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DEAREST MOMENT
당 신 이  빛 나 는  모 든  순 간

피부는 아름다우면서도 건강해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건강함,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메이크업,

뉴스킨이 30여 년 간 쌓아온 스킨 케어 노하우를 모두 담아 

근본적인 아름다움의 비밀, 바로 피부 속부터 발현하는 빛을 찾았습니다.

내 피부 본연의 건강함과 순수함, 어제보다 더욱 아름다운 오늘의 자신감, 

생기 있는 피부와 빛나는 미소로 완성되는 세련미, 

그리고 참신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트렌디함를 모두 담아 

뉴컬러만의 가치를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건강한 피부에서 피어나는 생기 넘치는 빛

뉴스킨이 그동안 꿈꿔왔던 생기 있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새로워진 뉴컬러로 선사합니다.

NU COLOUR
® BRAND STORY



Nu Colour Base Makeup

LightStay

BB Compact · Foundation · Base · Consealer · Glow Pen · Finishing Powder · Cleansing Oil · Cleansing Water

가벼운(Light) 터치감으로 

빛(Light)을 머금은 생기있는 피부, 

피부를 생각하는 올바른(Right) 포뮬러로 

메이크업도 스킨케어처럼 누릴 권리(Right),

뛰어난 밀착감과 지속력(Stay)으로 

메이크업 효과와 스킨케어 효과를 유지(Stay)하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잘/가/꾼/피/부/인/듯

자/연/스/럽/게/윤/이/나/다

N A T U R A L

NU COLOUR
® BASE MAKEUP



BB COMPACT

STICK CONCEALER GLOW PEN

FOUNDATION SMOOTHING CREAM SHIMMERING CREAM

FINISHING POWDER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비비 컴팩트 SPF30 PA++  15gX2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스틱 컨실러 5.5g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파운데이션 SPF30 PA++  40ml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글로우 펜 2g
주름개선, 미백 2중 기능성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스무딩 크림 40ml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피니싱 파우더 SPF 17
자외선차단 기능성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쉬머링 크림 40ml

01호 트랜스페런트 25g
02호 스킨 베이지 20g

촉촉한 텍스처와 내 피부에 녹아드는 자연스러운 컬러로 

언제나 자신 있는 피부 표현을 완성

한 번의 터치로 결점을 깨끗하게 커버해주고, 

라이트한 텍스처가 피부에 고르게 밀착

우아한 광채와 빈틈없는 커버력으로 바탕을 탄탄하게 세워 

절정의 피부톤을 선사

다크 스팟을 환하게 밝히고, 볼륨과 생기를 불어넣어 

촉촉한 수분빛 가득한 동안 피부 연출

수분감 넘치는 텍스처로 피부는 촉촉하게, 

정교한 밀착감으로 아침 그 모습 그대로 저녁까지 유지

깃털처럼 가벼운 사용감과 클리어 스킨 파우더의 

투명한 표현으로 화사하게 마무리

미세 펄 피그먼트가 볼륨감과 입체감을 살려주고, 

결점은 빛으로 커버해 피부 속부터 아우라를 발산

01호 바닐라 베이지   

02호 뉴트럴 베이지

01호 페어

02호 샌드

핑크 글로우

01호 라이트

02호 내추럴

NU COLOUR
® BASE MAKEUP PRODUCTS



NU COLOUR
® CLEANSING PRODUCTS

CLEANSING WATER

CLEANSING OIL

뉴컬러 카밍 클렌징 워터 200ml

4가지 성분에서 추출한 헝가리안 워터가 

부드럽고 산뜻하게 클렌징

6가지 씨앗 추출 오일의 영양 성분이 피부 컨디셔닝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까지 한번에 딥 클렌징

뉴컬러 인리칭 클렌징 오일 200ml

Nu Colour®

Cleansing

클/렌/징/만/으/로/도

피/부/가/환/하/게/빛/나/다

P U R E



Nu Colour Point Makeup

LightShine

Eye Shadow · Blush · LipStick · LipTint · LipGloss · Lip Balm · Mascara · Eye Liner · Eyebrow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만나 

다양한 색의 빛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나의 고유한 빛에 다채로운 색을 더해줄,

나만의 프리즘 뉴컬러 라이트샤인!

