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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ing Soap(쿠잉솝)은 ‘연인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다.’ 
라는 뜻으로 연인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듯이 
피부에 자극 없이 피부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솔루션을 가진 
100% 핸드메이드 고품질 천연 비누 브랜드 입니다.

Cooing Soap is a brand of 100% hand-made, 
high-quality natural soap 
that does not cause any irritation to the skin, 
named after the sweet whispering of lovers.

Cooing Soap 
‘is whispering sweetly to a 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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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2012 03 앤에스(주) 설립
Established NS Co., Ltd.

2016
05

06

수제비누 생산라인 설치
Installed hand-made soap manufacturing line

쿠잉솝 브랜드 런칭  
Launched Cooing Soap brand

쿠잉솝 KC인증마크획득
Acquired KC Certification Mark for Cooing Soap

2017 04

05

07

10

수제비누공장등록완료
Registered as a hand-made soap plant

2017 NICE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
Achieved the NICE certification for Excellent Company in Technology Evaluation

동의대학교 산학협력 MOU체결
Signed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MOU with Dong-Eui Universit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Acquired award from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8 무역협회 Kmall 입점
Joined KITA’s Kmall

KOTRA 중국 시안 지사 협약 체결
Signed agreement with KOTRA branch in Xian, China

이베이 입점
Launched eBay shop

2018 모스크바 한류박람회 참석
Participated in the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in Moscow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팝업 스토어 시작
Launched pop-up store in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 Centum City

메가마트 남천점, 동래점 팝업 스토어 시작
Launched pop-up store in Mega Mart in Namcheon, Dongnae

2019 2018 NICE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
Acquired 2018 NICE certification for Excellent Company in Technology Evaluation

중기청 수출바우처사업 선정
Designated as exporting voucher business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KOTRA 캐나다 토론토 지사 협약 체결
Signed agreement with the KOTRA branch in Toronto, Canada

미국 애틀렌타 지사 협약 체결
Signed agreement with the KOTRA branch in Atlanta, U.S.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팝업 스토어 시작
Launched pop-up store in Lotte Department Store in Gwangbok, Busan

2019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 참가
Participated in Consumer Goods Showcase Korea 2019

2019 벡스코 부산브랜드페스타 참석
Participated in Busan Brand Festa in BEXCO

NC백화점 해운대점 팝업 스토어 시작
Launched pop-up store in NC Department Store in Haeundae

쿠잉솝 미국 FDA 승인
Acquired FDA approval in U.S. as Cooing Soap

2019부산 뷰티·생활용품 칭다오 시장개척단 참석
Participated in the Qingdao Market Pioneering Group for Beauty and 
Everyday Goods in Busan

온라인쇼핑몰 티몬, 쿠팡, 위메프 입점
Opened shops in online shopping malls including Ticket Monster, Coupang, 
and WeMake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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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합성계면활성제, 無강화제, 無방부제라는 세가지 신념을 가지고 친환경세안제를 생산하여 예민한 피부에 탁월한 진정 효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쿠잉솝의 주 원료인 100% 식물성오일과 에센셜오일, 천연분말들은 고가 기초화장품에 들어가는 우수한 원료와 동일합니다.
단순히 지우는 클렌징의 시대를 지나, 쿠잉솝은 기초 화장품에 들어가는 보습, 스킨케어 성분을 비누에 넣어, 세정과 동시에 스킨
케어를 함께 시작합니다.

We produce eco-friendly cleansers with excellent soothing effects for sensitive skin by adhering to a three-point 
philosophy of remaining free of surfactants, free of synthetic supplements, and free of artificial ingredients.
100% vegetable oil, essential oil, and natural powder are the main ingredients used by Cooing Soap, which are the same 

ingredients used in high-price basic skin care products.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cleansing your skin, Cooing Soap adds moisturizing and skin care components into the 

soap to provide cleansing and skin care at the same time.

