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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개서
'청정섬 제주의 美'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립니다.

제이팜 시트러스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연을 느껴보세요.

We would like to bring you the beauty of the 
uncontaminated island of Jeju.
Experience the true beauty and the nature with 
J’farm citrus.

J' farm citrus



'청정섬 제주'를 담은 제이팜시트러스는 
한국 고유의 감귤천연추출물을 적용한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오랜 역사로부터 전해오는 인체 친화적인 천연추출물을 사용하여 
생분해도가 높아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의 친화를 추구합니다.

'청정섬 제주의 美'를 여러분께 선사해 드립니다.

제이팜시트러스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과 자연을 느껴보세요.

최근 감귤 쥬스의 선호도가 높아져 과육은 농축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감귤껍데기는 일정 부분만 사용되고 대부분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5만여 톤의 감귤껍질이 해양투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보고 
감귤껍질을 자원화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천연 감귤화장품 브랜드인 
제이팜 시트러스(J'farm citrus)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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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farm citrus



Hair Shampoo

Hair Conditioner

J Farm Citrus

제이팜시트러스(J' Farm Ci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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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팜 시트러스 헤어 샴푸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 컨디셔너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 샴푸는 제주감귤추출물과 제주감귤오일을 첨가하여 비타

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과 같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두피와 모발에 부여하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두피관리를 도와주며 모발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다양하게 함유된 허브 추출물들은 찰랑거리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시켜 드
립니다. 또한 일상생활로부터 오염된 두피와 모발을 자극 없이 청결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 컨디셔너는 제주감귤추출물과 제주감귤오일을 첨가 
하여 모발에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과 같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부여하고 샴푸 후 모발 보호와 건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 
하여 차분하고 광택 있는 모발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마치현추출물과 여러 가지 허브 추출물을 함유하여 두피 자극을 완화 
시켜주고 부드럽고 건강한 모발로 가꾸어 드립니다. 

제주감귤 오일 함유

제주감귤 오일 함유

노폐물 제거

모발 윤기유지

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두피밸런스 유지

모발 보습

모발 영양공급

모발 영양공급

제주 감귤은 제주도의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 화산 토양,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로 재배되어 
귀중하게 수확되었습니다. 제주 감귤의 상큼한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테라피 기능을 하고 있
어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피부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피부표면 스트레스 완화작용으로 피부가 부드

럽고 매끄러워집니다. 헤스페리딘 성분이 함유되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즙 수분이 많아 보습 능력이 탁월합니다.

용량: 500ml 16.91FL.OZ

용량: 500ml 16.91FL.OZ

J' farm ci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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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팜 시트러스 바디로션은 제주감귤추출물과 제주감귤오일을 첨가

하여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과 같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피부에  
부여하고 샤워후 수분을 잃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과 천연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이  
첨가되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 드리며 사용감이 산뜻하여 피부타입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허브 추출물이 함유되어 건
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주감귤 오일 함유

보습효과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피부 영양 공급

피부 보호막 형성

제이팜 시트러스 바디워시는 제주감귤추출물과 제주감귤오일을 첨가 
하여 피부에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과 같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부여합니다. 다양한 허브 추출물은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여  
드리며 또한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 관리를 도와주고 피부를 촉촉 
하고 부드럽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제주감귤향오일의 향이 샤워 시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제주감귤 오일 함유

보습효과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노폐물제거영양공급

용량: 500ml 16.91FL.OZ 용량: 500ml 16.91FL.OZ

Body Wash

제이팜 시트러스 바디 워시
Body Lotion

제이팜 시트러스 바디 로션



제이팜 시트러스 퍼펙트 클린 포밍 클렌저는 제주 감귤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자극을 
줄여주며,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이 생성되어 모공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여 드립니다. 
코 및 그 주위에 과도한 피지로 인한 노폐물을 제거하여 드리며 사용후에도 당김이  적습니다. 
제주 귤오일, 스윗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히알루론산, 멀티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비타민과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보습효과가 뛰어나 피부

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드립니다. 알란토인과 녹차추출물이 피부의 자극을 줄여주며 피부

의 건강을 유지하여 드립니다

제주감귤 오일 함유

모공케어

피지제거

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딥 클렌징

각질제거

용량: 180ml 6.08FL.OZ

Foaming Cleanser

제이팜 시트러스 퍼펙트 클린 포밍 클렌저
Hand Cream

제이팜 시트러스 쉐어버터 핸드크림

제이팜 시트러스 쉐어버터 핸드크림은 제주감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가볍고 끈
적이지 않으며 촉촉함을 오랜시간 느낄 수 있는 핸드크림입니다. 보습효과가 우수

한 쉐어버터가 다량 함유되어 건조하고 거칠어진 손에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를 보
호하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제주 감귤오일 뿐 아니라 아몬드, 해바라기씨, 포도씨, 
아르간 오일 등이 자연스런 보호막을 형성하여 손과 네일, 큐티클층을 보호하고 영
양을 공급하여 갈라지고 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제주감귤 오일 함유

피부 보호막제주감귤 추출물 20% 함유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피부 영양 공급

유기농 Shea Butter(20%) 함유

보습효과

용량: 70ml 2.46F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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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erine Balm

제이팜 시트러스 텐저린 밤

100% 유기농 쉐어버터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강력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며 감귤오일이 함유되어 상쾌하고 산뜻한 
느낌을 선사하는 고보습 멀티 유즈 밤 입니다. 

유기농 Shea Butter 99% 함유

피부 보호막 형성천연 제주 감귤 오일 첨가

보습효과

피부 영양 공급

용량: 20ml 0.7FL.OZ

Hair & Body Miniatures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바디 
미니어처 4종(여행용)

50ml 작은용량으로 여행, 출장, 외출 시 휴대용으로 적합

합니다.

헤어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로션

용량: 50ml X 4ea

Hair & Body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바디 헬스케어 4종세트

귀하신 분들게 값진 선물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리미엄 
Gift Set입니다.(선물케이스 + 쇼핑백 구성)

헤어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로션

용량: 500ml X 4ea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 헬스케어 2종세트

제이팜 시트러스
바디 헬스케어 2종세트

제이팜 시트러스
헤어&바디 헬스케어 2종세트

헤어샴푸, 컨디셔너

용량: 500ml X 2ea 

바디워시, 로션

용량: 500ml X 2ea 
헤어샴푸, 바디워시

용량: 500ml X 2ea 



CERTIFICATION

에코온 (Eco-on)의 '제이팜 시트러스' 감귤화장품이 2016년 3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제언론인 클럽주관으로 열린 '2016 글로벌 브랜드 대상'
에서 제조, 유통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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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인증서

에코온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상표등록증(제이팜시트러스) 
제 40-1208169호

서비스표등록증(에코온)
제41-0383402호

공장등록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한-중, 한-아세안, 한-EU)

중국 위생허가 (CFDA) 인증서
(총 7종)

ExhIbIT

2017.02.20 

ing~

2018. 08. 28

싱가포르 전시회

백화점 전시

중국 연길무역투자박람회(왕홍마케팅)

· 현대백화점(목동점, 판교점)
· 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수원점, 대전타임월드점)
· AK PLAZA(분당점, 구로본점, 수원점, 평택점)
· 갤러리아 면세점

· SM면세점(인사동점)
· 청주공항면세점

· 제주 켄싱턴리조트(E-Land 그룹)



CONTACT Us

에코온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스타기업관(B동) 213호

T e l  : 043-213-5157

F a x  : 043-213-3576

E-mail  : combat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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