내면의 빛이 얼굴에 머무르도록

그리고 그 빛이 더욱 아름답게 발할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모든 순간까지도 

아름답게 밝혀줍니다.

나/만/의/빛/을/담/아

우/아/함/이/흐/르/다

B R I L L I A N T

NU COLOUR
® POINT MAKEUP



Ⓐ Ⓑ Ⓒ Ⓓ Ⓔ Ⓐ

ⒶⒷ
Ⓑ

EYE SHADOW BLUSH
베이스부터 라이너까지 5컬러 콤비네이션으로 연출하는 

완성도 높은 아이 메이크업

피부에 자연스러운 컬러와 입체감을 부여하여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듀오 컬러 콤비네이션

뉴컬러 라이트샤인 

5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5.1g

01호 코랄 리프

Ⓐ 코튼 아이보리 
Ⓑ 프레시 코랄
Ⓒ 그린 카키
Ⓓ 브라운 쉬머
Ⓔ 다크 블랙

뉴컬러 라이트샤인 블러쉬 듀오 5.8g

01호 피치 클라우드

Ⓐ 피치 
Ⓑ 라이트 코랄

뉴컬러 라이트샤인 블러쉬 듀오 4.7g

03호 누드 탠

Ⓐ 누드 피치 

Ⓑ 라이트 피치

뉴컬러 라이트샤인 블러쉬 듀오 5.8g

02호 블로섬 핑크

Ⓐ 핑크 
Ⓑ 라이트 핑크

뉴컬러 라이트샤인 

5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4.8g

02호 바이올렛 브리즈

Ⓐ 소프트 핑크
Ⓑ 쉬폰 핑크
Ⓒ 글리터링 바이올렛
Ⓓ 딥 바이올렛
Ⓔ 딥 브라운

뉴컬러 라이트샤인 

5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4.7g

03호 모카 브릭

Ⓐ 피치 베이지
Ⓑ 골드 아프리콧

Ⓒ 모카 브라운
Ⓓ 그레이 브라운
Ⓔ 초콜릿 브라운

Ⓐ  베이스/하이라이트

Ⓑ  메인Ⅰ

Ⓒ  메인Ⅱ

Ⓓ  쉐이드

Ⓔ  라이너

Ⓐ  모노

Ⓑ  쉬머

NU COLOUR
® POINT MAKEUP PRODUCTS

뉴컬러 라이트샤인 

5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4g

04호 캐시미어 브라운

Ⓐ 스파클링 골드
Ⓑ 메이플
Ⓒ 드라이 로즈
Ⓓ 카라멜 베이지
Ⓔ 시나몬 브라운



LIPSTICK
입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수채화처럼 맑고 

촉촉하게 표현되는 컬러

보이는 색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되며 바르는 즉시 

입술에 밀착되어 오랫동안 유지되는 컬러

LIPTINT
생생한 컬러감으로 입술을 물들이며, 워터와 오일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젤 텍스처의 쫀쫀한 볼륨 광택

