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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오오오

AIOOO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은 상품을 제작합니다.

‘에이아이오오오’는 15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기초 관리 단계를 함축시키며 기능도 놓치지 않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우리 상품을 사용할 고객들을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개발에 힘썼고, 좋은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All-In-One
Cosmetics company

01.  AIOOO
About ‘aiooo’



시그널리는

‘aiooo’의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주름/미백 기능성 올인원 크림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주 판매처입니다. 

아웃오브도시는

‘aiooo’의 두 번째 신생 브랜드입니다.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스킨케어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www.signally.co.kr www.ood.life

높은 연령대의 타깃층을 고려한 시그널리와 더 폭넓은 연령대의 타깃층을 고려한 아웃오브도시,

이렇게 두 개의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타깃층에 맞춰

두 개의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1.  AIOOO
Brand of ‘ai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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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오브도시

OUT OF DOSHI



도시처럼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벗어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웃오브도시’입니다.

아웃오브도시는 모든 이의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합니다.

OUT OF : ~의 밖으로, ~를 벗어난
DOSHII : ‘도시’의 직역

FOR
MINIMAL LIFE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화장품,

꼭 성별 구분이

있어야 할까요?

성별이 다르다 해서 화장품 성분이 다르지 않아요!

피부를 위한 화장품에 성별 구분은 무의미해요.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성별이 아닌 나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For our skin
OUT OF GENDER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왜, 꼭 올인원 크림은 남자들이 쓰고,

기능성 크림은 여자가 쓰는 제품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여자라고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남자라고 피부 탄력과 미백에 관심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의미한 보통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니멀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합니다!

보통 올인원 크림은 남자가 쓰고,

기능성 크림은 여자가 쓰지 않나요?

Break free
FROM STEREOTYPES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아웃오브도시’는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의 피부에만 집중한

젠더리스 스킨케어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따로 쓰지 말고, 함께 써요!

우리 모두의 피부를 위한,

젠더리스 스킨케어

For our skin
OUT OF GENDER!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세계 정상급 화장품 제조원인 한국콜마

기초화장품 연구소를 통해 제조하여

기술 독립의 보호와 개발, 출하 까지

세계 수준의 품질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화장품 제조원인

한국 콜마를 통해 제조

아웃오브도시의 전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엄선한

국내 업체를 통해 제조되고 있습니다. 

엄선한 국내업체를

통한 꼼꼼한 제조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보장된 품질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아웃오브도시는 스킨케어 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로 더욱 성장해나갈 브랜드입니다.

OOD 케어,

OOD 라이프
아웃오브도시의
무한한 가능성

OOD
CARE

OOD
LIFE+ =

02.  OUT OF DOSHI
About ‘OUT OF DOSHI’



02.  OUT OF DOSHI
Store list of ‘OUT OF DOSHI’

현재 자사몰(자사 홈페이지), 공식 스토어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편집숍(figures)에서

판매 중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아웃오브도시!

ONLINE OFFLINE

http://ood.life/_idio/inc/sub1.html
https://www.wconcept.co.kr/Search?type=direct&kwd=%EC%95%84%EC%9B%83%EC%98%A4%EB%B8%8C%EB%8F%84%EC%8B%9C
https://search.29cm.co.kr/?keyword=%EC%95%84%EC%9B%83%EC%98%A4%EB%B8%8C%EB%8F%84%EC%8B%9C
https://www.styleshare.kr/brands/8216
https://www.hiver.co.kr/shop/outofdoshi?id=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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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PRODUCT



화장품을

많이 바를수록

피부에 더 좋을까요?

현대의, 시중에서 쏟아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스킨케어가 주는 정보 과잉으로 피부에 영양이

과다되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난 피부를 위한 새로운 해결법을

아웃오브도시가 제시합니다.

OOD CARE

03.  PRODUCT
OOD CARE



극건성 예민 피부를 위한

미니멀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합니다.

극건성 피부 타입을 위한

올인원 리페어 크림과 워터풀 카밍 미스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스킨케어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웃오브도시의 스킨케어 상품들입니다.

For extremely dry skin
OUT OF DRYGROUND

EXTRA DRY SKIN

ALL IN ONE REPAIR CREAM

EXTRA DRY SKIN

WATERFUL

CALMING MIST

03.  PRODUCT
OOD CARE



아웃오브도시만의 특별한 기술,

나노 듀얼 펩티좀
TM
 으로

진피까지 깊숙하게!

