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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함은 고급 수트나 

명품에서 나오지 않는다.



남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감각으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할 때,



모든 남자는 젠틀하다.모든 남자는 젠틀하다.모든 남자는 젠틀하다.



It is simple, to be handsome.

젠틀피버는 오직 남자만을 연구하는 맨즈 그루밍 브랜드입니다. 남자들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도록, ‘젠틀피버’만의 감각을 녹여낸  아이템을 선보입니다.

젠틀피버는 가장 유니크하고 심플한 답을 찾기 위해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고민하고, 수많은 아이디어와 샘플 및 테스트를 거쳐 치열하게 연구합니다.

BRAND CONCEPT

UNIQUE
독보적인 고민하는 

THINK
심플한

SIMPLE



UNIQUE
유니크하다는 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잠깐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비싸고 화려한 명품이 아닌,

나를 가장 빛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템을 고를 줄 아는 것.

그것이 젠틀피버가 추구하는 ‘유니크’한 감각이다.



SIMPLE
어렵고 복잡한 그루밍은 잊어라.

이것저것 쓸 필요도 없고, 다른 제품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 남자가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젠틀피버는 언제나 가장 심플한 답을 찾는다.



THINK
젠틀피버는 오직 남자만을 연구한다.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성분과 기능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연구한 제품만을 선보인다.



PRODUCT

All-in-One Tone Up Essence
All-in-One Essence Sun Shield
2 Texture Blending Wax
Premium Down Perm
Perfect Holder Hair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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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올인원 톤업 에센스 125ml

All-in-One
Tone Up Essence

바르고 자도 무방한 제품으로 산뜻한 보습감,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 

천연 유래 자연성분이 남자의 피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톤업 기능으로 티 나지 않게 밝아진 얼굴빛을 

연출할 수 있으며, 유명 니치 퍼퓸 향을 타겟으로 한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기로 기분 좋은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 WITCH HAZEL 

- GLYCERIN

- ADENOSINE

- BETA-GLUCAN

- NIACINAMIDE

남자의 잘생김을 바르다

올인원 톤업 에센스는 스킨, 로션, 에센스, 톤업, 향수의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올인원 에센스 선쉴드 125ml

All-in-One
Essence Sun Shield 

귀찮고 끈적거려서 선크림을 안 바르던 남자들을 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백탁 현상, 밀림 현상, 끈적임이 

없는 가벼운 사용감 덕분에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기초 스킨케어는 

물론이고 일상 자외선까지 차단하며 외출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남자의 피부, 태양을 피하다

젠틀피버 올인원 에센스 선쉴드는 스킨, 로션, 에센스, 향수, 

그리고 선크림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5 in 1 제품입니다.

PRODUCT

- WITCH HAZEL WATER

- CINNAMOMUM ZEYLANICUM BARK EXTRACT

- NELUMBO NUCIFERA FLOWER EXTRACT

- PELARGONIUM GRAVEOLENS EXTRACT

- SANGUISORBA OFFICINALIS ROOT EXTRACT

- UNCARIA GAMBIR EXTRACT



투 텍스처 블렌딩 왁스 90g

2 Texture
Blending Wax

윤기와 볼륨감을 위한 소프트 왁스와 강력한 세팅력의 프리즈 

타입의 하드 왁스를 각각 원하는 비율로 섞어, 분위기에 따라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을 세우다. 

젠틀피버 투 텍스처 블렌딩 왁스는 소프트 왁스와 하드 왁스를 

한 용기에 담아 활용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PRODUCT

- SOYBEAN SPROUT EXTRACT 

- SESAMUM INDICUM SEED EXTRACT

- CHAMOMILLA RECUTITA EXTRACT

- ARGANIA SPINOSA KERNEL OIL

- PERILLA FRUITSCENS LEAF EXTRACT



PRODUCT

프리미엄 다운펌 100ml

Premium
Down Perm

단 10여 분의 사용으로 뻗치는 옆머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2주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아르간 오일, 바오밥 오일 등의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해 시술로 인한 자극을 최소화했으며, 

단순한 다운펌 효과뿐만 아니라 펌 직후 사용할 수 있는 티트리 

트리트먼트를 제공해 두피와 모발 관리까지 생각했습니다.

- ARGANIA SPINOSA KERNEL OIL

- CAMELLIAJAPONICASEED OIL

- TEA TREE LEAF EXTRACT

- ADENSONIA DIGITATA FRUIT EXTRACT

- GLYCINE (SOY BEAN) SEED EXTRACT

남자의 옆머리 고민을 해결하다

젠틀피버 프리미엄 다운펌은 손쉽게 남자들의 붕 뜬 옆머리를 

가라앉혀주는 펌 제품입니다.



퍼펙트 홀더 헤어 스프레이 200ml

Perfect Holder
Hair Spray

15가지 천연 추출물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모발과 두피를 보호하고, 

컨디셔닝 효과와 함께 더욱 남자다운 스타일링을 도와줍니다. 

워터 미스트 타입으로 간편하게 뿌려서 보다 힘있게 헤어스타일 

세팅이 가능하며, 한번 완성된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스타일링 아이템입니다.

- SOYBEAN SPROUT EXTRACT 

- SESAMUM INDICUM SEED EXTRACT

- CHAMOMILLA RECUTITA EXTRACT

- ARGANIA SPINOSA KERNEL OIL

- PERILLA FRUITSCENS LEAF EXTRACT

남자의 헤어스타일을 지키다

젠틀피버 퍼펙트 홀더 헤어 스프레이는 거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남자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제품입니다. 

PRODUCT



젠틀피버의 유니크함을 경험해보세요.단일 제품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세트 제품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젠틀피버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경험,이벤트,

제품 영상 등을 젠틀피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젠틀피버 온라인 스토어

www.gentlefever.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ONLINE STORE

http://gentlefever.com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플랫폼에서 누구보다 

전략적으로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텐츠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력을 입증하고 매출 성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젠틀피버 영상 컨텐츠

@GENTLEFEVER @GENTLEFEVER

CREATIVE

https://www.youtube.com/watch?v=OENhZPZxebU
https://www.youtube.com/watch?v=JtRXA0vBw0s
https://www.youtube.com/watch?v=wCArJnFlh1I
https://www.facebook.com/gentlefever/
https://www.instagram.com/gentlefever/


22,790,598
젠틀피버 브랜드 영상 누적 도달 수

Reach

CREATIVE

현재 젠틀피버의 감성이 담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ejlee@makeus.com

070-449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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