천연분말
Natural powder

각 분말의 효능에 따라 다름
varies depending on the effect of 
each powder

코코넛 오일
Coconut Oil

보습유지, 트러블 완화, 노화 방지
maintain moisturizing, relieve skin 
trouble, skin anti-aging

티트리 에센셜 오일
Tea tree Essential Oil

트러블 소독 및 진정, 피부 청정 효과
disinfection and soothing of trou-
bled skin, skin cleansing effect

동백 오일
Camellia Oil

피부 장벽 개선, 고보습, 트러블 완화
enhancement of skin barrier, high 
moisturization, skin trouble relief

피마자 오일
Castor Oil

피부탄력, 가려움증 완화, 세정력 향상
improved skin elasticity, itching 
relief, enhanced cleansing effect

캐모마일 추출물
Chamomile Extract  

피부 진정, 피지 조절, 보습
skin soothing, sebum control, 
moisturizing

달맞이꽃 오일
Evening Primrose Oil

트러블 완화, 고보습, 피부 재생, 노화 방지
skin trouble relief, high moisturization, 
skin regeneration, skin anti-aging

라벤더 에센셜 오일
Lavender Essential Oil 

저자극, 피지조절
hypo-allergenic, sebum control

비타민E
Vitamin E  

노화 억제, 항산화 효과
skin anti-aging, anti-oxidation

Main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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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잉솝베이직은 천연분말의 효능에 맞추어 식물성오일과 에센셜 오일, 
식물성 추출물 등을 배합하여 피부에 부담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쿠잉솝만의 기술과 레시피를 통해 풍부한 거품과 부드러움으로 세정력을 
높였으며 21가지의 다양한 제품으로 피부 상태와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습니다.

Cooing Soap Basic is a daily product that combines the vegetable oil, 
essential oils, and botanical extracts that best fit the effects of the 
natural powders.
Thanks to on Cooing Soap’s unique technology and recipes, the final 
product has excellent cleansing properties with rich bubbles and 
softness and comes in 21 different options for different skin types 
and preferences.

진피  |  Dried tangerine peel 

딸기  |  Strawberry

유노하나  |  Yunohana

유기농 제주도 감귤 분말이 들어간 상큼한 진피비누는 최고의 보습력을 
자랑합니다.

Dried tangerine peel soap with content of powdered 
organic tangerine from Jeju Island to achieve excellent skin 
moisturizing.

· 건성피부, 고보습, 피부진정

· Dry skin, high moisturizing, skin calming

말린 딸기의 분말은 피부가 콜라겐을 생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햇빛이나 바람으로 지친 피부관리에 좋습니다.

Dried strawberry powder is helpful for generating collagen, 
which is beneficial to the skin, and great for managing skin that 
has been exposed to sunlight and wind.

· 건성피부, 피부탄력, 보습, 피부톤 개선

·  Dry skin, skin elasticity, moisturizing, improvement in skin 
tone

유노하나는 온천의 꽃이라는 일본말로 벳부의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순수 자연 재료로 문제성 피부 개선에 좋습니다. 

Yunohana refers to a flower found in hot springs in Japanese 
and its used in the form of a pure natural ingredient made 
through traditional Beppu techniques, making it good for skin 
improvement.

· 트러블 건성 피부, 피부결 개선, 아토피

· Troubled skin, dry skin, improvement in skin texture, atopy

Cooing Soap Basic 21ea

 100g   

 100g   

 100g   

Cooing Soap Basic 21ea
고보습 및 건성트러블에 좋은 쿠잉솝

Cooing Soap is an excellent choice for high moisturizing and dry-type trouble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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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  Green bamboo

해초  |  Seaweed

청대는 강력한 항염 효과와 보습효과를 자랑합니다. 예민함과 건조함 
두가지 다 고민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Green bamboo has excellent anti-inflammatory and 
moisturizing effects. It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have 
sensitive and dry skin.

· 트러블 건성 피부, 고보습, 딥클렌징

· Troubled skin, dry skin, high moisturizing, deep cleansing

천연 각질 제거제로 사랑받는 해초는 세안시 자극 없이 묵은 각질을 
탈각시켜주고 분말이 가진 영양감까지 전해줍니다.

Seaweed is a natural exfoliant, which can remove dead skin 
cell without causing any trouble to the skin and deliver the 
nutrition contained in the powder.