오드 올인원 리페어 크림에는

펩타이드 보호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리포좀 기술인 

‘나노 듀얼 펩티좀TM’이 적용되었습니다.

화장품 유효성분을 이중으로 둘러싼

나노 듀얼 펩티좀 입자가

진피까지 침투시켜 정확한 흡수를 돕습니다.

The technology of 'ood'
NANO DUAL PEPTISOME

이중 보호

진피 진피

기존 전달체 나노 듀얼 펩티좀 입자

03.  PRODUCT
OOD CARE



* 올인원 리페어 크림, 워터풀 카밍 미스트에

   공통으로 함유된 성분입니다.

건조한 상태의 부활초 수분공급 후 살아난 부활초

강인한 생명력의

부활초 성분 함유

건조한 사막에서 오랜 기간 매말라있다

물 한 방울에도 되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부활초!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채워주는데

효과적인 유기농 천연원료입니다.

Natural raw materials
MYROTHAMNUS

03.  PRODUCT
OOD CARE



#화이트닝 효과   #홍조개선

* 손상·만성 극건성 피부 20명 피시험자(19-74세) 대상

* 10일간 하루 2번 도포/실험 처음·중간·끝에 피부과 전문의 측정

* 원료적 특성에 한함

블루라이트

차단

UV
+

+48시간 이상

지속

48 건조 피부

보호

피부 산화

방지

손상 피부

개선

피부 홍반

감소

0%

0%

0%

피부 결

개선

예민피부

진정

피부건조

개선

100%

100%

100%

90%

80%

74%

03.  PRODUCT
OOD CARE

검증된

부활초의 효과

피부 결 개선, 예민피부 진정,

피부건조 개선에 도움을 주어

미백 및 홍조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Natural raw materials
MYROTHAMNUS



복잡하고 번거로운 단계를 줄인 오드 올인원 리페어 크림은
스킨, 에센스, 세럼, 로션, 크림을 압축한 5 in 1 멀티 제품입니다.

예민성 피부는 물론,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미스트입니다.
가득 담긴 천연원료 베이스가 피부 진정과 수분 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주름개선 #미백효과 #보습효과 #피부활력

엑스트라 드라이 스킨 올인원 리페어 크림

#수분충전 #피부진정 #피부결 정돈

엑스트라 드라이 스킨 워터풀 카밍 미스트

세포 재생 도움

Vitamin B9

피부 보습, 장벽 강화

부활초

피부 보습, 장벽 강화

부활초

Matrixyl 3000 TM

콜라겐 형성 항산화, 진정

31가지 천연원료

항산화, 진정

31가지 천연원료

PGA-BG5

피부 탄력 강화

03.  PRODUCT
OOD CARE



03.  PRODUCT
OOD LIFE

OOD LIFE

아웃오브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았습니다.

아웃오브도시의 브랜드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합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아웃오브도시의 라이프 상품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파우치와

타월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합니다.

For our minimal life
OUT OF DOSHI LIFE

OOD M-OOD

TYVEK POUCH

OOD DAILY

FACE TOWEL

03.  PRODUCT
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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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텍스 인증

친환경 테스트

저자극

순면 100%

도톰한 두께감

30수 170g

검증된 안전성

유해물질 X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

생활오염에 강한

투습방수 기능가벼운 무게감

종이처럼

03.  PRODUCT
OOD LIFE

메탈릭한 컬러 베이스에 아웃오브도시 로고를 모티브로 그래픽을 적용해

친환경 신소재인 타이벡으로 제작된 데일리 파우치입니다.

유럽의 오코 텍스 인증을 받은 타월로, 순면 100%로 제작되어

자극 없이 부드럽게 물기를 흡수해 주는 페이스 타월입니다.

#친환경신소재 #타이벡 #넉넉한사이즈 #방수기능

오드 무드 타이벡 파우치

#오코텍스 인증 #저자극 #도톰한 수건

오드 데일리 페이스 타월

친환경 소재

100% 재활용



OOD CARE
OOD LIFE

모두의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우리, 함께 해요!

03.  PRODUCT
OOD LIFE



www.ood.life

Contact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6길 29 2F

Instagram

address

aiooocom@naver.com
sm_1201@naver.com

oodlife.off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