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iCalm
SCALP

CLEANSERS
S C A L P

C L E A N S E R S

두피캄�스칼프�클렌저

“SMART SCALP CLEANSING”
“NON-IRRITATING SCALP CLEANSING”

두피캄 제품은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식물성 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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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세요?
두피를 관리하세요!”
“Do you dye your hair?
Take care of your sca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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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클렌저가 왜 필요한가요?

염색 후 두피에 남아 있는 염모제 성분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두피 트러블이 반복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색 후

두피캄 사용 후

두피캄 스칼프 클렌저
사용 후 깨끗해진 두피

염색 후 두피에
남아 있는 염모제

두피캄 원액의 염모제 제거 효과

1. 염모제 도포 후 30분 경과

2. 샴푸 후

3. 두피캄 원액으로 염모제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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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 후

INGREDIENTS | 성분

레몬

LEMON

쑥

치자

MUGWORT

GARDENIA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두피캄 앰풀 스칼프 클렌저



PLANT EXTRACT

식물�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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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

BLACK RICE

DupiCalm

Foam Scalp Cleanser

두피캄 폼 스칼프 클렌저

FOR SENSITIVE SCALP

민감성 두피용

DupiCalm

Foam Scalp Cleanser Cool
두피캄 폼 스칼프 클렌저 쿨

FOR GENERAL SCALP

일반 두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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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진정에 효과적인 앰풀형]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두피캄 앰풀 스칼프 클렌저

#

염모제 제거용 두피 세정제

염색 후 두피에 남아있는 염모제 성분을 씻어냄

# 두피캄은 샴푸와 컨디셔너(린스) 사이에 사용
#

사용 후 두피 청량감을 오래 지속

고농축 식물 추출물 함유용

식물 추출물 성분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한 일회용 고농축 앰풀

# 거품이 없는 두피 클렌저

식물 추출물 자체가 세정제 역할

# 식물 추출물 성분들의 효능으로 두피 트러블의 진정
염색 후 생길 수 있는 두피 트러블의 진정에 더 효과적

# 저자극, 약산성

식물 추출물 희석액은 저자극, 약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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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간편한 폼형]

두피캄 폼 스칼프 클렌저

염모제 잔류물 제거로 염색 후 두피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예방
식물 추출물(레몬, 치자,쑥, 흑미) 함유
사용방법이 간편한 거품형

샴푸와 컨디셔너(린스) 사이에 사용
저자극, 약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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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풀 사용법

두피캄은 염색 후 샴푸와 컨디셔너 사이에 사용합니다.

100cc

1. 물 100ml에 앰풀 희석

2. 두피 전체에 도포

염색 후 하루 1회씩, 연속 5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필요하면 염색 후 하루 2회(아침, 저녁) 사용합니다.

3. 곧바로 헹굼

정기적으로 염색하거나, 민감성 두피일 때는 매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식물 추출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이 변화할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폼 사용법

1. 염색 후 샴푸를 하고,
거품을 짬

3. 염모제 잔류물
제거 확인

2. 두피에 문지름

일반적으로 염색 후 하루에 1회 사용하세요.
두피 트러블이 심할 때는 하루 2회(아침, 저녁) 사용하세요.
거품의 양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염색하는 경우엔 매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샴푸 후 물기 있는 두피에 곧바로 사용하세요.
거품색상의 변화로 두피의 세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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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흐르는 물로 헹굼

제품사양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Cat.No. DASC02

DUPICALM
FOAM SCALP CLEA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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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No. DFSC150

제 품 명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DASC)
용
수

제 품 명 DupiCalm Foam Scalp Cleanser (DFSC)

두피캄�앰플�스칼프�클렌저 (DASC)
량 0.8ml (0.03 FL OZ)
량

용

2회분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Cat.No. DASC10

수

수

Cat.No. DFSCC150

제 품 명 Foam Scalp Cleanser Cool (DFSCC)

두피캄�앰플�스칼프�클렌저
량 0.8ml (0.03 FL OZ)
량

용

10회분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Cat.No. DASC20

수

20

제 품 명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DASC)
용
수

두피캄�앰플�스칼프�클렌저

량 0.8ml (0.03 FL OZ)
량

량 1개입

DUPICALM
FOAM SCALP CLEANSER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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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DupiCalm Ampoule Scalp Cleanser (DASC)
용

두피캄�폼�스칼프�클렌저

량 150ml (5.07 FL OZ)

2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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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캄�폼�스칼프�클렌저�쿨

량 150ml (5.07 FL OZ)
량 1개입

디피캄 TEL: 053-629-7783 | E-MAIL: dpcalm@dpcalm.com
경북�경산시�어봉지길 285-10 (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 517호
DPCALM TEL: +82-53-629-7783 | E-MAIL: dpcalm@dpcalm.com

#517, 285-10, Eobongji-gil, Gyeongsan-si, Gyeongsangbuk-do, 38578, Rep.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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