· 트러블 건성 피부, 노폐물제거, 영양공급, 고보습

·  Troubled skin, dry skin, detox, supply nutrition, high 
moisturizing

Cooing Soap Basic 21ea

 100g   

 100g   

고보습 및 건성트러블에 좋은 쿠잉솝
Cooing Soap for High Moisture and Dry Trouble

편백  |  Cypress

그라비올라  |  Graviola

다양한 방면에서 널리 쓰이는 편백은 비누로써는 자극이 없고, 
마일드하여 어린이나 민감한 피부에 추천합니다.

Cypress, which is widely used in different areas, causes no 
trouble to the skin and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have 
mild or sensitive skin.

· 트러블 건성 피부, 고보습, 피부진정, 가려움 완화

·  Troubled skin, dry skin, high moisturizing, skin calming, 
itching relief

원주민들의 천연 치료제로 알려진 그라비올라는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Graviola, which is known as natural medicine for native 
people, is useful for alleviating skin trouble and preventing 
skin aging.

· 트러블 건성 피부, 트러블 개선, 아토피, 노화방지

·  Troubled skin, dry skin, trouble improvement, atopy, prevent 
skin aging

 100g   

 100g   

노니  |  Noni

12가지 천연비타민을 함유한 신비의 과일 노니는 피부재생과 트러블 
개선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샴푸바로 사용가능)

Noni is a mysterious fruit containing 12 different kinds of 
natural vitamin, which has excellent skin regeneration and 
trouble improvement effect. (It can be used as shampoo bar.)

· 트러블 건성피부, 트러블 개선, 노폐물 제거

· Troubled skin, dry skin, trouble improvement, detox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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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씨  |  Apricot stone

쌀겨  |  Rice bran

살구씨는 피부를 깨끗하고, 화사해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안과 
동시에 생기 가득한 피부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Apricot stone is helpful for cleaning and brightening the 
skin. It provides cleansing and vitality to the skin at the 
same time.

· 건성 피부, 미백, 고보습, 딥클렌징

·  Dry-type skin, skin whitening, high moisturizing, deep 
cleansing

쌀겨는 풍부한 비타민E를 가지고 있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보습과 미백이 탁월합니다. 

Rice bran, which is rich in vitamin E, can make your skin 
softer and moisturize it. It is excellent for moisturizing and 
skin whitening.

· 건성 피부, 미백, 윤기, 피부결 정돈

·  Dry-type skin, skin whitening, shining, skin texture 
arrangement

Cooing Soap Basic 21ea

 100g   

 100g   

미백에 좋은 쿠잉솝 
Cooing Soap is good for skin whitening

진주  |  Pearl

브로콜리  |  Broccoli

탁월한 보습과 미백효과로 진주처럼 맑고 뽀얀 피부를 되찾아 
드립니다. 건조하면서 크고 작은 잡티가 고민인 분께 추천합니다. 

Based on excellent moisturizing and whitening effects, 
it promotes clean and bright skin like a pearl. It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have dry skin and blemishes.

· 건성 피부, 미백, 고보습

· Dry-type skin, skin whitening, high moisturizing

비타민A가 풍부한 브로콜리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를 방지해 주며 색소침착을 막아줘 피부를 뽀얗고 투명하게 
해줍니다. 

Broccoli, which is rich in vitamin A, can remove harmful 
active oxygen, prevent skin aging, and block pigmentation 
to make your skin cleaner and brighter.

· 모든 피부, 미백, 노화방지

· Every skin, skin whitening, prevent skin aging

 100g   

 100g   

파프리카  |  Paprika

유기농 파프리카는 비타민을 비롯한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미백과 피부윤기, 활력 등에 좋습니다. 

Organic paprika contains vitamin and rich nutrition, which 
is excellent for skin whitening, shining, and vital skin.

· 건성 피부, 미백, 고보습

· Dry-type skin, skin whitening, high moisturizin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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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초  |  Eoseongcho

녹차  |  Green tea 

어성초는 한방 분말로 트러블, 각종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며 특히 
화농성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샴푸바로 사용가능)

Eoseongcho is a type of powder used in oriental medicine 
and is helpful for alleviating different kinds of inflammatory 
diseases and acne. (It can be used as a shampoo bar.)

· 트러블 지성피부, 여드름, 피지 조절, 헤어케어

· Troubled oily skin, acne, sebum control, hair care

녹차는 피지를 조절해주고, 모공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의 고민거리를 
완화시켜줍니다.

