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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tter Nail
glass nail polisher & sh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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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 
BEAUTIFULLY 

SHINING 
NAIL

WITHOUT 
NAIL POLISH

-

메니큐어를 바른듯~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손톱 

Glitter Nail
glass nail polisher & shiner



손톱 위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선물할 글라터네일
오랜 지속력과 놀라운 반짝임...
관리 받은 듯한 피니쉬를 손쉽게 연출할 수 있고, 손톱 본래의 컬러가 눈부신 반짝임으로 되살아납니다.

OUR NAIL NATURALLY SHI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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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로 손톱관리 끝
기존의 3~6단계를 거치는 버퍼와 달리 1단계로 간단하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톱가루날림 없는 글라터네일
손톱을 다듬을때 가루날림이 없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Made in Korea 
소재, 프린팅, 디자인 등 모든 공정작업이 한국에서 제작되는 
Made in Korea 제품입니다.

친환경 유리소재로 물세척 가능 
유리 재질로 마모가 적어 장기간 사용 가능하며, 세척이 
용이하고 위생적입니다. (물세척 알코올 소독, 자외선 소독가능)

에폭시 스티커
에폭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파손시에도 파편이 튀지 않아 
안전합니다.

광범위한 사용자층
임산부, 신생아 및 아동, 10대 학생, 유치원 선생님, 뷰티업계 
종사자, 요식업계 종사자, 의료업계 종사자, 서비스업계 종사자,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휴대용 파우치
고급스러운 파우치(PU)에 담아 보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DUCT’S 
FEATURES

글라터네일 하나로~ 쉐입에서 광택까지 OK! 

PUSHER
큐티클을

섬세하게 밀어내고

FILE
손, 발톱 끝을

부드럽게 다듬고

BUFFER
손, 발톱 표면을
반듯하게 정리

POLISHER
손, 발톱 표면에

자연스러운 광택까지

FUNCTION
4 IN 1

신개념 멀티 올인원 글라터네일
네일푸셔, 네일파일, 네일버퍼, 네일폴리셔의 4가지 기능을 매직네일 샤이너 하나로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푸셔 : 큐티클을 밀어내는 도구 / 파일 : 네일 쉐입을 잡을때 사용되는 도구 / 버퍼 : 손톱 표면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도구 / 폴리셔 : 손톱 표면에 광택을 내주는 도구   

PRODUCT’S 
EFFECT

손톱에 반짝임과 생기를 부여해주는 글라터네일

반짝반짝 오~래가는 광택
푸석하고 거친 손톱을 반짝반짝 윤이 나고 건강해보이는 손톱으로 만들어 주며,  2주 이상 광이 유지됩니다.

매끈하고 건강한 손톱
① 손톱이 숨을 쉴 수가 있어 손톱이 건강해집니다.
② 손톱에 광채를 주는 네일 샤이너는 손톱의 장밋빛을 강조해주고 끝 부분까지 광채를 주어 어느각도에서도 빛이 납니다.
③ 네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되살려주는 효과를 선사합니다.
④ 윤기가 없고 울퉁불퉁한 손톱표면에도 문지르기만 하면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손톱으로 가꾸어 줍니다.

RECOMMEN-
DATION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 젤 네일 제거 후 손톱에 손상이 생겼다.
□ 손톱이 울퉁불퉁 하고 거칠다.
□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는 직업이다.

□ 임신으로 매니큐어를 바를 수 가 없다.
□ 청초하고 단아한 느낌을 내고 싶다.
□ 잦은 네일아트로 손톱에 휴식을 주고 싶다.

EASY
CleaningCleaning

A



거친 손톱표면을 문지르기만 하면 반짝이고 건강해 보이는 손톱으로 변신~ 



HOW TO USE
1. 네일 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손톱 상태에서 본 제품을 사용합니다.
2. 제품의 거친 표면으로 손톱 길이를 다듬고, 손톱 표면에 올려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3. 손톱 표면의 결을 정돈하면서 반들거리고 윤기있게  손톱을 정리합니다.
4. 사용 후 물로 닦아주시면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PARISON 
CHART 

구분 글라터네일 일반 광택 제품 투명 매니큐어

단계 1 단계 3-6 단계 1 단계
작업도 쉽다 (5 - 10분) 어렵다 (30 - 60분) 쉽다 (10분)
광택도 ●●●●● ●●●◐○ ●●●●●

광택지속력 15 - 20일 (상) 2 - 3일 (하) 10일 (중)
세척 물세척 가능 불가능 -

손톱건강 Very good good Very Bad
사용기간 12개월 1개월 12개월

재질 유리 스폰지 화학성분

CAUTIONS
1. 힘을 주어 구부리거나 휘지 마십시오. 
2. 제품(유리)이 깨질 위험이 있으니 충격에 주의하십시오. 만일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3.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손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손톱이 깨지거나 손톱의 상태가 나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6. 과도한 사용은 손톱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ERTIFICATION

서울국제발명전 은상제네바국제발명전 특별상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

KC 인증 CE 인증 ISO 9001 인증 ISO 14001 인증

ROHS

특허증(한국) 10-0723456



DESIGN   
패턴아트는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생산하여 수작업하는 Make-to-Order 방식으로, 
다양한 취향이 반영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Dimension
W120 x H14 (mm)

Weight
14g / 36.8g(packing)

Material
Tempered glass, Silicon

Dimension
W90 x H14 (mm)

Weight
8.3g / 21.8g(packing)

Material
Tempered glass

100% 유리
(2.8두께, 높은 내구성)

FRONT BACK

라운딩 처리로 
손톱가장자리
틈새다듬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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