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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메시 웨이브

Bohemian
Mesh Wave
FRONT

BACK

다소 거칠지만 자유롭고 반항적인 느낌을 주는 보헤미안 웨
이브 스타일. 단정하고 깔끔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일
반적인 웨이브 스타일과 달리 뿌리부터 풍성한 볼륨을 만들
어 주어 가닥 가닥의 컬 느낌을 살려주고 앞머리에도 컬을
넣어 자유분방하고 도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타일링
시 약간의 부스스한 느낌을 더해주어 좀 더 풍성한 볼륨감
과 자유로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POINT
뿌리 부분에 풍성한 볼륨이 생길 수 있도록 모발을 꼬아 스타일링
해주고 풍성하면서도 질감이 살 수 있게 모발을 흐트려 스프레이
로 고정해준다.

Styling Process
타월 드라이한 젖은 모발에 컬감이 풍성하게 살 수 있게 스타일뮤
즈 볼류마이징 컬 크림을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골고루 발라주고
볼륨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발을 들어올리며 가볍게 말려준다.
어느정도 건조되고 나면 뿌리쪽에 풍성한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모발 뿌리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꼬아서 말려준다. 뿌리
부분에 풍성한 웨이브가 연출되면 자유분방한 느낌이 들 수 있도
록 손가락 끝으로 모발을 흐트러트려 주고 모로칸오일 루미너스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가볍게 고정해준다.

Using
Goods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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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스타일뮤즈

모로칸오일

볼류마이징 컬 크림

루미너스 헤어 스프레이(스트롱)

소프트 볼륨 유닛성분으로 컬에 세팅감을 주어 탱
글탱글한 볼륨감을 장시간 유지시켜 준다. 사용시
잔여감 없이 산뜻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무게감이 적은 스프레이로 플래킹 현상이 없어 손
쉽게 스타일링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모발을 열로
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어 스타일링 전 후 잔
머리를 정돈하고 가볍게 뿌려주면 더욱 더 풍성한
컬감을 연출할 수 있다.

Bohemian
Mesh Wave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웨이브에서 벗어나 다소 거칠지만
자유롭고 반항적인 느낌을 주는 보헤미안 웨이브 스타일.
헤어_ 그리에이트 교육부 / 모델_ 이나영
3

Alluring
Ponytail
리드미컬하고 볼륨있는 컬의 느낌으로 매혹적인 분위기를 주는
로우 포니테일 스타일.
헤어_ 그리에이트 교육부 / 모델_ 이나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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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루어링 포니테일

Alluring
Ponytail
FRONT

BACK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포니테일 스타일에 리드미컬한
컬을 가미해 매혹적인 느낌을 연출해 준 얼루어링 포니테일.
포니테일은 묶는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 높게 묶은 포니테일은 발랄하고 생기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주고 낮게 묶은 포니테일은 여성스럽고 차분한 분
위기를 준다. 여기에 앞머리와 헤어라인으로 빠지는 잔머리
에 컬을 넣고 볼륨감을 살려주면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얼
루어링 포니테일 스타일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

POINT
헤어라인 잔머리에 컬을 넣어 디테일을 살려주고 두상 윗부분과
뒷부분에 볼륨감을 살려주면 아름다운 두상 라인이 분위기를 한층
살려준다.

Styling Process
타월 드라이한 모발에 컬감을 살려주기 위해 스타일뮤즈 모이스처
라이징 멀티 크림을 발라 손가락으로 컬을 잡아주며 스타일링 해
준다. 모발 건조가 끝나면 헤어라인의 잔머리와 앞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발을 뒤로 넘겨서 로우 라인에 맞춰 헤어밴드를 이용해
단단하게 고정해 준다. 포니테일이 완성되면 티타늄매직미러(M)를
이용해 앞머리와 헤어라인 잔머리에 컬을 넣어주는데, 반바퀴 정
도 가볍게 말아 연출해주면 앞머리에 풍성한 컬감이 생긴다.

Using
Goods
(Styling)

ATS 스타일뮤즈

그리에이트

모이스처라이징 멀티 크림

티타늄매직미러

아쿠아 유닛 성분이 생머리와 웨이브 모발을 촉촉
하고 생기있게 해주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스타
일링 된다. 열기구 사용전 도포해주면 모발에 촉
촉하고 빛나는 윤기를 제공한다.

티타늄 코팅 열판이 모발속 수분을 잡아주어 손
상을 최소화하며, 빠르고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는
강화된 열 전달력으로 최상의 시술 결과를 제공
한다. 다른 어떤 열판보다도 부드러운 슬라이딩을
실현하며, 쿠션감 있는 무빙 열판은 모발 뜯김 방
지하고 손목의 피로감을 최소화시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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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 브레이딩

Drop
Braiding
FRONT

BACK

롱웨이브 스타일에 쉽고 간단하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
용하면 좋은 드롭 브레이딩은 3가닥 땋기를 활용해 모발
을 한쪽 방향으로 땋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스타일
을 말한다. 흔히 외국에서 많이 하는 브레이딩 스타일로 쉽
고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이 특징이다. 한쪽방향으로 땋아 내려주는 스타일로 얼핏 반
묶음 스타일과 비슷해 여성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주면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에 디테일을 살렸다.

POINT
차분하게 정돈된 웨이브 스타일에 3가닥 땋기를 활용해 한쪽방향
으로 모발을 땋아준 뒤 자연스럽게 모발을 땋은 방향으로 넘겨 내
려준다.

Styling Process
타월 드라이한 모발에 차분하게 컬이 정돈될 수 있도록 리빙프루
프 노 프리즈 너리싱 스타일링 크림을 발라 드라이기를 이용해 모
발 뿌리 부분부터 아랫방향으로 차분하게 정돈하며 스타일링해준
다. 컬의 정돈이 끝나면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 모발을 3가닥으로
나누어 왼쪽 사이드 끝까지 두상 뒷라인을 따라 띠가 생기도록 땋
아 주고 실핀을 이용해 고정해준다. 마무리로 모발을 한쪽으로 내
려 풍성한 컬감을 더하기 위해 모로칸오일 컬 디파이닝 크림을 가
볍게 발라준다.

Using
Goods
(Sty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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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프루프 노 프리즈

모로칸오일

너리싱 스타일링 크림

컬 디파이닝 크림

한번 사용으로 즉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눈,
비가 오는 날에도 부스스함 없이 매끈한 머릿결과
스타일링을 유지시켜 준다.

아르간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펌으로 손상된 모발
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해 준다. 블로우 드라이어
사용 전 도포해주면 열활성화 성분이 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Drop
Braiding
세가닥으로 땋아 내려 롱웨이브 스타일에 변형을 준 드롭 브레이딩,
마치 엘프같은 느낌을 만들어 준다.
헤어_ 그리에이트 교육부 / 모델_ 이나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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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마스터 펌&스타일링

WAVEMASTER,
Perm&Styling Performance
ATS 맥스 MC 펌제를 손상부위에 먼저 도포하여 알카리제의
과작용을 억제하여 연화처리 하였다. 탑부분에 트위스트 와
인딩을 사용, 모근 가까이부터 와인딩하여 탑의 볼륨을 살리
고 바깥쪽 모발의 웨이브 흐름을 자유롭게 하였다.

FRONT(Before)

BACK(Before)

잦은 염색 시술로 손상된 상태의 모발. 가는 연모의 모질로 전체길
이 1/3 정도가 집중적으로 손상된 상태이다.

WAVEMASTER
모근부터 균일하고 탄력적인 컬을 형성해주는 3세대 롤링펌기 웨
이브마스터는 모발 기장과 손상도에 따른 다양한 프리셋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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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전체적으로 아미노 매트릭스
를 분사해 골고루 도포해 준
다. 손상이 심한 모발 끝부분
에 필업을 다시 도포하고 스
윙터치 3D를 이용해 10분간
가온처리 해준다. 모발 끝 갈
라진 부위에 인큐어 CMC를
도포한다.

필업을 도포한 손상부위에만
맥스 MC 펌제를 도포해주고
5분간 방치 후 다시 맥스 R1
펌제를 전체에 도포한다.

Using
Goods
(PERM)

#3

#4

연화 후 네이프에서 백라인
까지 사선섹션으로 웨이브마
스터 롯드 22mm를 사용해
와인딩해준다.

탑부분은 사진처럼 방사선
모양으로 섹셔닝한다.

#5

#6

섹셔닝한 탑부분은 트위스트
로 와인딩해준다.

모발의 손상을 줄이고 컬의
탄력을 높여주기 위해 웨이
브마스터 전용 부직포를 사
용해준다.

#7

#8

스페셜모드 high-A(1차-140
도/8분, 2차-80도/10분)를
이용해 열처리해주고 쿨링팬
이 자동으로 작동되기 전, 부
직포를 제거해준다.

컨트롤 버퍼를 도포해 주고
맥스 2제로 중화 후, 베리어
트리트먼트로 마무리해준다.

ATS 아미노 매트릭스

ATS 맥스 R1 (손상모용)

ATS 맥스 MC

손상된 모발에 단백질을 보충
하여 화학 시술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전처리제.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실크펩타이드 성분의 손상모
전용 펌제. DADTG 성분이 과
연화로 인한 모발의 손상을 막
아주고 균일한 컬을 형성한다.

멀티 컨트롤로 무한 반복시술
에도 손상을 주지 않는 알칼
리 무첨가 pH4.5~5의 약산
성 펌제.

ATS 인큐어 CMC

ATS 베리어 트리트먼트

ATS 필업

촘촘하고 단단하게 모발 속부
터 채워주는 세포막 복합체로
모발 내부 간층물질을 회복시
켜 만지고 싶은 부드러운 머
릿결로 가꿔준다.

외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손상된
큐티클 회복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코팅한듯 부드러운 강력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여 찰랑이
는 모발로 유지시켜 준다.