Green tea is useful for sebum control and for alleviating skin 
troubles in pores and acne.

· 트러블 지성피부, 피지 조절, 모공 축소, 노폐물 제거

· Troubled oily skin, sebum control, reduce pore, detox

Cooing Soap Basic 21ea

 100g   

 100g   

지성피부, 여드름, 피지조절에 좋은 쿠잉솝
Cooing Soap is excellent for oily skin, acne, sebum control

율피  |  Chestnut shell

숯  |  Charcoal

천연팩으로도 유명한 율피는 피부에 쌓여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자극 
없이 제거합니다. 

Chestnut shell, famous for being used in natural mask packs, 
can remove sebum and body waste without causing any 
trouble.

· 지성피부, 블랙헤드, 모공 관리, 피지제거

· Oily skin, black head, pore management, remove sebum

지성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숯은 피부의 불필요한 기름과 피지를 잡아 
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Charcoal is useful for oily skin and is excellent in removing 
unnecessary oil and sebum from your skin.

· 지성피부, 딥클렌징, 모공관리, 피지제거

·  Oily skin, deep cleansing, pore management, remove sebum

 100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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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  Lavender

클로렐라  |  Chlorella

허브의 여왕으로 불리는 라벤더를 쿠잉솝으로 만나보세요. 외부자극에 
지쳐있는 피부에 안정과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Lavender, regarded as the queen of herbs, is used in Cooing 
Soap. It is helpful for soothing the skin.

· 모든피부, 보습, 아로마테라피

· Every skin, moisturizing, aroma therapy

유명한 슈퍼 푸드 중 하나인 클로렐라는 독성과 피부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정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hlorella, which is a famous super food, helps remove toxicity 
and unnecessary body waste from your skin.

· 모든피부, 피부 해독 및 재생, 트러블 개선

·  Every skin, skin detoxing and regeneration, trouble 
improvement

Cooing Soap Basic 21ea

 100g   

 100g   

모든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쿠잉솝
Cooing Soap can be used in every skin type

황토  |  Red clay

커피  |  Coffee

노폐물 제거와 노화예방에 우수한 천연 황토 분말을 이용하여 순하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데일리 세안 비누입니다. 

It uses natural red clay powder, which is excellent for removing 
body waste and preventing skin aging, to make your skin 
softer.

· 모든 피부, 피부 청결, 피지제거, 딥클렌징

· Every skin, skin cleansing, remove sebum, deep cleansing

번거로웠던 스크럽을 간단하게 쿠잉솝 커피 비누로 만나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은 커피 가루가 피부를 맑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Coffee soap makes skin scrubbing simpler. Coffee powder, 
which does not cause irritation, makes the skin brighter and 
softer.

· 모든 피부(민감성제외), 스크럽, 피부결 정돈

·  Every skin (excluding sensitive skin), scrubbing, skin texture 
arrangement

 100g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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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잉솝 프리미엄은 특별히 엄선하여 공수한 진귀한 고급 원재료와 천연향을 
넣어 만들어진 쿠잉솝 프리미엄 2종입니다. 

Cooing Soap Premium consists of two types of Cooing Soap that 
have been made using high-quality raw materials and natural 
scents. 

제비집  |  Swallow nest

붉나무  |  Sumac

최고의 보약으로써 황제에게 진상되었던 제비집은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며 상처난 피부를 재생시켜 줍니다.

Swallow nest, which was once given to the king as the 
finest medicine, is helpful for improving skin immunity and 
regenerating damaged skin.

· 모든 피부, 피부톤 개선, 윤기 부여, 보습

· Every skin, skin tone improvement, bright skin, moisturizing

소금 성분과 진이 많은 붉나무는 옛날 선조들이 튼 피부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여졌습니다. 특히 건선 피부 개선에 효과를 보입니다. 

Sumac, with abundant salt and sap, was used for curing 
chapped skin by our ancestors. It is particularly useful for 
improving dry skin.

· 건선 피부, 문제성 피부, 가려움증 완화 (무좀개선)

·  Dry skin, troubled skin, itching relief (improvement of 
athlete’s foot)

Cooing Soap Premium 2ea

 100g   

 100g   

Cooing Soap Premium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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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노니  |  Gold noni

골드 숯  |  Gold charcoal

노니 분말과 금박이 만나 트러블 개선과 노화예방, 보습 등 놓친 것 
없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비누로 선물하시기에 좋습니다. 

