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men’s Skincare 

히알루론산 - 수분 보충, 피부노화 방지
아데노신 - 주름개선,콜라겐 합성촉진
녹차 - 유수분 케어, 피부살균
Hyaluronic Acid - Hydration, Anti-aging
Adenosine - Wrinkle Improvement, Hydrolyzed Collagen 
Green Tea - Oil Control, Reassuring

노니 - 항노화, 피부진정

녹차 - 피부미백, 피부진정

아세로라 - 항노화, 항산화

Morinda Citrifolia - Anti-aging, Soothing 
Green Tea - Whitening, Easing Redness
Acerola - Anti-aging, Antioxidant

아데노신 - 주름개선,콜라겐 합성촉진

마카다미아씨오일 - 피부노화 방지, 피부재생

병풍 - 피부진정, 색소침착 방지

Adenosine - Wrinkle improvement, Hydrolyzed Collagen 
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 Anti-aging, Repairing
Centella Asiatica - Reassuring, Whitening

비비에이씨 랩  리커버링 토너 (200ml)

bbac lab Recovering Toner
비비에이씨 랩  리파이닝 토너 (200ml)

bbac lab Refining Toner 
비비에이씨 랩 리커버링 플루이드 세럼 (200ml)

bbac lab Recovering Fluid Serum
비비에이씨 랩 리파이닝 플루이드 세럼 (200ml)

bbac lab Refining Fluid Serum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자연유래성분이 피부결을 정돈
근본적인 피부장벽을 강화
Whitening and anti-aging 
Natural ingredients 
Helping to rebuild the skin barriers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자연유래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킴
피부트러블 개선 
피지컨트롤과 모공축소
Whitening and anti-aging 
Natural ingredients calm the irritated skin
Tight the pores and control sebum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로션, 에센스를 포함한 올인원 세럼
영양, 보습, 탄력, 안티에이징 효과
Whitening and anti-aging
All-in-one Serum that  functions as a lotion and essence 
Hydration, Elasticity, wrinkle improvement and nutrition

미백, 주름 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식물 추출 성분이 트러블 피부 진정시킴 
겔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마무리
피지컨트롤과 모공축소
Whitening and anti-aging, 
Natural ingredients calm the inflammation, 
Fresh finish without adhesive, 
Tight the pores and control sebum

건성, 중성 피부 ㅣ  Normal to Dry Skin

프로폴리스 - 항산화, 피부보습

알로에베라잎 - 수분, 피부진정

보검선인장 - 수분, 항산화

Propylene Glycol - Antioxidant, Moisturizing
Aloe - Hydration, Purifying
Opuntia Ficus - India-Hydration, Antioxidant

bbac lab bbac lab

지성, 트러블성 피부 ㅣ  Oily or troubled skin 



Cleanser MEN’S CARE

과다한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

비타민 성분 함유로 피부를 밝게 해줌

After cleansing that has excess sebum and makeup rashes
Trouble care, tight pores and control sebum

식물 추출물의 성분들이 피부의 보습효과에 영향을 줌

피지분비가 많고 거칠어진 피부를 산뜻하게 클렌징

Natural ingredients to manage the moisturizing from
the inside Cleansing the sebum 

비타민 A,C,E 성분들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 시켜 피부를 밝게 관

리, 천연 미네랄 성분이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줌

Reduce melanin with vitamin A, C and E
Manage the hydration on your skin after cleansing

비비에이씨 랩 닥터 초록 폼 클렌저 (200ml)

bbac lab Dr.CHOLOK Foaming Cleanser 
비비에이씨 랩 닥터 파랑 폼 클렌저 (200ml)

bbac lab Dr. PARANG Foaming Cleanser

비비에이씨 랩 닥터 보라 폼 클렌저 (200ml)

bbac lab Dr. BORA Foaming Cleanser 

지성 트러블 피부에 적합한 폼 클렌저
Suit for oily skin

남성 피부에 적합한 폼 클렌저
Man’s foaming cleanser

중건성 피부에 적합한 폼 클렌저
Suit for normal to dry skin 

프로폴리스 - 항산화, 피부보습
알로에베라잎 - 수분, 피부진정
해바라기씨 - 항산화, 항노화
Propylene Glycol - Hydration, Antioxidant
Aloe - Moisturizing, Soothing
Sunflower Seed - Antioxidant, Anti-aging