모발내부를 강화시키고 손상
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프리미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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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옴브레 애시 컬러
헤어 그리에이트 교육부 모델 최미영

10

ATS Unifever Summer Color Collection 2016

OmbreAsh
신비로운 분위기 옴브레 애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브라운 컬러에 언더라인에만 15Lv의 애시
그레이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강조하였다. 바깥쪽은 어두운 애
시 브라운 컬러인데 비해 안쪽에 밝은톤의 애시 그레이 컬러가
숨어있어 웨이브를 넣어주면 릿지 사이사이로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최적의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헤어에
서는 보일락 말락하는 하이라이트 컬러로 기분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베이스

그라데이션
하이라이트

Technic

01

02

03

크게 상하 오버라인과
언더라인 2개 존으로
파팅한다.

언더라인 전체에
그라데이션으로
탈색을 진행한다.

오버라인 8.1,
언더라인 11.11을
도포하여 자연스러운
투톤 컬러를 연출한다.

베이스 13Lv 8.1
하이라이트 15Lv 11.11

2

3

1 ATS 유니피버
스칼프 헬퍼
천연성분이 두피 장벽 강화
및 민감한 두피 진정 & 보습.
2 ATS 유니피버
부스팅 앰플 트리트먼트
케라틴과 세라마이드 성분이
CMC 재생을 돕고 비타민과
영양을 공급.

1

3 ATS 스타일뮤즈
리액션 오일
동백 & 아보카도 오일 성분이
건조한 모발에 강력한 보습 부여.

Topaz
Pink
ATS Unifever Summer Color Collection 2016

사랑스러운 핑크 토파즈
포일워크로 가닥가닥 하이라이트를 넣어 단조로움
을 탈피한 스타일의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는 여성
스러움을 극대화시켜 준다. 어두운 핑크 퍼플 베이
스에 은은한 핑크 포인트 컬러를 표현하여 하이라
이트와 로우라이트의 조화로 은은한 텍스처를 느
낄 수 있으며, 피부톤에 상관 없이 무난하게 어울
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컬러이기
도 하다. 로우 포니테일처럼 내추럴하고 심플한 스
타일로 연출해주어도 하이라이트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입체적인 스타일링이 완성된다.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베이스

Technic

01

하이라이트

02

전방 양쪽 사이드 후방 오버라인에
오버라인에 역삼각 삼각칩으로
칩으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준다.
포인트를 준다.

03
전방 양쪽 사이드
하이라이트 아래로 1cm
호리존탈 슬라이스를
이용해 로우라이트를
넣어준다.

베이스 13Lv 11.61
하이라이트 15Lv 11.61
유니피버 퍼펙트 블리치
로우 라이트
10Lv 10.0+(0.5+0.1)
2:4:1

1 ATS 유니피버
샤인 키퍼
각종 씨앗 성분이 모발
윤기부여와 컬러 지속력 강화.
2 ATS
리페어 테라피 샴푸 & 마스크
단백질 함유로 손상된 모발에
화학시술 전후 영양 세정.
3 ATS 유니피버
퍼펙트 블리치
미네랄 오일이 모발 손상 방지,
빠른 탈색작용으로 얼룩 없이
레벨 업.

2
1
3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사랑스러움의 결정체, 핑크 토파즈 컬러
헤어 그리에이트 교육부 모델 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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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땋은 머리의 매력은?

땋은 머리의 매력은 손쉽게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더라도
2가닥, 3가닥 땋기를 이용해 집에서도 예쁜 '반묶
음' 스타일이나 '피시 테일' 스타일 '벼 머리' 스타일
등을 셀프로 연출할 수 있다.

2

#

Be Braid
땋은 머리는 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발랄함과 강인함,
여성스러운 매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만능 헤어 스타일이기도 하다.
2016 S/S 쇼에서도 땋은 머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올 여름 꼭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땋은 머리의 진정한 매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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땋은 머리는 언제 처음 유행했나?
땋은 머리의 역사(대표적 순간)를
되짚어 본다면?

땋은 머리가 가장 유행하던 시기는 영화가 가장
많이 발달했던 60년대이다. 당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오드리 햅번은 정갈하게 정리한 헤어 스타
일에 땋은 머리를 섞어 세련미를 더하는 스타일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인 고려·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대에는 기녀들이 비싼 장신구를 사용할 수 없어
땋은 머리를 이용해 머리를 올려 화려한 헤어 스
타일을 연출하곤 하였다.

3

#

한국 여성에게 어울리는
땋은 머리 연출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 여성들이 가장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땋
은 머리는 '피시 테일' 이라는 기법이다. 머리를 낮
게 내려 2~ 3가닥 땋기를 이용해 땋아 한쪽으로
내리는 스타일이다.
동양인의 경우 목이 짧고 두상이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머리를 올려 연출 하는
스타일 보다는 아래로 내려 길이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4

#

땋은 머리를 연출하기 전
헤어 손질은?

땋은 머리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
서 머릿결을 잘 정돈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머리카락을 땋기 전 샴푸한 머리를 모로칸오일 세
라믹 패들 브러시로 곱게 빗은 후에 모로칸오일 트
리트먼트나 인텐스 컬 크림을 발라 모발을 부드럽
고 윤기나는 상태로 만들어준 후 땋으면 깔끔하고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5

#

단발머리를 위한
땋은 머리 연출법

단발정도 되는 기장은 쉽게 땋기 힘들기 때문에 앞
머리나 옆머리를 부분적으로 땋아 내려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앞머리를 3가닦으로 나눈 뒤 옆라
인을 따라 땋아주면 손쉽게 '벼 머리'를 연출할 수
있으며 기장에 상관없이 세련된 스타일로 연출 가
능하다.

6

#

땋은 머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땋은 머리를 자주하는 연예인으로는 소녀시대의 태
연이 있다. 밝게 브리지한 금발에 양갈래로 모발을
땋아 내려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최근 발매한 앨범 자켓에서도 이 스타일로 큰 인기
를 끌었다.

7

#

땋은 머리 연출시 꼭 필요한
머스트 해브 제품은?

땋은 머리를 연출할 때는 모발을 손쉽게 정리해줄
수 있는 모로칸오일 세라믹 패들 브러시를 추천한
다. 세라믹 패들 브러시는 사용감이 부드럽고 손쉽
게 모질을 정리해줄 수 있으며, 젖은 모발에서부터
사용하면 머릿결을 정돈해주고 윤기를 증가시켜 주
는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
템이다.

8

#

모로칸오일
세라믹 패들 브러시
모로칸오일 세라믹 패들 브러시는 고품질의 세
라믹 재질로 모든 모발 타입에 사용 가능한 제품
이다. 열 전도율이 좋아 드라이 시간을 단축시키
고 모발을 윤기있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
품 자체에 모발 섹션을 나눌 수 있는 팁이 내장되
어 있어 스타일링 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땋은 머리 이렇게 연출해라?
이런 점은 주의해라?

땋은 머리 연출시에는 땋아주는 모발의 양을 주의
해서 설정해야 하는데, 이목구비가 작고 밋밋해 보
이는 얼굴은 모발을 얇게 땋아 디테일한 느낌을 표
현해 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이목구비가 선명한 경
우 모발의 양을 많이 잡고 크게 땋아주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헤어 스타일링시 가장 기본적인 제품으로 드라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보다 윤기나고 부드러운 머릿결로 관리가 쉬워진
다.

모로칸오일
인텐스 컬 크림
모발의 컬을 자연스럽고 윤기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모로칸오일 인텐스 컬 크림을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리브-인 컨디셔너 제품으로 모발
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컬진 모발 특유의 부
스스함을 잡아주어 부드럽고 윤기 나는 스타일링
을 가능하게 한다.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땋은 머리 연출법 추천
·동그란 얼굴형
얼굴의 볼륨감이 강해 좌우 비율이 넓어 보이는
데 이런 경우 턱 끝에 길이감을 주어 얼굴형을
길어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
에 머리를 높게 묶는 스타일보다 낮게 내려서 땋
아주어 길이감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긴 얼굴형
·
상대적으로 얼굴 좌우의 볼륨감이 적기 때문에
옆머리를 땋아 볼륨감을 형성해주면 좌우 볼륨감
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진 얼굴형
·보통 턱선에 각이져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띄
는 얼굴형을 말하는데 두상 위쪽으로 모발을 땋
아 두상 윗부분에 볼륨을 주어 상대적으로 턱선
의 부함을 줄여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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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두피에 모자가 안 좋다는데
쓰지 않는 것이 좋나요?

모자를 착용하면 두피가 압박을 받게 되고 통풍
이 되지 않아 습해져 세균 번식이 용이해집니
다. 더운 여름의 경우에는 땀이 쉽게 나기 때문
에 모자를 착용하게 되면 더욱 습해지고 세균 번
식과 함께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
거운 자외선이 있는 야외활동을 장시간 해야 한
다면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 너무 두껍지 않은 여름용 모자를 선택하
고 머리에 꼭 맞게 착용하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자를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샴푸를 하고
두피를 찬바람으로 꼼꼼하게 건조
한 뒤에 착용해주어야 세균 과다 증
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자를 자
주 착용하면 땀이나 먼지 등으로 세
균 번식이 용이하므로 항균 및 살균
기능이 있는 섬유 탈취제를 자주 사
용해주는 것이 두피 자극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두피가 당기고 간지러운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Q2 여름철 두피

두피가 당기고 간지러운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두
피가 많이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계절적
으로 열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현대인들은 수
분 섭취가 부족한 반면에 자극적인 음식과 스트레
스로 인해 항상 두피에 열감이 있고 건조해져 있습
니다. 그로 인해 두피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 간지러
워지는 것입니다. 샴푸 후에는 항상 찬바람으로 건조
후에 두피 토닉이나 세럼을 이용하여 진정 및 보습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두
피 진정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현명한 대처방법

SOS

태양이 뜨거워지는 계절, 뜨거워지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워지
는 두피 열기, 장마철 높은 습도, 고온 등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피부 관리 못지 않게 두피 관리도 고민도 많아지고 있다.

