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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없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낼 수 있는 손톱 광택기

사용 전 사용 후

불균일하고 주름이 있는 손톱 표면은

빛을 불규칙하게 반사하여 탁하고 광택이 없으며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균일하고 평평한 손톱 표면에 거울처럼

빛이 반사하여 표면이 반짝이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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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유아용 손톱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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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을 받은 치발기 재질의

안전한 실리콘 케이스

유아용 손톱 관리기 최초

KC 안전평가 시험 통과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아이가 물거나 손으로 잡아도 안전함

사용자 제한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아기 손톱 관리 가능



피부 쓸림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각질 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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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 습식

모두 사용 가능

위생적이고

간편한 세척

보관이

용이함

피부 손상이 없으며

발을 불릴 필요 없이

언제든 손쉽게 사용 가능

흐르는 물에 손쉽게 세척이 가능

알코올 세척을 하여도 제품의 변

형이 없음

세척 후 그물망 케이스에

깨끗하게 보관 및 건조

사용 전

사용 후



반도체 포토 에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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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포토 에칭 기법을 적용한 특허제품

RoHS 유해성분 검사를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



필-오프 타입 수성 영양 메니큐어

주요성분이 물로 구성되어 무독성으로 부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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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후에 스티커 타입으로 바뀌어 필-오프타

입으로 간편하게 떼어내면서 제거

손톱 건강을 위한 천연 영양성분 함유



필오프 타입
수성 영양 메니큐어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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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l



네일 및 핸드 100% 천연 오일 에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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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큐티클과 푸석하고 건조한 손톱에 영양을 주는 천연 오일

천연오일로 손톱, 피부, 큐티클에 고보습 고영양

햄프오일, 코코넛오일, 시어버터, 비타민 E 

대용량 – 10ml

천연 허브 향수 기능

롤 온 타입 (roll on type)으로
손등, 손톱, 팔꿈치 등 건조한 부위 롤링 마사지



씻을 수 없는 제품엔 세니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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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15X20 cmMedium

25X30 cm

Large
30X40 cm

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99.9% 살균

(파우치 안에 30분 이상 보관 시)

인체에 무해하며, 살균 · 멸균 기능을 가진 물질을 진공 방식으로 충진한 파우치

장소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



위생적인 휴대용 화장품 쁘띠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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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

포장

가격

쁘띠라엘은 안전하게 포장해

휴대가 용이하고 위생적임

파우치별 브러쉬가 들어있어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사용가능

실용성↑ 

포장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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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네일 샤이너 종류

HS Code : 7020.00-9000

다양한 디자인 및 OEM 제작 가능

13*56 mm

13*89 mm

13*89 mm

13*112 mm

13*112 mm

12*138 mm

46.5*46.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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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네일 샤이너 패키지

Product Size : 13*88*3mm
PP case Size : 19*94*8mm
Weight : 14g
IN Box : 100 pcs / G.W 1.4kg

176*315*96mm
CT Box : 800 pcs / G.W 15.2kg

360*330*395mm

Bulk
벌크

Epoxy bulk                
애폭시 벌크

HS Code : 7020.00-9000

Nude nail OPP
누드네일 오피피

Product Size : 13*88*3mm
PP case Size : 19*94*8mm
Weight : 15g
IN Box : 100 pcs / G.W 1.4kg