알로에베라잎 - 수분, 피부진정
콜라겐 - 피부진정, 탄력촉진
시어버터 - 수분공급,각질완화
Aloe - Moisturizing, Calm irritated skin
Collagen - Elasticity, Soothing
Shea Butter - Hydration, Purifying

비비에이씨 옴므 리프레쉬 올인원 에센스 (200ml)

BBAC HOMME REFRESH ALL IN ONE ESSENCE 
비비에이씨 옴므 모이스춰라이징 올인원 에센스 (200ml)

BBAC HOMME MOISTURIZING ALL IN ONE ESSENCE 

미백,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토너,로션, 에센스의 기능이 하나로! 
은은한 향, 흡수가 빠른 겔타입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결을 고르게 하는 효과
Whitening and anti-aging 
Simplify your skincare routine!
Mild Scent and absorbed immediately by gel-type texture
Antioxidant effect for the pure skin

미백,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잦은 면도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
토너,로션, 에센스의 기능이 하나로!
은은한 향, 흡수가 빠른 겔타입. 수분과 보습효과
Whitening and anti-aging 
Simplify your skincare routine!
Mild Scent and absorbed immediately by gel-type texture  
Hydration and moisturization

bbac lab BBAC



√ 부드러운 발림성 

   끼임없는 벨벳 텍스처를 유지하며 몇 번을 덧 발라도 뭉침이 생기지 않는다

√ 뛰어난 지속성 

   가벼운 코팅력과 보송한 마무리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짐이 적다

√ 선명한 발색력

   매혹적인 입술을 만들어주는 뛰어난 발색효과가 있다

√ Special Texture 

   Glide onto lips, layering to build intensity! 

√ Longware

    Permeated lush pigment that stays put all day long.

√ High Pigment

    A rage of intensely matte shades!

탄력 메이크업 – 펩타이드 성분의 함유로 피부에 탄력을 주어 탱탱한 피부표현 완성

소프트한 사용감 – 가벼운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 

Elastic Makeup -Thanks to Peptuin 9 balance combination
Silky Texture-Natural cover make-up matte finish for transfer-free makeup

비비에이씨 에센셜 틴티드 파운데이션 (30ml)

BBAC ESSENTIAL TINTED FOUNDATION 
비비에이씨 벨벳 립 틴트 (7ml)

BBAC VELVET LIP TINT  

에센스처럼 촉촉하게 발리며,  피부 밀착성이 뛰어나 묻어남이 적고 지속성이 뛰어남
Creamy texture helps to build flawless skin

매혹과 유혹이 만나는 립 컬러의 완성, 내 얼굴의 강렬한 포인트를 연출하는 립틴트, 한번의 터치로 생얼도 빛이 나는 립틴트
Between vivid and nude tone vintage mood, Fine color away from the clasher with skin tone, Permeated smoothly blur effect 

1호 피치코랄 
#1 Peach coral

21호
라이트베이지

#21 
Light Beige

23호
내추럴베이지

#23 
Natural Beige

25호
트루베이지

#25 
True Beige

302호
샌드베이지

#302 
Sand Beige

303호
허니브라운

#303 
Honey Brown

2호 드라이 로즈 
#2 Dry rose

3호 패션 레드 
#3 Passion red

핑크와 베이지의 조화로 

청순한 여성스러움을 연출 

Cozy pink mood permeated 
warm on the lips

잘 말린 장미꽃의 컬러가

매혹적 감성을 표현

Faded dry rose as if 
taken with a film camera

열정과 강렬함이

묻어나는 도발적 컬러

Tone down red combined 
by the warm and red

Make up
BBAC BB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