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나, 펜티스킨 출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깨끗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
"펜티스킨은 새로운 스킨케어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나의 비전이다 – 나는 정말 효과가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놀라운 제품을 만들기를 원했다." - 리한나
샌프란시스코 /PRNewswire/ -- 리한나는 LVMH소유의 뷰티 제품 개발사 켄도브랜즈와의 협력을 통해
그녀의 두 번째 글로벌 뷰티 브랜드 펜티스킨을 소개하는데, 이는 2017년 게임체인저 격으로 출시한
펜티뷰티에 뒤 이은 것이다.
엄청난 기대를 안고 출시하는 리한나의 스킨케어 브랜드는 그녀의 글로벌 경험, 개인적인 스킨케어 여정,
그리고 모든 피부 톤과 피부 타입에 단순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의 절정에서 나오는
제품이다. 그 결과, 펜티스킨은 깨끗하고, 소중함을 가득 담았으며, 메이크업에 원활하게 작용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포장과 포뮬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멀티태스킹 제품을 구현한다.
고르기 힘든 그 모든 스킨케어 제품들과 틴에이저인 그녀의 피부를 변색시킨 제품을 사용했던 나쁜 경험에
압도된 느낌을 수년 동안 가지고 있던 리한나는 사기 쉽고 효과적인 제품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수년 동안의 자신만의 경험, 접하고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그 모든 것을 담았다. 리한나는
펜티스킨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보이는 안색을 만들기 위해 그녀가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루틴을 공유한다.
"펜티스킨스타터스"라는 브랜드를 함께 쓰는 그녀의 처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투인원 제품들이다.
• 토탈 클린서 리무브 잇 올 클린서(25 달러): 먼지, 기름과 오래된 메이크업을 피부를 건조시키지
않고 제거하며 크림 같은 거품이 나는 메이크업 리무버-클린서.
• 팻 워터 포어-리파이닝 토너 세럼(28 달러): 피부 손상 없이 모공을 표적으로 하고, 검은 반점들의
외관을 개선하며, 밝게 하고, 부드럽게 하며, 번질거리지 않는 게임체인저 격의 토너-세럼 복합
제품.
• 하이드라 바이저 인비지블 모이스처라이저 브로드 스펙트럼 SPF 30 선스크린(35 달러): 가볍고
오일이 들어 있지 않으며 섬세한 핑크 색을 통해 모든 피부 톤에 진정으로 눈에 띠지 않는
모이스처라이저-선스크린. 이 제품은 피부 건조, 변색과 검은 반점이 생기지 않고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며 뭉치거나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게다가 리필이 가능하다.
펜티스킨은 깨끗하고, 글루텐과 오일이 들어 있지 않은 식물성 포뮬러에 비타민 C가 풍부한 바베이도스
체리와 같은 전세계에서 구한 원료, 히알루론산 및 나이아신아미드와 같은 최고급 스킨케어 원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리한나는 펜티스킨을 모든 감각 기관이 느낄 수 있기 원했기 때문에 동 제품에는
바베이도스 체리, 코코넛과 신선한 디저트 멜론과 같은 원료들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한 열대 향이 난다.

리한나에게는 펜티스킨 제품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제품들은 모든 피부 톤, 조직과 타입을 상대로 테스트되었다.
펜티스킨의 포장은 날렵하고, 모던하며 지구 환경을 고려한다. 동 브랜드는 가능하면 종이 박스를 없앴고,
소비자가 사용한 다음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채택했으며 가능한 경우 리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한나는 스킨케어 전문가이자 면허 받은 미용사인 션 개럿을 펜티스킨 홍보 대사로 영입한다.
펜티스킨은 7월 31일부터 FentySkin.com을 통해 독점 출시하며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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