추천제품｜ATS 퍼스티지 리버시 토닉
리버시 토닉은 모근을 강화하고 쿨링 효과를
제공해 혈액순환과 재생을 돕습니다. 살리실
산 성분이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비타민, 미네
랄 등의 성분이 두피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
해줍니다.

Q3

아침에 샴푸를 해도
오후에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유분이 많은 지성두피의 경우 여름철에 피지 분비
가 특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피지가 공기
와 만나 산화되면서 악취를 유발하게 되는데 현대
인들의 두피는 열감까지 많아 피지가 더 빠르게 산
화되고 마르게 됩니다. 피지가 많은 지성두피를 관
리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관리 부분과 식습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지성 샴푸를 이용
하여 꼼꼼하게 샴푸해주고 찬바람으로 건조 후에
늘어진 모공이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피 토닉
이나 지성 전용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맵고 기름진 음식은 물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두피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데
왜 두피가 더 안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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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두피 스케일링은 두피에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
거하기 위한 딥 클렌징 관리이므로 정기적으로 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나 분비물이 많아지는 여름에
정기적으로 하면 좋은 관리지만 두피 스케일링 이
후 보습과 영양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두피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
치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스케일링시 액상이나 크
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면봉, 우드스틱, 압축
솜 등으로 두피에 마찰을 주어 시술하는 것은 두피
를 더욱 예민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극이 적은 오일 타입의 스케일링제를 선택하여 과
도한 마찰을 피해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제품｜ATS 퍼스티지 엑스
폴리시 오일 (마일드/스트롱)
엑스폴리시 오일은 라벤더, 오
렌지오일, 자몽껍질오일, 아르
간오일 등이 두피에 자극을 최
소화하면서 묵은 각질과 노폐
물을 제거시켜 주는 고보습 스
케일링 오일입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두피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Q5

비는 pH5.6~6.5 정도의 약산성이지만 대기가 오염
됨에 따라 고농도의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 등으로
인해 pH5.6 이하의 강한 산성을 띠는 성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 식물, 토양, 산림, 수질 등
다양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화합물이 섞인 산성비가 두피에 닿게 되면 모공을 막
고 자극이 높아지며 피지 및 땀의 분비 장애 및 각종
트러블과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습한
환경으로 인해 세균 및 곰팡이 등의 증식으로 세균성
질환 및 비듬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를 맞았다면 반드시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샴푸해주고 두피가 습해지지 않
게 찬바람으로 건조한 뒤 항균, 진정 토닉이나 세럼
을 사용해줍니다. 또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져 두피와
모발이 눅눅해지기 때문에 유분이 많은 에센스를 사
용하기보다 가벼우면서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는 미
스트나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AGAZINE CREATE Education

그리에이트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
아이롱펌 교육부터 컬러, 두피케어 교육까지 그리에이트의 더욱 다양해진 교육을 만나보세요.

CREATE
R-Perm 롤링펌(웨이브마스터)

27일

6월

7월

MOROCCANOIL

ATS
CES

케어 에센셜 코스

2일

ACB

어드밴스드 브레이딩

7일

TCA

트렌드 캐스팅

21일

컬러 에센셜(1)

13일

ColorⅠ 컬러 에센셜(2)

20일

컬러 에센셜(3)

27일

케어 에센셜 코스

7일
11일

D-Basic 더글펌 베이직(티타늄위브)

12일

D-Classic 더글펌 클래식(티타늄위브)

19일

컬러 에센셜(1)

R-Perm 롤링펌(웨이브마스터)

25일

ColorⅠ 컬러 에센셜(2)

18일

S-Perm 셋팅펌(셋팅펌펌)

26일

컬러 에센셜(3)

25일

R-Perm 롤링펌(웨이브마스터)

22일

케어 에센셜 코스
컬러 에센셜(1)

8월

CES

CES

MOC 모로칸오일 콜렉션

5일

SSI

스타일링 실루엣

19일

4일

ACB

어드밴스드 브레이딩

9일

8일

TAB

브라이덜 스타일

23일

ColorⅠ 컬러 에센셜(2)

22일

컬러 에센셜(3)

29일

그리에이트 영업사원 교육 프로그램
TPS

6월

7월

8월

24일

14일

18일

그리에이트 PRO Sales 과정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그리에이트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본사주소: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9 그리에이트 헤어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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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위브를 사용한 더글펌 테크닉

EDUCATION GUIDE

for Dugle perm
classic

티타늄 코팅 롯드를 적용해 빠른 뜸시간과 부드러운 와인딩으로 각광받고 있는 티타늄위브의
베이직 테크닉에 이어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볼륨 와인딩 테크닉
1

롯드 두께만큼 섹션을 잡고 120도 각도로
모근에서부터 빗질을 한다.

4

와인딩 할 위치에서 와인딩 바퀴수에 따라
뜸을 준다. (반바퀴 or 한바퀴 or 한바퀴 반)

7

모근부위에 빗을 대고 공회전 시켜준 뒤
롯드를 옆으로 빼준다.

20

2

앞서 연재되었던 볼륨 테크닉을 먼저 시술해준다.
(볼륨 테크닉의 마지막 순서에서 롯드를 빼지 않고 다음과정
으로 이어서 와인딩한다.)

5

모발이 글러브에서 빠지기 직전까지
와인딩한다.

8

볼륨 와인딩 완성.

3

120도 각도를 유지하며 와인딩 할 위치까지 빗을 대고 슬라
이딩한다.

6

티타늄위브 전체를 돌려 모근까지
와인딩한다.

모류교정 테크닉
3자 앞머리 모류 교정
(티타늄위브 3mm)

교정하고자 하는 부위를 별(*) 모양으로 섹셔닝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모류를 교정하는 방법
※응용 테크닉: 앞머리 모류교정, 제비추리 교정, 가마 가리기, 쌍가마 없애기, 부분탈모 가리기, 헤어라인 수정

1

2

앞머리 모류교정: 교정할 모발을 사선방향으로
섹셔닝한다.

3

왼손으로 파지한 모발의 뿌리 가까이에 3mm 티타늄위브
롯드를 넣은 후 받치고 있는 모발을 0도로 내려준다.
글러브를 닫고 3초 뜸을 준다.

4

5

앞순서의 반대방향 사선으로 크로스(X) 시술한다.
완성된 모습은 사진과 같다.

세미 모류 교정
(티타늄위브 5mm)

같은 방법으로 3개에서 5개의 섹션을 사선으로 1차
교정하여 사진과 같은 모양을 완성한다.

6

마지막으로 모류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모류를 교정하고자 하는 마지막 방향)으로
과정2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앞머리 모류교정은 최종적으로 이마방향으로
내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섹션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어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교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3초 뜸 테크닉을 사용해 방향성을 주는 방법
※응용 테크닉: 티타늄위브 3mm 테크닉이 부담스러운 경우, 5mm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모류를 교정할 수 있다.

1

교정할 모발을 꼬리빗 손잡이로 들어올려
모량을 조절한다.

2

3

들어올린 머리를 다른 손으로 고정하고
빗을 넣어 모류 교정할 공간을 확보, 빗은 모
류를 교정할 방향으로 고정해준다.

두피와 빗 사이의 공간으로 롯드를 넣어
글러브를 닫고 3초 뜸을 준다. 이때 텐션조절
을 적절히 해야 자국이 남지 않는다.

4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빗과 함께 롯드를
슬라이딩 한다. 같은 방법으로 3번 정도
시술해주면 자연스러운 시술이 완성된다.

6mm 가르마 뿌리 잡기
1

모발 아래에서부터 섹셔닝 후 6mm 티타늄위브 글러브로
고정한다.

2

받치고 있는 손으로 0도 방향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3초 뜸 후 글러브를 열어 옆으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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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석하고 갈라진 모발,
촉촉한 여신 머릿결로 바꿔주는
모발관리 4단계

STEP 1

STEP 2

보습도 세정부터,
피지와 미세먼지를 깔끔하게 OUT!

좋은성분만 골라서
모발에 꼭꼭 채워넣기!

당연한 얘기지만 두피와 모발 관리는 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귀찮더라도
매일 저녁 머리를 감고 완벽하게 두피를 건조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샴푸는
세포가 재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머리
를 감기 전 모발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빗질을 해주면 두피와 모발
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고 동시에 두피의 혈액 순환을 돕는
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위해서는 수분과 영양이 빠져 푸석거리고 거칠어진 머
리에 단백질을 채워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모발의 강도와 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구성 성분인데 모발 속을
채우고 있던 단백질이 빠지고 나면 중간에 빈틈이 생겨 모발이 금세 처지고
늘어질 뿐만 아니라 웨이브도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 건물도 기초공사가 중
요하듯이 모발에도 반드시 단백질이라는 Foundation이 있어야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왼쪽부터 ATS 리페어 테라피 샴푸 피부
와 유사한 PH4.5~5.5 처방의 순한 샴
푸로 알칼리 성분의 잔류물을 확실하게
제거해주어 잔류물질로 인한 추가 손상
을 방지해준다. 모공세정에 탁월한 효능
이 있는 탄산수를 함유하고 있어 모공까
지 깨끗하게 세정해준다. 모로칸오일 클
래리파잉 샴푸 딥클렌징 포뮬러가 모발
과 두피를 가장 깨끗하게 세정해주어 밸
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풍부한 영
양의 아르간 오일은 물론, 아보카도 오일,
라벤더 및 카모마일 추출물 등이 함유되
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깨끗하게 세
정될 수 있도록 해준다. 염색 모발의 컬
러를 보호하며 염색, 펌 등 화학적 시술
전에 사용하면 더욱 좋다. 리빙프루프 리

