic safe mask pack유기농 안심마스크팩 

피부트러블을 유발하는 나쁜성분을 전부 제거하여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자극성 마스크팩입니다.
This is a hypoallergenic mask pack that can be safely used on sensitive skin 
by removing all harmful ingredients that causes skin trouble.

Free from 8 harmful substances8無첨가로 더욱 건강하게 

유칼립투스 나무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의 텐셀원단을 사용하여 흡수성이 
뛰어나며 얼굴에 완벽 밀착됩니다. 
Using eco-friendly tencel fabric made from eucalyptus tree extract, it has 
excellent absorption and adheres perfectly to the face.

its functionality is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fun of choosing골라쓰는 재미에 기능까지 



순수한 피부,
거짓말처럼 환하게
기능성 미백크림
하얀거짓말

하얀거짓말의 특수 제형인 3D입체제형이 피부를 따라 숨쉬며 백탁현상이나 푸석함 
없는 미백을 선사합니다. 
The special 3D dimensional form of White Lie, Lily White Skin, breathes along 
the skin to present whitening without nebula or flaky skin.

예쁘게 하얘진다 It becomes beautifully white without nebula

하얀거짓말은 바르는 즉시 피부의 톤보정을 해주는 즉시 미백크림입니다.
White Lie, Lily White Skin is a whitening cream that controls the skin tone 
as soon as it is applied.

바르는 즉시 하얘진다  It instantly becomes white

세포 재생인자인 EGF의 효과로 매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세포가 증가하
면서 피부가 활성화 됩니다. 또한 피부의 멜라닌 색소 및 타이로시나제의 생성을 
억제하여 점차적으로 피부를 하얗게 변화시킵니다.
When the product is used constantly every day, the skin will be vitalized by 
the increase of the new cells with the effect of the EGF, the cell regeneration 
factor. In addition, it gradually changes the skin to be white by inhibiting 
the production of melanin pigments and tyrosinase.

쓸수록 진짜 하얘진다  It really becomes white

NO.1 Whitening Cream 

1위

한국 미백크림 1위
NAVER STORE  NO.1 Whitening Cream 

네이버 스토어  



피부 나이를 
되돌려 놓은,
신비의 동안크림
삼성마유

미백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피부를 어둡게 하는 색소를 억제하여 피부톤을 
밝게 밝혀줍니다.
Containing the whitening ingredient nicotinic acid amide, the pigment 
that makes the skin look darker is suppressed to brighten the skin tone.

피부를 점점 밝게 Makes the skin more and more brighter

삼성마유만의 제형특성으로 끈적이지 않으며 바이오리포좀 기술로 피부 깊숙이 
촉촉함을 지켜 줍니다. 
The characteristics of form of Samsung Mayu will not make your skin sticky, 
and with bio liposome technology, it will deliver moisture to the deep part 
of the skin.

Reduce stickiness, 
keep moist for long time끈적임은 적게, 촉촉함은 오래! 

피부탄력개선, 주름개선 효과 
식약청에서 인증한 피부주름 개선 원료 함유로 피부를 젊고 탄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Improve skin elasticity, improve wrinkles
Contains adenosine, which is an ingredient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to improve skin wrinkles, to make 
your skin young and improve elasticity.

매일매일 어려지는 피부 A skin becomes younger every day

영양성분을 둘러싸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 밑 진피층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This refers to the technology delivering nutrients all the way to dermis beneath the
skin by forming a protective film enveloping the nutrients.

바이오리포좀  Bio Liposome 이란?