It combines noni powder and gold foil to improve troubled 
skin, prevent skin aging, and achieve moisturizing, getting 
you closer to a perfect skin.

· 건성 피부, 고보습, 노폐물 제거

· Dry skin, high moisturizing, remove body waste

참숯 분말과 금박을 함께 배합하여 아름다운 색조화와 그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기능을 갖춘 골드 숯 비누입니다. 

It combines charcoal powder and gold foil to achieve a 
beautiful color balance and excellent properties.

· 지성피부, 피지제거, 모공관리, 딥클렌징

·  Oily skin, sebum removal, pore management, deep 
cleansing

 100g   

 100g   

골드 어성초  |  Gold Eoseongcho

골드 그라비올라  |  Gold graviola

어성초 분말과 금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트러블 진정과 독소 
배출에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Eoseongcho and gold foil are combined to provide 
effective trouble calming and detoxing.

· 지성피부, 피지 조절, 피부 진정

· Oily skin, sebum control, skin calming

골드 그라비올라 비누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와 안색 개선 효과를 
자랑합니다. 지치고 예전 같지 않은 피부에 활력을 선물하세요.

Gold graviola soap has excellent anti-oxidation and skin 
improvement effects. It can make your skin look full of 
vitality.

· 건성 피부, 안색 개선, 노화방지

· Dry skin, skin improvement, prevent skin aging

 100g   

 100g   

Cooing Soap Gold 4ea
쿠잉솝 골드는 천연분말과 피부의 유수분관리와 피부톤개선에 좋은 99.9% 식용금박을 
함께 배합하여 피부를 더욱 고급스럽게 관리하는 고급라인 쿠잉솝 골드 4종입니다.

Cooing Soap Gold mixes natural powders and 99.9% food-grade gold foil, 
which is good for moisturizing and skin tone improvement, to provide 
luxurious skin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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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듈라에 빠진 토이  |  Toy immersed in calendula

진주에 빠진 토이  |  Toy immersed in pearl

예민한 신생아들도 사용 가능한 카렌듈라 분말을 넣어 만든 카렌듈라 
토이 비누입니다.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아이에게 추천합니다. 

This calendula toy soap contains calendula powder, which 
can be easily used on sensitive skin. It is recommended for 
children who have delicate and sensitive skin.

· 민감성 건성피부, 저자극, 아토피 및 가려움증 완화

· Sensitive dry skin, hypoallergenic, atopy, and itching relief

보습력과 미백이 뛰어난 진주 비누와 귀여운 토이가 만나 씻는 
즐거움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외부 자극에 약한 피부에 추천해요.

This pearl soap has excellent moisturizing and skin 
whitening effects, which, combined with a cute toy, 
provide a much more pleasant experience to children. 
It is recommended for skin that is sensitive to external 
stimulus.

· 민감성 건성 피부, 고보습, 미백

· Sensitive dry skin, deep moisturizing, skin whitening

 100g   

 100g   

청대에 빠진 토이  |  Toy immersed in green bamboo

단호박에 빠진 토이  |  Toy immersed in sweet pumpkin

향균력이 강한 청대 분말이 들어가 아토피와 가려움증의 원인을 
잡아줍니다. 아이에게 씻는 즐거움과 귀여운 장난감을 선물하세요.

By including green bamboo powder, which has an 
excellent anti-bacterial effect, this soap can be helpful 
for alleviating atopy and itching. The cute toy provides a 
pleasant experience to children.

· 문제성 피부, 고보습

· Skin trouble, high moisturizing

단호박은 천연비타민 B1과 콜라겐을 가지고 있어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탄력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Sweet pumpkin contains natural vitamin B1 and collagen, 
so it can be easily used on sensitive skin without causing 
any trouble, helping make the skin softer and more 
flexible.

· 건성피부, 피부재생, 탄력, 수분유지

· Dry skin, skin regeneration, elasticity, moisture retention

 100g   

 100g   

Cooing Soap Toy 4ea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 순한 분말과 우수한 
성분으로 제작되었으며 안전검사를 받은 정품 
피규어를 비누안에 넣어 아이들에게 씻는 즐거움과 
유니크함을 가진 특별한 비누입니다.