왼쪽부터 ATS 인큐어 CMC 페리시아, 켈
리울, 위트 프로테인 성분이 손상된 모발
에 빠르게 침투, 내부 간충물질의 회복
을 도와 근본적인 모발개선을 도와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로 가꿔준다. ATS 베리
어 트리트먼트 케라틴과 밀단백질 성분
이 모발의 모피질 내외부에 영양을 공급
하여 손상된 큐티클 회복에 즉각적인 도
움을 주며, 모발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모발속부터 영양 성분을 채워주고
코팅막을 형성하여 차분하고 부드러운
모발로 유지시켜 주는 컨디셔너 겸용 제
품으로 사용이 간편하다. 모로칸오일 리
스토러티브 헤어 마스크 모로칸오일 리스
토러티브 헤어 마스크는 5~7분 사용으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윤기와 활력을

22

스토어 샴푸 화학시술로 인한 손상모발
을 회복시켜주는 리빙프루프의 리스토
어 라인 첫 단계인 리스토어 샴푸는 손상
된 모발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활력을 회
복시켜 스타일링하기 쉬운 모발로 만들
어준다. 리빙프루프 PhD 샴푸 깨끗하고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주는 리빙프루프
PhD 샴푸는 깨끗한 세정력뿐만 아니라
특허성분 OFPMA 보호막 성분이 미세먼
지와 기름기를 차단하여 깨끗한 모발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준다.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풍부한 영양의 아
르간 오일과 셰어 버터 및 단백질 성분들
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모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칠고 부
스스한 손상 모발을 위한 팁으로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를 1~2 펌프 정도 믹스
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다. 리빙프루프 리스
토어 마스크 트리트먼트 모발의 회복을 도
와주는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마스크 트리
트먼트는 모발을 강화시켜주며 앞으로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빛나고 건강한 모발
로 만들어준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
되는 실리콘이나 오일 성분을 전혀 사용
하지 않고, 우리 모발에 있는 아미노산 성
분과 유사한 과학적인 성분으로 모발을
확실하게 강화시켜 준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러나 변신이 거듭될수록 반복되는 헤어 시술에 점점 망가져갈 수 밖에 없는 머릿결.
이렇게 잦은시술로 손상된 머릿결을 되돌리고 싶다면 꼼꼼한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 영양이 빠져 푸석거리고
갈라지는 머릿결을 모발속부터 차곡차곡 채워 부드럽게 가꿔줄 헤어 제품으로 빈틈 없는 모발 보습관리 4 STEP.
또다른 변신을 위한 손상모 케어 솔루션 4단계로 갈라지고 푸석거리는 모발을 윤기나고 찰랑거리는 여신 머릿결로!

STEP 3

STEP 4

유효성분이 빠져나오지 않게
모발 보호막 형성!

드라이어 열기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줄 마지막 단계!

흔히 컨디셔너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컨디
셔너는 모발에 꼭 필요한 제품중 하나이다. 좋은 제품으로 힘들게 채워준 단
백질이 쉽게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발 표면 정리와 코팅막이 필요
한데, 컨디셔너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샴푸로 인해 열린 큐티클을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닫아주고 모발에 코팅막을 형성해준다. 또한 컨디셔너의
산성성분이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손상모발의 최대 적이라 할 수 있
는 모발 엉킴도 줄여준다.

블로우 드라이 전, 젖은 머리에 오일타입 에센스를 발라준다. 오일타입 에센
스는 수분을 모발 안에 가둬주는 역할을 해주어 블로우 드라이시에 수분 손
실을 최소화 하고 부드럽게 스타일링 할 수 있게 해준다. 모발에 수분이 많
을수록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샴푸 후 타월 드라이만 가볍게 해준 뒤 바르는
것이 좋다.

왼쪽부터 ATS 리페어 테라피 마스크 화
학시술로 끊어지고 갈라진 모발에 실
크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성분이 모발 내
부 단백질과 지질을 보충하여 집중적으
로 케어해주며, 망고씨드 오일이 거칠어
진 큐티클을 매끄럽고 윤기나게 정리해
준다. 모로칸오일 모이스처 리페어 컨디
셔너 화학적 시술로 손상된 모발에 적합
한 모로칸오일 모이스처 리페어 컨디셔
너는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주는 아르간
오일과 더불어 케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
발 본연의 컬러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컨디셔너 마
스크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오래도록 지
속시켜 주는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컨디

왼쪽부터 ATS 스타일뮤즈 리액션 오일
재생효과가 탁월한 동백오일과 수분보
습이 뛰어난 아보카도 오일 성분이 건조
한 모발에 강력한 보습효과와 부드러움
을 제공하고, 윤기를 강화시켜 준다. 열
기기 사용전 젖은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
하듯 발라주면 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해
주며, 비타민 E 성분이 천연의 수분 증발
차단막을 형성하여 자외선 차단에도 도
움을 준다.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아르
간 오일을 기본으로한 헤어 케어 제품의
리더격으로 전세계에 아르간 오일 열풍
을 불러온 제품이다. 헤어 스타일링의 가
장 기본적인 제품으로 드라이 시간을 단
축시켜 주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보
다 윤기나고 부드러운 머릿결로 관리가

셔너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부드
러움과 광택을 살려준다. 리스토어 라인
은 꾸준히 사용할수록 다공성 모발을 완
화해주어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켜 준다.
리빙프루프 PhD 컨디셔너 손상모발용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볼륨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면 리빙프루프 PhD 컨디셔
너를 추천한다. 리빙프루프 PhD 컨디셔
너는 모발을 매끄럽게 하며 볼륨감과 손
상된 모발의 회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멀티 컨디셔너이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
하여 오래 사용할수록 더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 준다.

쉬워진다. 모로칸오일 히트 스타일링 프
로텍션 열기기로부터 모발을 보호하여
손상을 방지해주며 풍성한 컬을 오랜시
간 유지시켜 주는 열기기 전용 제품. 최
대 220℃까지 열에서 모발을 보호해주
며 스타일링 전 10cm 단위로 넓게 모발
을 나누고 한번씩만 가볍게 분사해준 뒤
스타일링을 연출해준다. 리빙프루프 리
스토어 인스턴트 리페어 리빙프루프 리
스토어 인스턴트 리페어는 타월드라이
후 손상이 심한 모발 끝부분에 사용하면
모발 끝의 갈라짐이 완화되고 손상된 모
발을 회복시켜주어 부드러운 모발을 연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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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FOLISH OIL - S
[ALL SCALP]
60ml

EXFOLISH OIL - M
[SENSITIVE SCALP]
60ml

EXFOLISH OIL
두피회복의 첫단계, ATS 퍼스티지 엑스폴리시 오일

3

2

1

restoresh
bresh

01

재생/영양

잦은 시술과 여름철 자외선 등으로
손상된 모발에

지성

화학적 시술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고
약해진 모발에 케라틴, 콜라겐 등의 영양을 공급하여
손상된 모발 회복을 도와주는 리스토리시 라인

과도한 피지와 땀 분비로
청결유지가 어려운 두피에

1 리스토리시 샴푸 / 손상
되고 약해진 모발에 펜타
마린,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스위트 아몬드씨
추출물 등의 영양성분을
공급하여 손상된 모발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2 리스토리시
마스크 / 케라틴과 콜라겐
등의 영양성분이 모발 속
을 채워 손상된 모발을 강
화시켜주며, 실리콘 무첨
가 제품으로 유분감 없이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건
강한 모발로 개선을 도움.

상쾌하고 건강한 두피로 가꿔주고,
피지 분비를 완화시켜 두피를 건강하게
개션시켜주는 브레시 라인

2

1 브레시 샴푸 / 두피의 불순물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과다 피지와 각
질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보습작용을 도와 탄력있고 깨끗한 두피로
가꿔 줌. 2 브레시 마스크 / 두피 트러블을 진정시키며, 과잉 피지를
조절해주고, 세포재생 유도에 도움을 줌. 3 브레시 세럼 / 두피에 영
양을 공급하고 피지 밸런스를 맞춰주며, 모공 수축을 도와 두피 탄력
을 강화.

livesh

02

모근강화

두피 기능이 저하되어 가늘어지고 힘
없는 모발에
약해진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여 밸런스를 조절,
생기있는 두피로 가꿔주어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버시 라인

1

03

perstige

O’SPA

program

1

여름철 두피 관리! ATS 퍼스티지 오스파
프로그램으로 산뜻하게 두피 리프레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무더운 날씨에 피지분비가 넘치는
지성두피, 잦은 시술로 힘없이 가늘어진 모발, 지치고 민감해진
두피 등 여름철 두피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민에 따른 맞춤형
ATS 퍼스티지 제품에서 그 시원한 해답을 찾아보자!

2

제품문의 ｜ 02-545-2170 ｜ www.create.co.kr

3

exfolish

스케일링

끈적이고 답답한 두피를 말끔하게
두피의 릴렉싱을 유도하고 피지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두피 건강 회복의
첫 단계, 엑스폴리시 라인

1 리버시 샴푸 / 두피의 노폐물 배출 유도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펜타마린 조
성물이 새로운 세포 성장을 도와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 2 리버시 토닉 의약외품 /
모근을 강화하고 쿨링효과를 제공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두피의 재생능력을 활성화시
켜 탈모방지 및 양모 효과에 도움을 줌. 3 리버시 세럼 /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모근을
건강하게 하고 모공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줌.

1 엑스폴리시 오일 S (모든
두피) / 에센셜 오일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및 새로운 세
포 성장 촉진을 위한 노폐물
을 제거. 2 엑스폴리시 오일
M (민감성 두피) / 에센셜 오
일과 펜타마린 성분이 노폐
물 제거 및 두피 진정과 피
부 재생을 도움.

