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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주식회사 아모스프로페셔널                                              2017.03.14 

수    신 환경운동연합 

참    조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제    목 ‘전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2017년 1월 4일자 전자우편을 통해 자사에 요청주신 ‘전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자사에서는 귀 단체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관련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드립니다. 

- 별첨 : 제품 성분 정보 

 

 

4. 자사는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제공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자극 및 

피부 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고객들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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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제품별 성분 정보 

 

 
 

  

제품명

CAS No. 표시명(한글) 표시명(영문) 기능(한글)

7732-18-5 정제수 WATER 용매

9006-65-9 디메치콘 DIMETHICONE 컨디셔닝제

541-02-6 사이클로펜타실록산 CYCLOPENTASILOXANE 연화제

57-55-6 프로필렌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연화제

(380) C13-14이소파라핀 C13-14 ISOPARAFFIN 용매

3055-97-8 라우레스-7 LAURETH-7 계면활성제

9003-05-08 폴리아크릴아마이드 POLYACRYLAMIDE 필름형성제

122-99-6 페녹시에탄올 PHENOXYETHANOL 방부제

1117-86-8 카프릴릴글라이콜 CAPRYLYL GLYCOL 컨디셔닝제

(11085) 향료 FRAGRANCE 향료

56-81-5 글리세린 GLYCERIN 연화제

7782-40-3 다이아몬드가루 DIAMOND POWDER 컨디셔닝제

11138-66-2 잔탄검 XANTHAN GUM 점도조절제

13463-67-7 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 TITANIUM DIOXIDE (CI 77891) 색소

1309-37-1 적색산화철 IRON OXIDES (CI 77491) 색소

12001-26-2 마이카 MICA 색소

85507-69-3 알로에베라잎추출물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컨디셔닝제

(17501) 폴리쿼터늄-62 POLYQUATERNIUM-62 필름형성제

(12512) 구기자추출물 LYCIUM CHINENSE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84929-76-0 라즈베리추출물 RUBUS IDAEUS (RASPBERRY)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9126) 블루베리추출물 VACCINIUM ANGUSTIFOLIUM (BLUEBERRY)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84650-00-0 커피추출물 COFFEA ARABICA (COFFEE) SEED EXTRACT 컨디셔닝제

504-63-2 프로판디올 PROPANEDIOL 용매

(9054) 무환자추출물 SAPINDUS MUKOROSSI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91770-88-6 덩굴월귤열매추출물 VACCINIUM MACROCARPON (CRANBERRY)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8740) 딸기추출물 FRAGARIA CHILOENSIS (STRAWBERRY) FRUIT EXTRACT 컨디셔닝제

(17472) 진들딸기씨추출물 RUBUS CHAMAEMORUS SEED EXTRACT 컨디셔닝제

74-79-3 (L-FORM) 알지닌 ARGININE 컨디셔닝제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성분



 
 

 

 

 

 

 

 

 

 

 

 

 

제품명

CAS No. 표시명(한글) 표시명(영문) 기능(한글)

7732-18-5 정제수 WATER 용매

112-92-5 스테아릴알코올 STEARYL ALCOHOL 계면활성제

9006-65-9 디메치콘 DIMETHICONE 컨디셔닝제

541-02-6 사이클로펜타실록산 CYCLOPENTASILOXANE 연화제

36653-82-4 세틸알코올 CETYL ALCOHOL 연화제 

7651-02-07 스테아라미도프로필디메칠아민 STEARAMIDOPROPYL DIMETHYLAMINE 컨디셔닝제

9004-32-4 셀룰로오스검 CELLULOSE GUM 점도조절제

13463-41-7 징크피리치온 ZINC PYRITHIONE 항비듬제

56-84-8 (L-FORM) 아스파틱애씨드 ASPARTIC ACID 컨디셔닝제

122-99-6 페녹시에탄올 PHENOXYETHANOL 방부제

(11085) 향료 FRAGRANCE 향료

7647-14-5 소듐클로라이드 SODIUM CHLORIDE 유화 안정화제

2216-51-5 멘톨 MENTHOL 향료

70445-33-9 에칠헥실글리세린 ETHYLHEXYLGLYCERIN 컨디셔닝제

646-85-7 징크클로라이드 ZINC CHLORIDE 수렴제

288-32-4 이미다졸 IMIDAZOLE pH 조절제

128446-35-5 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 HYDROXYPROPYL CYCLODEXTRIN 컨디셔닝제

1934-21-0 황색4호 YELLOW 5 (CI 19140) 색소

2650-18-2 청색1호 BLUE 1 (CI 42090) 색소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성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