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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FRESHNESS.
PEAK EFFICACY.

절정의 신선함. 
절정의 효능.



- Brand Story

PEAK FRESHNESS. 
PEAK EFFICACY.

절정의신선함으로절정의효능을만듭니다.



- Brand Identity

Simple,
Original,

sioris



- Clean Cosmetics

CLEAN COSMETICS
Fresh + Safe + Honest

신선, 안전, 정직으로
고객을 위한클린코스메틱을 실천합니다.



CLEAN COSMETICS

01 Fresh

우리땅의제철 원료를 사용합니다. (In-seasonPlant TM)

원료와 성분의제조일자까지관리합니다.

제조한지1년이 지난 제품은 출고하지않습니다.

신선
제철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1년의 약속’을 지킵니다.

- Clean Cosmetics



합성 성분은 멀리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자연 성분만 사용합니다.

CLEAN COSMETICS

02 Safe
안전

자연에서유래한 성분을사용합니다.

유해성 논란이있는 성분은 사용하지않습니다.

천연 방부제와천연향을사용합니다.

- Clean Cosmetics



제품을 정직하게 만들고
성분과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꼭 필요한제품만 중복 없이 만듭니다.

함량을 정확하고투명하게표기합니다.

효능을 과장하거나눈속임을 하지 않습니다.

CLEAN COSMETICS

03 Honest
정직

- Clean Cosmetics



- Campaign

for
Environment 
& Nature
Conservation
시오리스는
자연과 환경 사랑을 실천합니다.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유기농업 지원 프로젝트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 사용 금지

자원보호 실천



- In-season plant TM

첫 번째 이야기
전남 광양

매실
두 번째 이야기
제주

유자
세 번째 이야기
제주

알로에

In-season plantTM, 시오리스는우리땅에서유기농법으로재배한 제철 원료를 주원료로사용합니다.



- Product

시오리스신선도99%
천연유래성분100%
유기농성분61%
pH 농도5.69 (약산성)

#약산성클렌징밀크
#로션타입
#마카다미아씨오일



Time is 
running out
mist
100ml
18,000 KRW

토너, 미스트, 세럼이하나로!
언제어디서나간편하게사용하
는촉촉한오일미스트

#3초미스트
#안개분사
#광양매실수

* 미니사이즈제공(30ml)

시오리스신선도99.7%
천연유래성분100%
유기농성분78%

pH 농도5.54 (약산성)

- Product



시오리스신선도99.4%
천연유래성분99%
유기농성분83%
pH 농도4.96 (약산성)

#빛세럼
#인삼세럼

24,000 KRW

- Product



Stay with 
me
day cream
50ml
26,000 KRW

울긋불긋예민하고건조한피부에
수분에너지를촘촘히채워주는
데일리수분크림

#데일리수분크림
#밀키타입
#광양매실수

* 미니사이즈제공(15ml)

시오리스신선도98.5%
천연유래성분100%
유기농성분75%

pH 농도5.20 (약산성)

- Product



28,000 KRW

시오리스신선도98.5%
천연유래성분100%
유기농성분64%
pH 농도5.00 (약산성)

#비정제타마누오일
#호동씨오일

- Product



- Marketing

"시오리스라는 브랜드의 나이트크림. 반했어요!“ (디렉터파이)
"요런 애들이 다 낮은 위험도 성분으로 배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베
리굿!"(디렉터파이)

화장품 성분 분석 중심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렉터파이'가
나이트크림을 피부 장벽 강화에 합격템으로 추천



화장품 성분 분석 중심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렉터파이‘

전체 48개 클렌저 중 2위 차지
디렉터파이의 최애템 선정

- Marketing



- Communication Channel

www.sioris.co.kr
Brand

Clean Cosmetics
Product
Routine
Review

News

www.instagram.com/Sioris_official/

www.facebook.com/sioris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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