1

2

04

ATS 멤버쉽 살롱

높은 고객 평가도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라벨르 헤어
라벨르 헤어는 고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와 함께
ATS의 다양한 제품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높은 고객 호응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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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멤버쉽 살롱 인천 "라벨르 헤어"
라벨르 헤어는?
라벨르(La Belle)는 불어로 '미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라벨르 헤어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찾아준다는 이념을 갖고 있다. 1:1 맞춤 서비스로 두피진단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진행,
두피와 모발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S 제품을 쓰게 된 계기와 이유
이전에 디자이너로 일하며 여러가지 제품을 다
양하게 접해보았지만 ATS가 제품력이 가장우수
하다고 느껴진다. 손상, 윤기,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특히, 스타일뮤즈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스타일링 제품이라고 생각
한다.

ATS의 다양한 라인중
추천하고 싶은 제품
퍼스티지 리버시 라인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탈모증상을 호소하
는 30대 초반의 남성 고객이 있었는데, 퍼스티
지 리버시 라인으로 주 1회씩 두달 동안 한번도
빠짐 없이 두피관리를 받고 나서는 확연히 눈
에 드러날 정도로 좋아졌다. 고가의 다른 제품

도 많이 권하고 판매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빠
른 효과를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고객의 만
족도도 굉장히 높아 시술해주는 입장에서도 무
척 뿌듯했다. 그 이후로 라벨르를 방문하는 모
든 고객들에게 ATS 제품을 적극 추천하게 되
었고, 지금도 ATS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ATS 제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TS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다른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패키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디스플레이 해뒀
을 때 돋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에 비해 즉각적
인 효과로 인해 고객 호응도가 좋아 점판에도
유리하다.

라벨르 헤어만의 특장점
카페 같은 분위기와 깔끔하게 잘 정돈된 ATS
제품들로 인해 고객에게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
를 심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규정의
살롱 분위기로 직원들부터 딱딱하지 않고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어 그 분위기가
고객에게까지 전해져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고객들에게 ATS 퍼스티
지 스파 오일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두
피진단을 통해 두피타입에 맞는 ATS 퍼스티지
샴푸를 사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살롱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헤어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분야인 만큼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여 익히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온라인에서 트렌드 자료 조사를 통해
직접 연습하며 기술과 트렌드를 함께 습득하기

ATS 퍼스티지 리버시 샴푸/토닉/엠플

도 하며, 트렌드 세미나를 비롯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열펌과
염색 분야의 교육위주로 듣고 있으며, 현재 ATS
맥스 MC 라인 교육을 통해 복구펌을 시술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제품에 관심이 많아 다양
한 제품을 사용해보기도 한다.

앞으로의 계획
무엇보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고객을 정직
하게 대하는 것이 고객에게 신뢰를 받고 살롱
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뛰어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의 관계를 형성하고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 그
것이 소박하지만 쉽지 않은 라벨르 헤어의 단
기간의 집중과제이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점차 규모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고, 어느새 라벨르 헤어 2호점, 3호점에
서도 고객들을 만나볼 수 있을거라 믿는다.

라벨르 헤어 이효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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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O2O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다
O2O(Online-to-Offline)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요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택시 콜 서비스, 모바일 배달주문
서비스, 부동산 거래 서비스 등이 바로 O2O 서비스라 할 수 있다.

O2O 서비스들은 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 직장인들의 주 사용으
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보다 많은 판매를 통한 매출 향상 효과를, 모바일
에 친숙한 사용자에게는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뷰티업계에도 예약과 결제를 한번에 가능케하는 O2O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뷰티 O2O 서비스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하여 세계 속 뷰티 O2O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시
간을 갖고자 한다.

일본 <핫페퍼뷰티>

"마약 같은 존재"
일본의 리크루트홀딩스가 출시한 일본 최대
헤어&미용 뷰티살롱 검색 및 예약 서비스인
핫페퍼뷰티는 올해 3월 기준, 약 3만개의 샵
과 12만명의 스타일리스트가 등록되어 있으
며, 연간 3천만건의 예약, 40억엔 매출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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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014년 기준)했다.
예약관리시스템인 살롱보드의 운영으로 매
장정보, 직원정보, 메뉴정보는 물론 매장에
서 발행한 쿠폰과 매장의 포토갤러리 등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핫페퍼뷰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역 검색
기반으로 미용실을 검색하거나, 매장에서
시술한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고 디자이너를

선택하여 예약을 하게 된다. 또 헤어상태나
조건 등을 검색하여 큐레이션 예약하는 방
법도 있다.
매장은 핫페퍼뷰티에 입점하기 위해서 게재
기간별로 요금제를 선택하여 입점하게 되고,
노출 등급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하면 상위
노출을 통해 좀더 많은 고객을 유입 할 수
있다.
일본의 핫페퍼뷰티는 일본 내에서 "마약같은
존재"라고 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
는데, 해당 서비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의 경우, 월간 80명 이상의 신규고객을 유치
할 정도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유럽 <트리트웰>

"재방문 고객 증대 효과"
유럽 최대 헤어&미용 뷰티살롱 검색 및 예
약 서비스 '트리트웰'은 2만개 샵에 12만명
의 스타일리스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2천
만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약 1억8천만 달러의 예약금액
달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트리트웰은 입점만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패키지와 추가비용을 낼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프로 패키지 총 2가지 프로그램
패키지로 나뉜다.
트리트웰의 특징은 입점 매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권이 있다는 것이다. 고
객이 선불권을 통해 예약 및 결제를하면 입
점 매장을 선불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럽 내에서는 트리트웰 서비스에 대해 "재
방문 고객수가 늘어 좋다"고 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약간의 효과 차이는 있다.

미국 <스타일시트>

"뷰티샵 광고 채널로 최고"
미국 전 지역을 통틀어 최대 헤어 및 미용
뷰티 살롱 검색 예약 서비스인 '스타일시트'
는 모바일 앱의 세련된 UI와 UX를 자랑한다.
타깃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매장에서 진행
할 수 있고, 스타일시트에서는 고객에게 입
점 샵 추천서비스를 진행하여 더 많은 샵 서
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스타일시트는 결제가 기본 조건은 아니지만
첫 예약에 대한 결제는 반드시 스타일시트
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스타일시트에 대한 미국 내 뷰티샵들의 평
가는 샵 홍보용으로 다양한 마케팅 툴이 내

장되어 있어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광고
용도로는 좋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뷰
티 O2O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서비스 초읽
기에 들어갔다. 7월부터 서비스되는 카카오
헤어샵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하여 헤어샵
탐색 및 예약, 결제 서비스될 예정으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카카오헤어샵> “가성비 극강 헤어샵
홍보 플랫폼의 등장”
국내 4천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
오톡에서 서비스되는 ‘카카오헤어샵’은
국내 미용실의 지속 성장 및 사업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채널로 꼽히고
있다.
‘카카오헤어샵’은 카카오톡에서 헤어샵
을 탐색하고, 예약, 결제까지 하는 서비스로
위치기반 검색부터 상호, 지역, 거리순, 인기
순 등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성별,
길이, 스타일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터링하
여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찾아 예약
할 수 있다.
7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헤어샵은 그
동안 헤어샵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등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했던 것을 대
폭 줄이고 가성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헤어샵의 주요 고객층인 20~30대 여성의
소비에 앞선 정보 탐색 활동은 갈수록 활발
해지고 있다. 모바일에서의 사전 체험, 즉
타인의 리뷰나 소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O2O 서비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리뷰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용자의
이런 사전 정보 탐색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
킨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
는 예약을 진행하게 되며, 예약이 활발해지
면 정확한 예측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
어샵의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수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고객은
자신보다 늦게 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객이 원하는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춰나가보자.
자료제공
(주)하시스 헤어짱(www.hairzz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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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리에이트 A.S문의 02-549-9355 / 제품문의 02-5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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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외선 아래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
여름철에는 보통 휴가를 위해 해변이나 수영장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야외 활
동시에는 두피와 모발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손상
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강한 자외선은 모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큐티클 층과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여 모발의 탄력이 떨어지고 색상이
탈색될 수 있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 소독 성분이 강한
수영장 물은 모발의 건강을 헤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고통이 느껴지지만 모발은 인체에
서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모발 건강을 피부보다 덜 챙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un Protection
야외 활동전 모발 케어법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자외선이 모발과 두피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해주는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벗어야 하는
경우 모발 보호 기능을 가진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 자외
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도록 한다.
1. ATS 스타일뮤즈 리액션 오일
비타민 E 성분이 천연 수분 증발 차단막을 형
성하여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준다. 스타일뮤즈
라인의 대표 성분인 Triple Mandarin Complex(만
다린수+만다린추출물+만다린껍질추출물)가 큐
티클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결합조직의 손상
을 예방해준다.
2. ATS 퍼스티지 하이드래시 비비 미스트
모발에 윤기를 부여하고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에 영양을 공급하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발로
가꿔준다. 비타민 E 성분이 천연 수분 증발 차
단막을 형성하여 자외선 차단에 도움을 주며,
가벼운 사용감으로 여름시즌에 산뜻하게 사용
하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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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로칸오일 글리머 샤인 스프레이
헤어 스타일링 가장 마무리 단계에 쓰이는 모
로칸오일 글리머 샤인은 모발을 보다 윤기 있
고 활력이 넘치게 연출해 준다. 풍부한 영양의
아르간 오일,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
되어 있어 깔끔하고 빛나는 모발 연출에 도움
을 준다. 또한 외부 환경 자극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무알콜 제품이다.
4.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인스턴트 프로텍션
헤어 스타일링 가장 마무리 단계에 쓰이는 리
빙프루프 리스토어 인스턴트 프로텍션은 모발
을 보다 윤기 있고 활력이 넘치게 연출해 준다.
풍부한 OFPMA 특허성분이 모발에 보호막을
생성하여 열과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
며 윤기있고 부드러운 모발로 연출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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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un Care
야외 활동 후 모발 케어법
2