뉴컬러 라이트샤인 립틴트 9.6g

뉴컬러 라이트샤인 비비드 립스틱 3.5g

04호 푸시아 홀릭

03호 센슈얼 로즈

02호 핑크 플라밍고

뉴컬러 라이트샤인 쉬어 립스틱 3.2g

02호 라즈베리 핑크01호 베이지 클래식

05호 레드 엘리건트 06호 진저 레드

03호 핑크 딜라이트 04호 만다린 코랄

07호 넥타 크러쉬

01호 레트로 브릭

LIP BALM
모이스처라이징, 자외선차단, 

플럼핑은 물론, 자연스러운 

틴트 효과까지 멀티플 립 밤

답답함 없이 가벼운 

텍스처의 맑고 투명한 

워터리 립글로스 

뉴컬러 라이트샤인 립 플럼핑 밤 

SPF 14  4.5g 자외선차단 기능성    

핑크 틴지

촉/촉/하/게/선/명/하/게

입/술/에/물/들/다

B R I G H T

NU COLOUR
® POINT MAKEUP PRODUCTS

LIP GLOSS

01호 크리스탈

02호 핑크

03호 피치

뉴컬러 라이트샤인 
워터리 립글로스 12g

01호 로즈 베이지

05호 캔디 레드

03호 발레리나 핑크

02호 코랄 선샤인

06호 플럼 샹그리아

04호 오렌지 레볼루션

07호 플러팅 핑크



MASCARA
눈 모양에 꼭 맞춘 커브 브러쉬로 완성하는 

드라마틱한 래쉬

뉴컬러 라이트샤인 컬 & 래쉬 마스카라 9g

EYE LINER
한 번의 드로잉으로 끊김없이 매끈하게 연출되며, 

하루 종일 번짐 없이 유지

뉴컬러 라이트샤인 디자이닝 리퀴드 아이라이너 2g

01호 블랙

02호 브라운

Ⓐ 내추럴 다크 브라운
Ⓑ 그레이 브라운
Ⓒ 스킨 베이지 

Ⓐ Ⓑ Ⓒ

EYEBROW
2가지 쉐이핑 컬러와 언더브로우 하이라이터로 

입체적인 아이브로우 완성 

뉴컬러 라이트샤인 아이브로우 쉐이핑 키트 4g  

한/번/의/터/치/로

드/라/마/틱/하/게/연/출/하/다

D R A M A T I C

NU COLOUR
® POINT MAKEUP PRODUCTS

Ⓐ  다크

Ⓑ  미디엄

Ⓒ  하이라이트



Point MakeupBase Makeup Cleansing
5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이브로우 쉐이핑 키트 4g

01호 코랄 리프 5.1g 02호 바이올렛 브리즈 4.8g 03호 모카 브릭 4.7g 04호 캐시미어 브라운 4g

블러쉬 듀오 스무딩 크림 40ml 쉬머링 크림 40ml

피니싱 파우더 SPF17

01호 트랜스페런트 25g
02호 스킨 베이지 20g

스틱 컨실러 5.5g

 01호 바닐라 베이지 

 02호 뉴트럴 베이지

인리칭 

클렌징 오일 200ml

카밍 

클렌징 워터 200ml
01호 피치 클라우드 5.8g 02호 블로섬 핑크 5.8g 03호 누드 탠 5.8g

립 플럼핑 밤 SPF 14  4.5g

 핑크 틴지

워터리 립글로스 12g

 01호 크리스탈 

 02호 핑크 

 03호 피치 

자외선차단기능성

비비 컴팩트 SPF30 PA++  15gX2 

 01호 라이트

 02호 내추럴

파운데이션 SPF30 PA++  40ml   

 01호 페어 

 02호 샌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주름개선, 미백 2중 기능성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자외선차단 기능성

글로우 펜 2g

 핑크 글로우

쉬어 립스틱 3.2g 

 01호 베이지 클래식 

 02호 라즈베리 핑크

 03호 핑크 딜라이트 

 04호 만다린 코랄 

 05호 레드 엘리건트 

 06호 진저 레드 

 07호 넥타 크러쉬

비비드 립스틱 3.5g 

 01호 레트로 브릭 

 02호 핑크 플라밍고

 03호 센슈얼 로즈 

 04호 푸시아 홀릭

립틴트 9.6g 

 01호 로즈 베이지 

 02호 코랄 선샤인 

 03호 발레리나 핑크 

 04호 오렌지 레볼루션

 05호 캔디 레드 

 06호 플럼 샹그리아 

 07호 플러팅 핑크

PRODUCT MAP PRODUCT MAP

LightStay LightShine

컬&래쉬 마스카라 9g 디자이닝 리퀴드 

아이라이너 2g 

 01호 블랙

 02호 브라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