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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meceutical Solution for Skin 
Health and Beauty 

피부 건강과 미를 위한 먹는 화장품

The very latest in skin care is coming from the cosmeceutical 
marketplace. Tomato Lycopene tomato abstraction is not a cream 
or lotion but a dietary supplement for the skin. Daily oral 
supplementation with a Tomato Lycopene soft gelatin capsule will 
help promote  younger radiant looking skin through the synergy 
of natural lycopene and other antioxidants found naturally in the 
tomato.

최근 먹는 스킨 캐어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은 토마토 

추출물의 크림도 아니고 로션도 아닌 영양 보충제 입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의 소프트 

캡슐을 매일 복용할 경우 토마토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산 라이코펜의 노화(산화) 

방지제가 피부를 더욱더 건강하고 젊게 해줄 수 있습니다. 

Antioxidants and Skin Care 
노화(산화) 방지와 피부관리 

Oxidative damage is caused by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lso 
known as free radicals, that result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ultra-violet radiation from the sun, environmental stress, 
and smoking cigarettes. Nutrients that protect against oxidative 
damage are called antioxidants. These include vitamins C, A and E 
and carotenoids like lycopene, beta-carotene and lutein. 
Natural antioxidants, as part of the diet, in combination with 
intelligent avoidance of over exposure to the sun, helped protect 
our ancestors’ pre-mature aging. 

산화 또는 노화는 활성산소로부터 오는데 활성산소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로 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영양분을 산화방지제라고 합니다. 산화방지제에는 비타민 C, A, E 그리고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물 중의 한 부분인 자연산 

산화방지제로 태양의 강한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 항상 젊은 피부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Oral Supplementation and Skin Care 
먹는 화장품과 피부관리

Today, we can maximize the skin health benefits of antioxidants 
through a daily regimen of oral supplementation. How can 
antioxidants like Tomato Lycopene help? Tomato Lycopene is the 
most effective quencher of the molecules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oxidative damage 
which can wreak havoc with skin beauty. 

산화방지제를 매일 복용함으로써 피부관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산화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구요? 좋지 않은 피부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토마토 라이코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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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t its Best and Rejuvenating 
your skin
산화 방지제의 장점과 피부 재생

Tomato Lycopene offers the best in antioxidant protection 
because it is not just  tomato abstraction. But rather, a complex of 
antioxidant carotenoids and tocopherols that support each other 
synergistically. By reducing free radical damage, Tomato Lycopene 
strikes a blow against the manifestations of premature aging 
including fine wrinkles, rough and leathery skin, and loose skin. 
Tomato Lycopene helps maintain skin firmness and elasticity, 
supports healthy skin structure and helps maintain smoothe skin. 

토마토 라이코펜은 단순히 토마토 추출물만으로 산화방지를 하지 않고,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의 복합제가 서로 협력 작용을 함으로써 산화방지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냅니다. 

노화로부터 오는 손상을 줄임으로서 토마토 라이코펜은 주름, 까칠한 피부, 피부의 

늘어짐을  막아줍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은 단단하고 탱탱한 피부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고, 튼튼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LYC-O-MATO® Lycopene: Antioxidants from 
Tomato 
라이코-마토 라이코펜 :토마토에 있는 산화 방지제
 
LYC-O-MATO® Lycopene is a unique JiC® product.  This all-natural extract 
of Tomato Lycopene tomatoes provides a full complement of tomato 
carotenoids and other antioxidants to benefit good health. Tomato 
Lycopene is called a tomato abstraction complex because it contains a 
whole complex of phytonutrients including phytoene, phytofluene, 
beta-carotene, tocopherols and phytosterols. Scientific research has shown 
that the phytonutrient complex works in synergy with the natural lycopene 
resulting in more powerful antioxidant activity and greater health benefits. 
Also the health benefits of whole tomato and tomato extract products.

라이코-마토 라이코펜의 토마토 추출물은 특별한 JiC®의 상품입니다. 이 자연산 토마토 추출물은 카로타노이드와 다른 산화 방지제들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토마토 추출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든 콤플렉스의 식물성 영향소가 들어있고, phytoene, phytofluene, beta-carotene, tocopherols 와 phytosterols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phytonutrient 콤플렉스는 자연산 라이코펜의 산화방지 활동을 더 촉진 시켜 건강에 아주 좋은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토마토 식품들이 건강의 도움을 

줍니다.

.  Powerful antioxidant
 강력한 산화방지

.  Helps prevent DNA damage
 디엔에이 손상을 막음

.  Promotes cardiovascular health
 심장혈관 건강

   Tomato Lycopene  benefits 
    토마토 라이코펜의 장점

.  All the antioxidant health benefits of the tomato 
 토마토는 산화방지로부터 건강을 보호
.  Provides synergistic benefits of naturally occurring
 몸이 자연스럽게 좋아짐
.  Mixture of phytonutrients 식물성 영양분 함량

. These studies show the multiple health benefits of  
 tomato abstraction complex.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추출물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작용

. Supports cardiovascular health
 심장혈관

. Supports prostate health
 전립선

. Helps prevent DNA and cell damage
 디엔에이 파괴를 막음 
. Supports healthy and radiant skin
 피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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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YC-O-MATO®

Tomato Lycopene health benefits 
 토마토 라이코펜이 주는 영향

Tomato Lycopene features 
 토마토 라이코펜의 특징

.  Natural  네츄럴 

. Non-synthetic  화학적이지 않음

.  Non-fungal origin  균에서 오지 않음

.  Supports prostate
 health
 전립선

.  Helps maintain
 healthy skin
 건강한 피부

Health Benefits of Natural tomato
abstraction Complex
자연산 토마토 추출에서 오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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