This soap is made using soft powder and 
excellent components that are not harmful 
to children. The original figure contained 
in the soap provides a pleasant and unique 
experiences to the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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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랜딩 트러블 지성용  |  Blending soap for troubled oily skin

블랜딩 딥클렌징용  |  Blending soap for deep cleansing

트러블 지성피부에 좋은 어성초, 녹차, 클로렐라, 율피를 넣어 
유수분 발란스를 잡아주어 화농성 여드름 또는 트러블을 
진정시켜줍니다. 

By blending Eoseongcho, green tea, chlorella, and 
chestnut shell, which are helpful for troubled oily skin, 
this soap achieves moisturizing balance and alleviates 
inflammable acne and other skin troubles.

딥클렌징에 좋은 숯, 청대, 살구씨, 황토를 넣어서 자극적이지 않게 
딥클렌징하여 깨끗하게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By blending charcoal, green bamboo, apricot stone, and 
red clay, which are good for deep cleansing, this soap 
provides deep cleansing without causing any trouble to 
the skin.

 120g   

 120g   

블랜딩 미백, 보습용   |  Blending soap for skin whitening and moisturizing

블랜딩 트러블 건성용  |  Blending soap for troubled dry skin

미백과 보습에 좋은 진피, 살구씨, 쌀겨, 진주 분말을 블랜딩하여 
미백과 보습에 더욱 집중해서 케어할 수 있습니다. 

By blending dried orange peel, apricot stone, and 
pearl powder, which are helpful for skin whitening and 
moisturizing, this soap provides intensive care for skin 
whitening and moisturizing.

트러블 건성피부에 효과를 보이는 노니, 해초, 편백, 그라비올라 
분말을 블랜딩하여 건조한 피부로 인한 트러블을 진정시켜줍니다. 

By blending noni, seaweed, cypress, and graviola powder, 
which are helpful for troubled dry skin, this soap can 
alleviate trouble on your dry skin.

 120g   

 120g   

Cooing Blending Soap 4ea
쿠잉 블랜딩 솝은 피부타입에 맞게 효능이 비슷한 천연 분말과 식물성 오일등을  
블랜딩하여 더욱 피부 개선에 중점을 두어 120g으로 제작된 비누입니다. 

Cooing Blending Soap is been made in 120 g bars by blending natural 
powders and vegetable oil depending on the skin type, to promote ski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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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잉 커팅 솝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 할 수 있는 대형 비누입니다. 
기존 비누들은 중량이 너무 작거나 또는 중량이 너무 커서 사용하기 
불편한점을 덜어주기 위한 비누입니다. (쿠잉솝 토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커팅 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Cooing Cutting Soap is a large-sized soap that can be cut to the 
desired size. 
This soap aims to alleviate the inconvenience of using soaps that 
are either too large or too small. (Every soap excluding Cooing 
Soap Toy can be made into a Cutting Soap.)

Cooing Cutting Soap (500g)

Cooing Cutting Soap (500g) 주방 칼로 손쉽게 잘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can be easily cut using a kitchen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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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쿠잉솝의 비누들을 내 마음대로 골라 즐기는 재미!
피부 타입에 맞게 원하는 비누를 선택하여 사용해보세요.

The joy of selecting the kinds of Cooing Soap that you wish!
Select any type of soap that is suitable for your skin type.

Cooing Soap Set

Cooing Soap Set

쿠잉솝 2구 세트 | Cooing Soap 2ea Set

쿠잉솝 3구 세트 | Cooing Soap 3ea Set

쿠잉솝 4구 세트 | Cooing Soap 4ea Set 쿠잉솝 4구 패키지 | Cooing Soap 4ea Package

쿠잉솝 6구 세트 | Cooing Soap 6ea Set 쿠잉솝 4구 패키지 | Cooing Soap 4ea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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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s

201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2017 Award from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8 NICE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018 NICE certification for Excellent 
Company in Technology Evaluation

KCL 검사 성적서
KCL inspection test record

미국 FDA 인증
U.S. FD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Certified suitable supplier

Handmade Premium Natural Soap

2017 NICE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017 NICE certification for Excellent 
Company in Technolog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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