올바른 샴푸법
샴푸시 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꼬집듯 주무르고 지그시 누르
는 셀프 마사지를 함께해 두피
기초 체력을 향상시켜 자외선에
강한 두피를 만드는 것이 좋다.
수영장 물의 소독약 화학 성분
과 바닷물의 염분이 모발의 단
백질을 손상시켜 모발을 건조하
게 하므로 미지근한 온도의 깨
끗한 물로 모발 및 두피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샴푸
후에는 두피까지 완전히 건조시
켜, 두피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
은 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1. ATS 리페어 스파 샴푸
뜨거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모발은 푸석거리고 두피는 자극과
함께 땀과 피지분비를 촉진시켜 두
피를 오염시킨다. ATS 리페어 스파
샴푸는 탄산수가 외부오염물 및 노
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멘톨&
스피어민트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
해 뜨거워진 두피를 진정시켜 준다.
망고씨오일과 라렌듈라꽃 추출물이
푸석거리는 모발에 수분과 윤기를
부여한다.
2. 모로칸오일 클래리파잉 샴푸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오염된 모발

과 두피는 좀 더 깨끗하게 세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모로칸오일 클래
리파잉 샴푸는 딥클렌징 포뮬러가
모발과 두피를 가장 깨끗하게 세정
해주어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풍부한 영양의 아르간 오일은
물론, 아보카도 오일, 라벤더 및 카
모마일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영양
을 공급하는 동시에 깨끗하게 세정
될 수 있도록 해준다.
3. 모로칸오일 리페어 샴푸 & 컨디셔너
모로칸오일 모이스처 리페어 샴푸
& 컨디셔너는 두피와 모발을 부드
럽고 깨끗하게 세정해 준다. 풍부한
영양의 아르간 오일과 더불어 케라
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모
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 본연의
컬러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4. 리빙프루프 PhD 샴푸 & 컨디셔너
미세먼지, 기름기 등 여러가지 환
경적인 요인으로 오염된 모발과 두
피를 깨끗하게 관리해줄 필요가 있
다. 하루종일 깨끗하고 건강한 모발
로 관리해주는 리빙프루프 PhD 샴
푸는 깨끗한 세정력과 함께 OFPMA
특허성분이 모발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어 미세먼지와 기름기 등의
오염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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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어 마스크 사용
손상된 모발을 현미경으로 자세
히 보면 케라틴(단백질 성분)이
빠져나가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손상된
모발에는 케라틴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후처리로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케라틴 성분이 풍
부한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헤어 컨디셔너로 마무리 해줘야
정전기를 방지하고 윤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1. ATS 퍼스티지 리스토리시 마스크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은 ATS 퍼스
티지 리스토리시 마스크는 논실리
콘 제품으로 모발과 두피에 함께 사
용하는 제품이다. 실리콘으로 인위
적인 부드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발속부터 채워 손상된 모발을 강
화시켜 건강한 모발로 가꿔주며, 무
거운 유분감이나 번들거림 없이 볼
륨감을 살려주면서도 모발을 매끄
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2. ATS 퍼스티지 카미시 마스크
손상된 모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
백질이지만 단백질이 유실되지 않
게 만드는 것은 보습성분이다. ATS
퍼스티지 카미시 마스크는 두피에
서 모발까지 사용하는 마스크로 알

로에 성분과 펜타마린 성분이 두피
를 진정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히
아루론산과 콜라겐 성분이 모발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3. 모로칸오일
리스토러티브 헤어 마스크
모로칸오일 리스토러티브 헤어 마
스크는 5~7분 사용으로 모발에 영
양을 공급하여 윤기와 활력을 되찾
는데 도움을 준다. 풍부한 영양의
아르간 오일과 셰어 버터 및 단백질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모
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거칠고 부스스한 손상 모발을
위한 팁: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를
1~2 펌프 정도 믹스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다.
4.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마스크 트리트먼트
리빙프루프 리스토어 마스크 트리
트먼트는 5~10분 사용으로 손상되
어 약해진 모발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 모발에 있는 단
백질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성분으
로 끊어진 단백질을 다시 결합시켜
모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
와준다. 리스토어 샴푸 & 컨디셔너
와 함께 사용하면 모발회복에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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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칸오일 인살롱 이벤트
살롱의 스타일리스트 및 모든 살
롱 고객들에게 모로칸오일 베스
트 셀링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로칸오
일 인살롱 이벤트가 6월부터 성
황리에 진행 중이다. 이벤트 당
일에 사용되는 모든 모로칸오일
제품(클렌징 및 스타일링 제품)
은 당사에서 100% 지원한다. 프
리미어 헤어 브랜드 모로칸오일
의 공식 구매처로 홍보가 가능하
여 살롱 이미지 및 신뢰감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
< 이벤트에 사용될 모로칸오일 제품들

clinic program
모로칸오일 인살롱 이벤트 클리닉 프로그램

Smooth

REPAIR

HYDRATION

부스스하고 손상된 모발용
스무딩 샴푸, 리스토러티브
헤어 마스크, 스무딩 마스크,
스무딩 컨디셔너,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약하고 손상된 모발용
모이스처 리페어 샴푸, 리스
토러티브 헤어 마스크, 인텐
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모
이스처 리페어 컨디셔너, 모
로칸오일 트리트먼트

모든 모발용
하이드레이팅 샴푸,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하이드
레이팅 컨디셔너,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하이드레이팅 스
타일링 크림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로
칸오일 트리트먼트 미니
어처 모로칸오일 트리트
먼트 오리지날 10ml, 모
로칸오일 트리트먼트 라
이트 10ml

고객 시술시 사용되는
모로칸오일 백바 샴푸
& 컨디셔너 모로칸오
일 모이스처 리페어 샴
푸 1L, 모로칸오일 모
이스처 리페어 컨디셔
너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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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인들을 위한 친선과 화합의 장
“제 9회 그리에이트배 미용인 골프대회” 성료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9
회째를 맞은 그리에이트배 미용인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청도 캐슬렉스 리조트에서
진행된 그리에이트배 골프대회는 미용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에이트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이다.
1회 때에는 약 100명 정도의 참가 인원으로 크
지 않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열띤 호응에 힘
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발전하며 올해는
17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
었다.
신페리오 우승 - 유하형 원장
(LG 55인치 OLED 곡면 TV + 사운드바)

신페리오 준우승 - 이성자 원장
(삼성 지펠 냉장고)

메달리스트 - 김경옥 원장
(LG 그램 노트북)

일차
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으로 9시 35분에 출발하는 일정으
로 아침 7시에 인천공항에 모여 각자 가지고 온
개인짐과 골프장비를 부치고 입국 심사와 보딩
을 진행하였다. 공항에서부터 연신 밝은표정의
참가자들은 그리에이트에서 이번 대회 참가자들
에게 증정한 ATS 퍼스티지 카미시 샴푸&마스크
키트가 어떤 제품인지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비행기 탑승 + 리조트 이동
면세점 쇼핑과 식사 등 자유로운 시간을 잠시 가
진 뒤, 보딩 시간에 맞춰 전원 탑승구에 모여 골
프대회 장소인 청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시
간이 1시간 가량 지연되었지만 이마저도 친교의
시간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미용인들의 모습이
무척 훈훈했다. 약 1시간 가량의 비행시간 동안
이미 여러 번의 대회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이 다
수 있어 이번 대회의 우승 상품에 대해 본사 직
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표현
하고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연습 라운드 및 1일차 마무리
청도공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캐슬렉스 리조트
에 도착 후 숙소 배정을 하고 가져온 짐들을 풀
었다. 리조트에서 한식으로 준비된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몸을 풀고 코스를 체크하기 위해 27
홀 연습 라운드에 들어갔다. 미리 배정해둔 조별
로 스카이, 힐, 밸리, 레이크 4개 코스에서 가벼
운 라운딩을 즐기며 다음날 있을 정식 대회를 준
비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용인이다 보니 평
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본업에서 벗어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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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해 보이는 밝은 표정이 무척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라운딩을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미용인들끼리 회포를 풀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대회가 다음날 일찍 시작되
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 첫날 공식일정은
일찍 마무리되었다.

진행을 맡았던 최홍림과 트로트 여제 한수영이
축하무대를 선보였다. 그리에이트 골프대회에
자주 참가하는 미용인들은 매년 와도 매년 신나
고 즐겁다며, 그리에이트 골프대회가 끝나고 하
는 그리에이트인의 밤 행사가 골프대회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일차
고별 라운드 및 해산

일차
제 9회 그리에이트배 골프대회 진행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새벽에 온 비로 인해
대회 진행이 어려워질까 우려했지만, 대회시간
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돕는듯 다행이도 비가 그
쳐주었다. 오히려 흐린 날씨로 인해 눈부시거나
자외선에 피부가 탈 걱정 없이 최상의 컨디션에
서 라운딩 할 수 있었다. 오전 7시까지 아침을
먹고 강당에 모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진 뒤, 리조트 앞으로 이동해 골프대회를 기념
으로 제작한 모자를 나누어 주고 단체사진을 촬
영했다. 그리에이트 박진태 이사는 개회사로 참
여 미용인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되고, 버기카를 타고 각자 지정된 홀로 이동
했다. 대회는 신페리오 핸디 적용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라운드 시작은 샷건으로 모든 홀에서
동시에 플레이 하였다. 대회 초반, 간혹 실수로
인한 샷들도 종종 나오기는 했지만 이 또한 행사
의 일부로 받아 들이면서 라운드에 집중하는 모
습은 여느 때보다 더욱더 치열한 결과를 사전에
예견하게 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대회 진행
동안에 미용인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유
감없이 드러냈으며 또한 그리에이트 골프대회의

기본 취지인 미용인들의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
래 미용인들만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유
감없이 보여주었다.

