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벤더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불면증 예방, 
고혈압 치료, 여드름 및 아토피 치료, 통증해소, 
소독작용이 탁월해 주머니에 넣어 좀 벌레와 
기타 곤충들을 쫓는데 사용

로즈마리 
두통완화, 기억력증진, 정신안정, 방충, 공기청정,
근육긴장완화, 소화촉진

페퍼민트 
항균 및 방충작용, 신경안정, 소화촉진, 통증완화,
호흡기관련 질환 치료, 눈건강증진

시트로넬라 
벌레와 모기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알려져 해충 방지제로도 사용

구성성분 및 효능

에어캅 플라워

시나몬 
건위, 구충, 발한, 해열 ,생리통 완화, 항균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FLOWER

제품종류 및 구성

PLACE 
베란다, 거실, 주방, 화장실, 침대주변, 
아이들방, 공부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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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A동 603호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상기 제품의 모양 및 꽃의 구성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각종 살충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피메트린엑스, 디-시스, 트란스 알레트린 등은 
  농약에 사용되는 물질들로 에어캅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벤더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불면증 예방, 
고혈압 치료, 여드름 및 아토피 치료, 통증해소, 
소독작용이 탁월해 주머니에 넣어 좀 벌레와 
기타 곤충들을 쫓는데 사용

로즈마리 
두통완화, 기억력증진, 정신안정, 방충, 공기청정,
근육긴장완화, 소화촉진

페퍼민트 
항균 및 방충작용, 신경안정, 소화촉진, 통증완화,
호흡기관련 질환 치료, 눈건강증진

시트로넬라 
벌레와 모기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알려져 해충 방지제로도 사용

구성성분 및 효능

에어캅 팔찌

시나몬 
건위, 구충, 발한, 해열 ,생리통 완화, 항균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BRACELET

제품종류 및 구성

•패션팔찌, 애견목줄과 셋트,별도구매가능. 
•캐릭터 모양 셀프로  변형 가능. 
•긴수명(두달사용). 
•친환경제품, KC인증제품, 남녀노소 모두 사용. 

  디스플레이용 꽃색상은 사진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종 살충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피메트린엑스, 디-시스, 트란스 알레트린 등은 
  농약에 사용되는 물질들로 에어캅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어캅 팔찌

에어캅 애견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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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의 모양 및 꽃의 구성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라벤더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불면증 예방, 
고혈압 치료, 여드름 및 아토피 치료, 통증해소, 
소독작용이 탁월해 주머니에 넣어 좀 벌레와 
기타 곤충들을 쫓는데 사용

로즈마리 
두통완화, 기억력증진, 정신안정, 방충, 공기청정,
근육긴장완화, 소화촉진

페퍼민트 
항균 및 방충작용, 신경안정, 소화촉진, 통증완화,
호흡기관련 질환 치료, 눈건강증진

시트로넬라 
벌레와 모기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알려져 해충 방지제로도 사용

구성성분 및 효능

에어캅 지비츠형 밴드

시나몬 
건위, 구충, 발한, 해열 ,생리통 완화, 항균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지비츠형 BAND
•지비츠형 캐릭터 별도구매가능,  
•지비츠형 캐릭터 셀프로 변형 가능. 
•크록스 신발 등에 꽂아 사용가능. 
•긴수명 (두달사용). 
•친환경제품, KC인증제품, 남녀노소 모두 사용. 

  지비츠형 꽃 색상은 사진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제품종류 및 구성

•각종 살충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인 피메트린엑스, 디-시스, 트란스 알레트린 등은 
  농약에 사용되는 물질들로 에어캅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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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의 모양 및 꽃의 구성은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닮고 자연을 담은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