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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성장 인자를 함유한

탈모 완화 샴푸 & 토닉

Anti-hair loss & Scalp care

www.wellfort.co.kr

 » Dr. Graft 샴푸 & 토닉은 모발 이식 센터 전문 

 의와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진이 함께 개발한 

 탈모 완화 제품입니다.  

 » Dr. Graft는 Hydrolyzed Keratin, Copper   

 Tripeptide-1 등, 총 7가지 성분의 성장 

 인자를 통해 저자극, 보습 효과, 탈모 증상 

 완화 등의 효과를 줍니다. 

 » 이제 Dr. Graft를 통해 두피 모발 전문가의 

 솔루션을 간단히 집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샴푸 300ml

 » 토닉 100ml 

 »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부드럽고 풍부한 초미세입자 거품이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저자극 천연 계면활성제 + 초미세 입자 거품

 » Dr.Graft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잘 말려 주신 후, 하루 1~2회 뿌려주세요.

 » 뿌린 즉시 두피의 온도를 낮춰주고, 자극 받은 두피를 진정시켜 줍니다.

 »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B3 함유로 특별한 두피 영양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피 쿨링 + 진정 + 비타민B3 (나이아신 아마이드)

Step1
1-2회 펌핑하여 손으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Step2
모발이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손끝으로 1-3분 마사지 해주세요.

Step3
충분히 방치 후 물로 깨끗이

헹구어 주세요.

Step1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Step2
드라이 전 또는 후에 탈모가

일어난 부위를 위주로 2~3번

뿌려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Step3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사지

하듯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문질러 줍니다.

샴푸

토닉

Anti-hair loss & Scalp care

Dr. Graft 사용법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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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 실험군 #2

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2월 (3개월)

참가자 테스터 30명 중, 7명이 머리카락 재생효과를 보임

호주인, 남성 (33)

한국인, 여성(34)

한국인, 여성(60)

한국인, 여성(52)

기간 2019년 5월 ~ 2019년 8월 (3개월)

참가자 테스터 30명 중, 8명이 머리카락 재생효과를 보임 ▶ 테스트 1번째 그룹보다 개선된 효과를 보임

남성 (50대), 전체탈모 및 건성피부

남성 (50대), 전체탈모 및 지성피부

남성 (50대), 전체탈모 및 지성피부

남성 (50대), 전체탈모 및 지성피부

천연

추출물

두피강화 및

보습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쐐기풀 추출물
- 두피재생효과

약모밀추출물
- 세포재생강화효과

뽕나무 껍질 추출물
- 진정효과

천궁추출물
- 피부조직재생효과

창포뿌리 추출물
- 모근강화효과

인삼추출물
- 세포재생효과

KFDA

등록성분

D-판테놀

L-멘솔

살리실산

하이드롤

라이즈드 실크

보습, 볼륨, 윤기

하이드롤

라이즈드 콜라겐

보습, 정전기방지

하이드롤

라이즈드 케라틴

모발 섬유질 강화

카퍼트라이

펩타이드-1

세포 재생, 보호

두피에 자극이 없는 모발 윤기 · 보습 성분 함유
부드럽고 활력 있는 머리결 유지

천연
추출물
6가지

식약청
고시원료

3가지

pH 5.5 약산성

건강한 두피와 같은 pH

약산성이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두피 모발

보호 및 유수분 유지

안전성

실리콘을 포함한 유해

성분 12가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식약청의 무해

성분 고시원료 사용으로 

탈모증상 완화

천연추출물

계면활성제와 쐐기풀,

약모밀, 천궁 등 천연

추출물 및 저자극의

식물성 성분 대량 함유

5.5

제품특징 실험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