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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Nano Kyon Chamois（나노 쿈 세무）」 스킨 케어 시리즈 소개

Kyon (쿈)은 작은 종류의 사슴으로서 「Kyon Chamois」는 그 품질로서 최고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신의 가공기술을 접목한 「사슴가죽」
입니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이후 서주왕조(西周王朝, BC1000年）시대에 「Kyon 의 가죽을 가진 자」는 「가문을 일으켜 번성 하게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얻는다」라고 여겨진 것을 기원으로하여, 예로부터 동양문화에 있어서 시대를 대표하는 황족이나
귀족, 승려에게 바치는 선사품으로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미코 시대 (卑弥呼の時代)에 중국황제로부터의 선사품에서 전래되었으며, 그 후로부터 최고급의
보물로서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로 대표되는 일본의 사슴신앙의 대부분이 원래는 이러한「Kyon」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통이 있는 「Kyon가죽」이 일본의 장인기술에 의하여 고급 스킨케어 제품
( face towel, face mitten, body towel, face mask)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황통의 선조(皇統의祖)・초대신 무천황 (初代神武天皇)의 전설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을」 ・일본 나라현의 전통공예기술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민감한 피부타입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사슴가죽소재의 스킨케어 시리즈가 탄생하였습니다.

■무희들의 「미용애용품」 으로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일본만의 「화장을 지우는 도구」입니다.

●「고도한 세정력」을 발휘
프로로서 날마다 꾸준히 芸 를 연마하고 美 를 추구하는 무희.
이러한 무희들의 소중한 피부를 「Nano Kyon Chamois」의 초 미세콜라겐 섬유세포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비누거품
（0.0000015mm사이즈）이 부드럽게 감싸고、모공 깊숙이 남아있는 노폐물을 하루의 피곤함과 함께 없애줍니다.

●「미백효과」와 「적절한pH수치의 조절」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하얗고 생기 있는 피부에。
기미・검버섯 등의 염소를 제거하고 바람직한pH수치인 pH6정도의 약산성으로 피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2．「Nano Kyon Chamois」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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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①

검증결과 ②

＜시험기관＞（財）「일본화학섬유검사협회」

기록장소：콧방울・좌측/ 60배율고해상도（41만화소）CCD카메라 사용

Nano Kyon Chamois 섬유세포의 세밀함

참고

매일 사용함으로써 윤기있는 피부로 변해갑니다.

기미・검버섯의 원인이 되는 염소를 제거하여、피부의 PH수치를 적정치로
만들어 줍니다.

인공의 극세사와 비교해서
100분의1이하로 세밀합니다.

신기술인 타이토네스드레스
(タイトネスドレス）처리를 한
Skin care용 Nano Kyon Chamois

신기술 *「타이토네스 드레스 (タイトネスドレス）」
처리를 한 Skin care용「Nano Kyon Chamois」
의 섬유세포는・・・

초미세 콜라겐세포 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0.05～0.1㎛）및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도 할 수 있는
대장균 「파지 phage」의 부유상태의 바이러스

（0.03㎛）를 방어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토네스 드레스 처리란 가죽의 섬유세포를
보다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된 가죽

가공공법

「Nano Kyon Chamois」 에 의한 탈 염소농도 와 pH수치 변화 시험결과

「Nano Kyon Chamois」 모공세정 테스트（여성）

여드름, 아토피 등의
항 제균력

피부의 유분을 조정
촉촉하고 탄력있는 피부에

언제나 상쾌하게
방취효과

7/8 시작 10/4 종료

사용전 2주후 4주후 7주후

시험액의 염소농도
(pH수치)

처리후의 염소농도
(pH수치)

pH란 ··· pH7을 기준(중성)으로 그보다 수치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으로 구분 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pH4.5 – 6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물생명학의 권위!  동경대학 대학원 현역 명예교수가 추천!

동경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동경대학명예교수 Manabe Noburu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진 ▼
『じぶんからだクラブ 생활습관개선 포털 사이트』 2015年12月08日13時00分
Press release인용

동경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동경대학명예교수 Manabe Noburu 교수의 추천문

인류의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생활하여 왔습니다.

소형 사슴의 일종인 「Kyon」 의 유피 (Kyon Chamois)는 고대로부터 왕후의 공예품을 갈고 닦는데 활용
되었으며, 최근에는 우주의 신비를 관측하기위한 최첨단의 천체망원경의 렌즈를 닦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Kyon Chamois는 인공직물보다 훨씬 더 미세한 섬유가 복잡하게 엮인 시트로서 예로부터 귀부인들의
Skin care 필수품으로, 좌창균이 원인인 여드름 이나 아토피 피부의 관리에 최적의 천연제품입니다.



●フェイスタオル ●ボディタオ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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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名：
〔英語表記〕

Beauty Nano Kyon Chamois
〔日本語表記〕

ビューティー ナノ キョンセーム

×

ロゴ

パッケージ

３．商品のパッケージ

商品名：
〔英語表記〕

Ultra Nano Kyon Chamois
〔日本語表記〕

ウルトラ ナノ キョンセーム

●フェイスミト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