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IENDERMA的作用就是使皮 和身 回 本身的健康

，FRIENDERMA致力于制造出 一生中都 得 意有

效的皮 理及修 品，我 保 皮 的特性和

需求，提供最安定的皮 &身 用的 天然 品。



Low hazard Moderate hazard High hazard

EWG HAZARD SCORE KEY



natural  resources
프랜더마의 99%
천연시리즈
내 츄 럴 리 소 시 즈

｜

｜ ｜



Looking for solutions from the nature FRIENDERMA
leads the way EWG green grade ingredient with our faithful belief

내 츄 럴 리 소 시 즈 제 품

140ml

Damask Rose & YlangYlang
Cleansing Foam

Frienderma Natural Resources
Super Radiant Moisture Surge Skin

Frienderma Natural Resources
Super Radiant Silky Velvet Lotion

Frienderma Natural Resources
Ultimate Enrich Watery Cream

120ml

50ml





草本薰衣草系列

：薰衣草

 ｜

｜  ｜

｜  ｜

herbal lavender



botanical garden 



｜ ｜

FRESH & DEEP CLEANSING SOOTHING WITH PURE ESSENTIAL OILS - Pure and Cool found MENTHOL as our
best recipe which is helpful deep cleansing into the pore and it is effective to soothing of sensitive scalp restoration.
Our best solution for our scalp health is given by lowering the temperature of the skin containing a good elasticity.

pure and cool





HOTEL AMENITY

아이템별

용량별



HOTEL AMENITY
300ml

500ml

800ml

1L

甘菊

容量



Promise you better comfortable convinienceCo-work & Partnership



www.Instagram.com/frienderma_

｜ Address : 45,Centum dong-ro 
                   Haeundae-Gu, Busan, Korea
                   #48059
｜ Partner number : 1544-4184 
｜ Fax : +82-51-462-9487
｜ E-mail : sales@frienderma.co.kr

Instagram

www.frienderma.co.kr
www.friendermaamenity.co.kr

Homepage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농심 호텔

팔레드시즈 해운대

더시티세븐풀만 창원

골든튤립M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역삼

캘리포니아 호텔 서초

크라운하버 호텔

보리 호텔

베니키아마리안느 호텔

스위트낙산 호텔

아이스퀘어 호텔

리디자인 호텔

제주그라벨 호텔

아만티 호텔

베스트웨스턴 호텔 서면

베스트웨스턴 호텔 해운대

베스트웨스턴 호텔 포항

베스트웨스턴 호텔 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 군산

베스트웨스턴아리랑힐 동대문

극동 스포츠

차움 스파

풀빌라소랑

남촌 골프클럽

동촌 골프클럽

일동레이크 골프클럽

양양 골든비치 골프클럽

드비치 골프클럽

동훈힐마루 골프클럽

포천힐스 골프클럽

포천 아도니스 골프클럽

베이사이드 골프클럽

시엘 골프클럽

에이원 골프클럽

블루원 경주 골프클럽

블루원 상주 골프클럽

블루원 용인 골프클럽

블루원 경주 콘도

블루원 경주 워터파크

Supply Performance



www.frienderm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