토리앤 앰플 비타민 Toriaen Ampoule Vitamin 38ml
비타민 c 아스코브스산 32% 함유, 기미 잡티 제거 및 탄력, 미백 효과  
Contains 32% of vitamin C ascorbic acid, removes freckles and blemishes, and has elasticity and whitening effect

토리앤 앰플 화이트닝 Toriaen Ampoule Whitening 12ml
꽈리 열매 추출물 71%와 알부틴 2%  7가지 브라이트닝 복합 성분
71% of alkekengi fruit extract, 2% of arbutin, and 7 types of complex brightening components

토리앤 앰플 수분 Toriaen Ampoule Moisture 12ml
히알루론산과 소듐 하이알루네이트 50% 를 적용. 건조한 피부, 악.속 건성 피부에 탁월한 효과
Applies hyaluronic acid and 50% of sodium hyaluronate Excellent effect on dry skin, severely dry and quick drying skin

달팽이 세럼 Snail Serum 60ml
달팽이 점액 여과물과 리포좀 펩타이드 병풀 추출물을 활용한 미백 기능성 세럼
Whitening functional serum using Snail Secretion Filtrate, liposome peptide and Asiatic pennywort extract

동백오일 세럼 Camellia Oil Serum 11ml
100% 순수 동백 오일로 만들어진  발효 오일. 수분, 보습효과를 기본으로 피부에 주름개선과 탄력을 주는 제품 
Fermented oil made with 100% pure Camellia Oil. A product that basically has moisture and moisturizing effect, 
and improves wrinkles and gives elasticity to the skin.

아르간 오일 Argan Oil 11ml
테라피 등급의 아르간오일로 보습과 영양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Argan oil having therapy grade, that helps to retain moisture, nutrition, and strengthen the skin barrier.

바디클렌저 Body Cleanser 500ml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알로에 허브 바디 클렌저 
Aloe herb body cleanser, which can be used by anybody without any trouble

바디스크럽 Body Scrub 600ml
시어버터, 아르간오일, 커피 추출물, 사해 소금으로 만든 보습효과가 뛰어난 바디 스크럽
Body scrub that has excellent moisture retaining effect made with shea butter, argan oil, coffee extract, and salt from 
Dead Sea

오일 클렌저 Oil Cleanser 150ml
살구씨와 호호바 오일의 식물성 오일로 피부를 보호하고 자극을 줄여 순하게 클렌징
Mild cleansing with reduced irritation and protects the skin with apricot seeds, and jojoba oil, which is a vegetable oil

클렌징 밀크 Cleansing Milk 200ml
천연유래 성분 93%, 장미꽃수로 만든 순한 페탈 로즈 클렌져
93% of the ingredients originating from nature, mild petal rose cleanser made with rose flower water

클렌징 워터 Cleansing Water 500ml
녹차로 만든 복합성 클렌징 워터 
Complex cleansing water made with green tea

센텔라 앰플 스킨 Centella Ampoule Toner 150ml
천연 치유제 센텔라함유.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고급 앰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킨
Contains natural remedy Centella. A toner that has premium ampoule effect on the sensitive skin.

미네랄 토너 Mineral Toner 200ml
편백수와 녹차 추출물을 함유. 살리실산 작용 및 미네랄 워터를 활용한 약산성의 깔끔한 토너
Contains Chamaecyparis Obtusa and green tea extract. A slightly acid clean toner using salicylic acid effect and 
mineral water

네이쳐 허브 로션 Nature Herb Lotion 150ml
봉독성분과 지리산 천연허브추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연주의 로션 
Natural lotion containing bee venom and natural herb extract from Jirisan Mountain.

오일 프리 수분크림 Oil Free Moisture Cream 80ml
지성피부를 위한 번들거리는 기름제거하고 속건성의 건조함은 수분으로 채워주는 사용감 
Removes the glossy oil for the dry skin, and fills the dryness of quick drying with moisture

바이타 수분젤 Vita Moisture Gel 150ml
아로니아 성분과 비타민C를 함유, 피부건강에 특히 좋으며 기미 잡티로 지저분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수분젤
Contains aronia and vitamin C, a moisture gel that is especially good for skin health and cares your dirty skin with 
freckles and blemishes to become clean and clear

알로에베라 수딩젤 Aloe Vera 99% Soothing Gel 165ml
천연알로에를 함유한 수딩 젤, 민감하고 거친 피부를 촉촉하고 산뜻하게 가꿔주는 수딩젤
Soothing gel that contains natural aloe, soothing gel that cares sensitive and rough skin to become moist and fresh.



www.isamsung.kr                                                                     www.bell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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