176*315*96mm
CT Box : 800 pcs / G.W 15.2kg

360*330*395mm

Size : 185*70*8mm
Weight : 13.6g                 

NDGS-TR802
단박스

Size : 62*145*23mm
Weight : 30g
IN Box : 50 pcs / G.W 1.8kg

335*250*145mm
CT Box : 200 pcs / G.W 8.2kg

520*345*330mm

NDGS-TR801
블리스터

Size : 60*150*8mm
Weight : 20g
IN Box : 50 pcs / G.W 1.3kg

170*315*90mm
CT Box : 400 pcs / G.W 10.5kg

360*330*395mm                 

CD301                
신데렐라

Size : 73*195*10mm
Weight : 29.3g
IN Box : 100 pcs / G.W 3.2kg

556*208*144mm
CT Box : 400 pcs / G.W 14kg

570*435*295mm                 

NDGS-TR803
이중게또

Size : 85*168*11mm
Weight : 31.2g
IN Box : 50 pcs / G.W 1.8kg

510*174*92mm
CT Box : 500 pcs / G.W 19kg

526*376*480mm

Display box : 90*105*268mm

Display box : 205*70*210mm

운송 파렛트 정보

옵션 1. 1100*1300

옵션 2. 1100*1100

최대 5단 적재

카툰박스 규격에 따라

최대 적재 수량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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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럽 패키지

Product Size : 73*195*10mm
Weight : 24.4g
IN Box : 100 pcs / G.W 2.7kg

556*208*144mm
CT Box : 400 pcs / G.W 10kg

570*435*295mm

BN-301
Beberuv Nail (Single)
베베럽 네일 (단품)

BN-302
Beberuv Nail (Standard)
베베럽 네일 (표준)

HS Code : 7020.00-9000

BN-303
Beberuv Nail (Set)
베베럽 네일 (세트)

Product Size : 113*201*13mm
Weight : 52.4g
IN Box : 100 pcs / G.W 1.4kg

176*315*96mm
CT Box : 800 pcs / G.W 15.2kg

360*330*395mm

Size : 185*70*8mm
Weight : 13.6g
IN Box : 100 pcs / G.W 1.4kg

176*315*96mm
CT Box : 800 pcs / G.W 15.2kg

360*330*39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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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질 제거기 패키지

HS Code : 7020.00-9000

Size 
13*143*3mm

Product Size : 70*180*8mm
Weight : 30g                 

TRIKERAl OPP
트리케라 발각질 제거기 오피피

Product Size : 85*186*22mm
Weight : 54g
IN Box : 36 pcs / G.W 2.5kg

556*208*136mm
CT Box : 144 pcs / G.W 10kg

570*435*295mm

TRIKERA
트리케라 발각질 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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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7020.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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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매니큐어 패키지손 · 발 세트 및 POP

Product Size : 50*155*170mm
Weight : 68.5g
CT Box : 30 pcs / G.W 23kg

570*435*295?mm

Lovely Nail&Foot
러블리 네일앤풋

Product Size : 235*110*260mm
Weight : 80g (제품 없이)
손톱광택기 단박스, 
각질제거기 단박스
각 3개씩 배치 가능

POP
피오피 제품 진열대 (종이)

Product Size : 60*20*165mm
Weight : 56g

Fingertreat oil set
핑거트릿 오일 세트

Product Size : 60*20*165mm
Weight : 225g
Component : 수성 매니큐어 4개,    

미니 손톱광택기 1개

Fingertreat peel-off type manicure
핑거트릿 필 오프타입 매니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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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타이 패키지

HS Code : 4202.9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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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라엘 패키지

HS Code : 3304.99-9000

IN Box : 255*185*220mm
S : 30pcs / 1,250g
M : 25pcs / 1,150g
L : 30pcs / 1,350g

CT Box : 515*375*450mm
Number of inbox : 2*2*2 = 8
S : 240개, 11,000g
M : 200개, 10,200g
L : 240개, 11,800g

Sani-tie
세니타이

S, M, L cover package size
210*160*2mm

CT Box : 600 pcs 
450*330*195mm

Weight : 2ml G.W 6.5kg
10ml G.W 11.5kg

10ml products : Sunblock, BB cream, CC 
cushion.
2ml products : All except 10ml products. 

PETITE LAEL
쁘띠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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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현황

다인스 수출국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페루, 브라질, 벨기에, 독일, 스웨덴,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0여 개국

다인스 진출국
미얀마, 라오스, 인도, 영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터키, 이란, 멕시코,  
몽골, UAE, 이집트, 알제리, 가나, 싱가포르, 카타르, 몰디브 등 20여 개국



THANK YOU

www.dain-s.com

070-8873-6400        031-233-9852                     fpdtop@da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