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노하나 움집 내부 유노하나 결정체

유노하나(온천 성분 결정체)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꽃’

벳푸온천·약용 유노하나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유노하나’의 대부분은 온천의 침전물을 건조시키거나 유황 
덩어리를 가루로 만드는데, 이곳 묘반온천의 '유노하나'는 뿜어 나오는 온천의 
증기를 결정화시켜 1일 1mm 정도 성장시킵니다. 풍부한 미네랄 성분 함유로 효능 
및 효과가 높아 의약부외품 입욕제로 인가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규격 ISO 9001

과 14001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제 
오가닉 인증 NATRUE, 경제산업성 
‘지역 자원’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다하나 시리즈
화장품 탄생

창업은 교호 10년(1725). 3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유일무이한 
'약용 유노하나'가 원료로 거듭나 새로운 화장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상품에 
'하다하나 시리즈' 액체 유노 
하나 원료가 사용되고 있습 
니다.

(※하다하나 시리즈는 국제특허 출원 중)

‘약용 유노하나’ 이야기

오이타현 벳푸시·묘반온천

‘약용 유노하나’를 제조하는 유노하나 움집

ISO 유노하나 상품

하다하나의 고향인 묘반온천의 수증기는 국가 중요 문화적 경관에 
선정. '약용 유노하나'의 제조 기술은 국가 중요 무형 민속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주는
온천의 보습 성분

하다하나 배합

SPF40 PA＋＋＋ 유노하나(보습성분)를 듬뿍 사 
용해 수분 가득한 핸드크림. 
사용 후에 끈적임이 없고 산뜻 
하게 발려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전체를 사용 
해 원을 그리듯 손등 전체에 
흡수시켜 주십시오. 
40g

피부에 직접 ‘칙’, 옷에도 ‘칙’
하고 가볍게 뿌리는 워터 로션. 
고기 냄새, 담배 냄새, 밖에서 
묻어온 불쾌한 냄새 및 신경 
쓰이는 부분 냄새도 장미 향으 
로 상쾌하게 감싸줍니다. 각질 
제거 및 모공 수축 성분 배합으 
로 모공 케어도 동시에 합니다.
40g 

스킨 케어 밀크 처방으로 로션 
같은 사용감.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하며 발라도 하얗 
게 뜨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듭 
니다. 특별히 자외선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2~3시간마 
다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40g

미세한 살구씨 입자와 소금 
으로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세정제 배합으로 동 
시에 샤워도 가능합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조 
여주어 슬림한 바디로 가꾸 
어 주는 마사지 솔트가 탄생 
했습니다. 
150g 

MADE IN JAPAN
판매원 주식회사 묘반 유노사토
(우)874-0843 오이타현 벳푸시 묘반온센 6쿠미
TEL 0977-66-8166　FAX 0977-66-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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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페이스북, 라인에서 ‘Myoban Yunosato’로 검색!

유노하나
핸드크림

유노하나
프레이그런스 로션

유노하나
UV 크림

유노하나
마사지 솔트

모든 상품에 벳푸 묘반온천에서 에도 
시대부터 제조된 ‘약용 유노하나’를 
액체화한 온천 원료 하다하나를 배합함 
으로써 마치 온천에서 막 나온 것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