마지막 날 아침,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이른 조식
을 먹은 뒤 이번 대회 일정의 마지막 고별 라운
드를 진행했다. 짧고 아쉬웠던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어느새 친해진 미용인들끼리 서로 편하게
농담도 주고 받으며 더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을 한 뒤,
빠듯한 일정 뒤라 피곤할텐데도 불구하고 한시간
남짓 걸리는 공항 이동까지 서로 도우며 본사 직
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청도공항으로 이동

그리에이트인의 밤 행사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 되고, 시상을 위해 스
코어 집계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의 아쉬움을 달
래며 승패를 떠난 우정의 라운딩을 진행하였다.
우정의 라운딩까지 모든 골프 스케줄이 끝나고
그리에이트 본사에서 준비한 저녁 부페와 함께
골프대회 시상식과 그리에이트인의 밤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개그맨이자 프로골퍼인 최
홍림 프로의 사회 아래 진행된 시상식 및 그리에
이트인의 밤 행사에서는 대회 결과에 따라 많은
미용인들이 시상을 받았다. 제 9회 그리에이트배
골프대회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준 H 스타일
헤어 살롱 삼천점의 유하형 원장이 영예의 우승
을 차지하여 LG 55인치 OLED 곡면 TV와 사운
드바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외에도 6명의 미용인
들이 입상하여 다양한 부상을 받았으며, 즉석 이
벤트를 통해 모로칸오일 파우치 세트와 ATS 퍼
스티지 세트가 제공되기도 했다. 행사 막바지에

했다. 4시 10분 비행기에 올라 인천공항에 6시
40분에 도착하여 늦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
쉬운 듯한 마지막 인사를 서로 건네며 내년에 또
보자는 덕담을 주고 받았으며, 대회 주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본사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인사
도 빼놓지 않았다. 행사를 주관한 그리에이트 담
당자는 미용인들에게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리
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골프대회지만 참가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행사를 준비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 그리에이트배 미용인 골프대회는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지만, 1년 뒤 2017년에 드디오
10회째를 맞게될 그리에이트배 골프대회는 더
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미용인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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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styling
01

Best Item

얼루어, 패키지도
제품명도 없는 제품에
상을 주다

리빙프루프의 첫 번째 제품 노 프리즈 너리싱 크림이 개발된 후,
제품의 내용물만 실험 용기에 담아서 잡지사 얼루어로 보내지
게 되었다. 과거 30년간 타사 브랜드들이 실리콘과 오일에 의존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이 제품의 특허성분 OFPMA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얼루
어가 패키지도, 제품명도 없는 제품에 뷰티상을 준 첫번째 케이
스가 되었다.

02

덥고 습한 여름에 대처하는
헤어 스타일링 비밀 병기, 노 프리즈

벌써 덥고 습한 여름이 시작됐다. 강렬한 태양과 높은 습도는 불쾌 지
수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
오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하는 리빙프루프가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하고 아름다운 헤어를 유지할 수 있는 노 프리즈 제품을 소개한다.

제니퍼 애니스톤,
노 프리즈 제품과 함께
공동 소유주가 되다

제니퍼 애니스톤은 영화 We're the Millers 촬영 차 온도와 습도
가 높은 노스캐롤리나의 윌밍턴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리빙프루
프 노 프리즈 제품을 쓰게 된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앞머
리 가발은 부스스해지고 노 프리즈 제품을 쓴 자신의 모발은 여
전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걸 발견하고 제품의 탁월한 효과를 스
스로 경험한다. 이후 제니퍼 애니스톤이 먼저 리빙프루프에 문을
두드리고 결국 모델 겸 공동소유주로 자리잡게된다.

" 리빙프루프는 여성들이 가지는 제품 한 병에 대한 기대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담은 한병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

03

습기를 차단하여
하루 종일 건강하고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 유지

노 프리즈 라인의 주요 성분 OFPMA는 습기와 외부 오염물질 차
단을 비롯하여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이 성분은 모
발 한 올 한 올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여
습한 날씨나 비 오는 날에도 부스스함 없는 매끈한 헤어 스타일
을 유지시켜준다. 샴푸에서부터 시작해 컨디셔너, 스타일링 크
림 순서로 함께 사용하면 보다 조밀한 보호막을 만들어 더욱 효
과적으로 습기를 차단하고 오랫동안 헤어 스타일을 지속시킬 수
있다. 습하고 뜨거운 여름철에도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모발을 원
한다면 지금부터 스마트한 리빙프루프 노 프리즈 제품으로 대비
하자.
OFPMA가 우리 모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습기 차단 ▶ 부스스함 방지 ▶ 건강한 모발

리빙프루프 노 프리즈 라인

OFPMA 보호막으로
차단된 머리카락

▶

샴푸
컨디셔너
리브-인 컨디셔너
웨이트리스 스타일링 스프레이
너리싱 스타일링 크림
휴미디티 쉴드

236ml
236ml
118ml
200ml
236ml
188ml

35,000원
35,000원
35,000원
52,000원
52,000원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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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캐나다

몽골 - 울란바토르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집트

파키스탄

홍콩
베트남

미국

일본 - 도쿄

중국 - 청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그리에이트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며, 한국의 스타일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CREATE GLOBAL PARTNER
순수지사

경기

GLOBAL

강남지사
강동지사
강북지사
성북지사
강서지사
남부지사
서부지사
중부지사

02-421-4402
02-470-4833
02-993-4428
02-926-1239
02-2607-1300
070-8885-0952
070-7625-0295
02-323-4402

인천1지사
인천2지사
성남지사
경기지사

032-514-4402
032-426-7283
031-751-2599
031-471-4402

일산지사
수원지사
의정부지사
김포지사
평택지사
구리지사

1577-5391
031-235-4401
031-853-0188
1599-1041
031-655-4402
070-4119-4114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강동구,성동구,광진구,하남시
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
동대문구,중랑구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부천시
관악구,동작구
관악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중구,
종로구,용산구
인천시
인천시
성남시,광주시
안양시,군포시,시흥시,광명시,
과천시,안산시,의왕시
파주시,고양시
수원시,용인시,화성시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
김포시
안성시,평택시,오산시
구리시.남양주시

강원
충청
대전
대구
경상

부산
울산
광주
전라도

제주

원주지사
춘천지사
청주지사
천안지사
대전지사
대구1지사
대구2지사
포항지사
구미지사
김해지사
창원지사
부산1지사
부산2지사
울산지사
광주1지사
광주2지사
전주지사
목포지사

033-762-4127
033-241-4060
043-292-1874
041-577-5080
042-254-9121
053-428-1313
054-465-1031
054-274-9785
010-5848-0278
055-339-6080
055-296-7077
051-634-2591
051-819-1511
052-272-8838
062-364-0909
062-371-7914
063-251-1308
061-283-7660

제주지사

064-726-4402

원주시,제천시
춘천시,홍천군
청주시,충주시,공주시,세종시
천안시,아산시
대전시
대구시
대구시
포항시,경주시
구미시,김천시
김해시,양산시
창원시
부산시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광주시
전주시,남원시,정읍시
목포시,무안군,영광군,해남군,
완도군,진도군
제주시,서귀포시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리점
경기
이천 대리점
강원도 강릉 대리점
경상도 통영 대리점
진주 대리점
진주 대리점
안동 대리점
전라도 익산 대리점
순천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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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38-0327
033-645-6546
055-646-0908
055-763-0863
055-759-9974
010-4112-5343
063-842-5521
061-723-0664

이천시,여주시
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
통영시,거제시
진주시,사천시
진주시
안동시
익산시,군산시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파키스탄
호주
이집트

appreciate your business
Weand
hope to continue serving you
in the future.

CREATE NEWS
2016 그리에이트 파타야 해외연수 & Mask Festival
헤어뷰티 전문 기업 그리에이트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용인들
과 함께 파타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파타야 해외연수는 그리에이트에서
오랜 기간 해마다 진행해 온 전통있는 행사로 관광과 체험뿐만 아니라 그리
에이트 해외연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미용인들의 아이디어와 실력을 겨루
는 콘테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연수 참가자들은 파타야에서 럭셔리 요트투어와 스노클
링, 낚시. 전통 안마, 알카자쇼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한때를 지냈던 한편 셋
째날에는 그리에이트 해외연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콘테스트에 참
여했다. 매년 컨셉이 바뀌는 콘테스트의 이번 주제는 인기 프로그램인 복면
가왕을 모티브로한 "Mask Festival for Pricess Makers" 이었다. 약 3시간여의
시간동안 조별로 모델을 정하고 스타일링한 뒤 런웨이 무대와 컨셉 설명에 이르기
까지 미용인들은 가감없이 숨겨둔 끼와 재능을 표출했다. 대망의 1등상은 파인애플
을 연상케 하는 비쥬얼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10조가 차지하
며 부상으로 조원들 모두 티타늄매직미러를 받았다. 이외에도 2등, 3등, 4등상에 따
른 부상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콘테스트에 참
가한 미용인들은 신선한 가면 페스티벌이 주는 즐거움과 푸짐한 상품에 높은 만족
도를 보여주었다. 그리에이트에서 미용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
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그리에이트의 다른 행사들에 대
해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에이트, Team C-ATS 1기 발대식 및 1회차 교육 진행
그리에이트에서는 지난 4월 25~26일, 본사 사옥 헤어아트 센터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Team C-ATS의 발대식
과 함께 1회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ATS의 김지명 부장은 이번 Team C-ATS 1기에 선발된 것에 대한 축하와 감사 인사와
함께 현장에 최적화된 인재들에게 다양한 방면의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향상시켜 함께 더 활동적이고 생동
감 넘치는 실전 테크닉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Co-work을 통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 Team C-ATS는 그리에이트 전국 40여개 지사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테크니컬 분야와 크리에이티브 분야 그리고 초청 강사와 함께하는 스페셜 티칭 분야에
거친 전반적인 과정이 2016년 12월까지 1박 2일, 총 5회차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Team C-ATS
의 First Create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테크니컬 팀과 크리에이트 팀으로 나누어져 1년 동안 그리에이트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연간 활동에 필요한 제품과 함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들중 한명은 그리에이트
아트 디렉터로 선정되어 1기 리더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그리에이트 Team C-ATS 1기 참가자는 "이렇게 체계화되고 디테일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에 그리에이트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의 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Team C-ATS는 이후로도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2기 Team C-ATS는 올해 12월에 공개모집 할
예정이다. [3회차: 8월 29,30일 / 4회차: 10월 24,25일 / 5회차: 12월 26,27일] 문의: 그리에이트 / 02-511-4402

건강한 모발을 위한 힐링 케어 'ATS 리페어 스파 샴푸' 출시
프로페셔널 헤어 케어 브랜드 ATS는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로 지친 두피와 모발의 빠른 회복을 돕는 손상 모발 케
어 신제품 'ATS 리페어 스파 샴푸'를 출시했다.
신제품 ATS 리페어 스파 샴푸는 열에 약한 모발과 잦은 시술로 손상된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건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손상 모발 케어 제품으로,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이 깔끔한 세정 효과와 동시에 부드러운 컨디
셔닝 효과를 준다. 또한 멘톨 성분과 스피어민트오일 성분이 두피에 시원한 쿨링 효과를 선사할 뿐 아니라 풋풋하
고 향기로운 애플 프레쉬 향까지 더해 오랫동안 청량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풍부한 영양 공급을 통한 모발 건강 회복효과와 상쾌한 쿨링 효과로 자극 받은 두피를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ATS
리페어 스파 샴푸는 국내 유명 헤어 살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ATS, 02-54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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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AVE
PERM
MACHINE

웨이브마스터

IRON FOR
STRAIGHT
OR
WAVE
STYLING

뉴퀵셋팅펌

티타늄매직미러
[41mm / 24mm / 라운드]

보스 제너럴
[41mm / 24mm]

셋팅펌펌

보스 프리미엄
[41mm / 24mm / 라운드]

CUENIC

트윈벨 플러스

미니미니인멀티펌

플랫마스터
[41mm / 24mm / 14mm]

티타늄볼륨매직
[라운드]

세라매직퀵
[43mm / 29mm]

세라매직스타일링
[라운드 / 삼각]

GLOSS

큐닉
[01-280ml / 02-280ml /
03-280ml]

큐닉 스트롱
[01-280ml / 02-280ml]

크리닉 치오
웨이브 로션
[01-100ml / 02-100ml]

크리닉 시스테인
웨이브 로션
[01-100ml / 02-100ml]

ATS
uni fever

클래식 볼륨
스트레이트 크림
[01-400g / 02-400g]

퍼펙트 스트레이트 크림
손상모용 / Damaged
[01-500g / 02-500ml]

ATS
perstige

패션 컬러
[80g]

그레이
패션 컬러
[80g]

산화제 3, 6, 9%
[1,000ml]

스칼프 헬퍼
[150ml]

샤인키퍼
[150ml]

부스팅 앰플
트리트먼트
[12ml]

퍼펙트 블리치
[500g]

엑스폴리시
오일 S
[60ml]

엑스폴리시
오일 M
[60ml]

ATS
stylemuse

파워 홀딩 왁스
[20g/100g]

클래식 컨트롤 왁스
[100g]

하드 팝핀
[100g]

볼류마이징
컬크림
[40ml/150ml]

모이스처라이징
멀티크림
[150ml]

ATS
MAX

리액션 오일
[15ml/100ml]

액티브 픽서
[250ml]

파워
스프레이
[300ml]

컨트롤
스프레이
[300ml]

ATS

P1
MAX POWER 1
[500ml]

R1
MAX REGULAR 1
[500ml]

MC
Multi Controller
[500ml]

L2
MAX LIQUID 2
[600ml]

C2
MAX CREAM 2
[600ml]

리페어 테라피
샴푸/마스크
[600ml/1,000ml]

리페어 스파
샴푸
[1,000ml]

아미노
매트릭스
[310ml]

필업
[310ml]

MOROCCANOIL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라이트
[125ml]

스무딩
샴푸·컨디셔너
[각 500ml]

스무딩 로션
[300ml]

스무딩 마스크
[250ml]

하이드레이팅
샴푸·컨디셔너
[각 500ml]

하이드레이팅
스타일링 크림
[300ml]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보습)마스크
[250ml]

웨이트리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250ml]

클래리파잉 샴푸
[각 500ml]

LIVING PROOF

PhD 5-인-1
PhD 나이트 캡
PhD
리스토어 인스턴트
PhD
리스토어 리스토어 마스크 리스토어
노 프리즈 노 프리즈 리브-인 노 프리즈 웨이트리스 노 프리즈 너리싱 노 프리즈
컨디셔너
스타일링 스프레이 스타일링 크림 휴미디티 쉴드
샴푸·컨디셔너 스타일링 트리트먼트 오버나이트 퍼펙터 드라이 샴푸 샴푸·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인스턴트 리페어 프로텍션 헤어스프레이 샴푸·컨디셔너
[118ml]
[118ml]
[198ml] [각 236ml/1000ml] [227g]
[118ml]
[188ml]
[118ml]
[200ml]
[236ml]
[188ml]
[각 236ml/1000ml]
[각 236ml/1000ml]

THERMAL
HOOD
DRYER

CARE
MACHINE

스윙터치 3D

HAIR
DRYER

스윙벨

IRON FOR
WAVE
STYLING
OR
PERMANENT

03미스티머

티타늄위브
[3,5,6,8,10,12,14,16,18,20,22mm]

케어마스터

뉴컬링아이롱
[20mm / 25mm / 30mm]

그리에이트 1800

티타늄컬링미러
[24mm / 28mm / 32mm]

컬링스토리(통/마샬)
[20mm / 25mm / 30mm]

ATS
newborn

퍼펙트 스트레이트 크림
건강모용 / Normal
[01-500g / 02-500ml]

리버시
샴푸
[250ml/1,000ml]

리버시
토닉
[60ml]

크리닉 셋팅 펌펌
손상모용 / Damaged
[01-150ml / 02-150ml]

크리닉 셋팅 펌펌
건강모용 / Normal
[01-150ml / 02-150ml]

리버시
카미시
세럼
샴푸
[9ml x 8ea] [250ml/1,000ml]

카미시
마스크
[250ml]

크리닉 아이롱 펌펌
[01-100ml/150ml
02-100ml/150ml]

카미시
브레시
세럼
샴푸
[9ml x 8ea] [250ml/1,000ml]

빌더/푸셔/키퍼
[630g/640ml/630g]

브레시
마스크
[250ml]

브레시
리스토리시 리스토리시
세럼
샴푸
마스크
[9ml x 8ea] [250ml/1,000ml] [250ml]

아미노 샴푸
[250ml,640ml]

퓨리시
샴푸
[250ml]

퓨리시
마스크
[250ml]

폴리싱 마스크
[250g,630g]

하이드래시
비비 미스트
[150ml]

액티베이터 오일
[100ml]

하이드래시
비비 오일
[100ml]

스파 오일
[60ml]

ATS
re:flash

1제 (스트레이트/저항성모/건강모/손상 연모/손상 경모)
[400g]

2제 (리퀴드/크림)
[400g]

아쿠아 트리트먼트
[200ml, 400g]

케라틴 픽서
[200ml, 400g]

제로 워터
[200ml, 400g]

트리트먼트
[400g]

힛팅 밤
[50g]

LE’ess

컨트롤 버퍼
[310ml]

모이스처 리페어
샴푸·컨디셔너
[각 500ml]

인큐어 CMC
[950ml]

리스토러티브
(재생) 마스크
[250ml, 500ml]

베리어
트리트먼트
[950ml]

엑스트라 볼륨
샴푸·컨디셔너
[각 500ml]

루트 부스트
[250ml]

트윙클 매직 볼륨
스트레이트
[500g]

볼류마이징 무스
[250ml]

히트 스타일링
프로텍션
[250ml]

프리즈 컨트롤
[100ml]

롤링 컬
(건강모N/손상모D)
[300ml]

글래미 컬
[300ml]

빙글
[150ml]

비니·빈티지
스타일
[120ml]

인텐스 컬 크림 컬 디파이닝 크림 컬 컨트롤 무스
[250ml]
[150ml]
[300ml]

콜라겐
PPT
[250ml]

몰딩 크림
[100ml]

콜라겐
PL30
[250ml]

스타일링 젤
[180ml]

콜라겐
라즈베리 샴푸,
리모델링 시트 팩
컨디셔너
[250sheet(40ml)] [1,500ml]

글리머 샤인
[100ml]

풀
풀 루트 리프팅 풀 씨크닝 풀 씨크닝 컬 컨디셔닝 컬 디탱글링 컬 리브-인 컬 디파이닝
컬 인헨싱 스타일｜랩 엠프 인스턴 스타일｜랩 프라임 스타일｜랩 플렉스 스타일｜랩 스트레이트 스타일｜랩 인스턴트
무스
컨디셔너 스타일링 크림 스타일링 무스 트 텍스처 보률마이저 스타일 익스텐더 쉐이핑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텍스처 미스트
샴푸·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크림
워시
린스
[246ml]
[149ml]
[236ml]
[57g]
[148ml]
[188ml]
[148ml]
[각 236ml/1000ml] [163ml]
[109ml] [340ml/1000ml] [340ml]
[236ml]
[179ml]

루미너스 헤어
스프레이 스트롱
[330ml]

컨트롤
헤어스프레이
[249ml]

컨트롤
블로우아웃
[148ml]

모발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깊고 선명한 다이아몬드빛 컬러

차원이 다른 컬러감의 ATS 유니피버는
ATS만의 독보적인 Double Gloss Veil 효과로
컬러 시술 후 열과 결합시
모발에 드라마틱한 윤기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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