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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Grey Service
새치 커버도 
색, 다르게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조금 더 단순했던 시간을.
어린시절의 기억,

자유롭고 순수함으로 가득했던 있는 그대로의 나.

하지만, 우리는 그리움에 사로잡히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들은 지금의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지금, 아름답게 빛나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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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Black
NB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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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Matt
NB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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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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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베이지

07

• 본 차트의 색상은 100% 백모에 샘플링한 이미지입니다.
• 본 차트의 색상은 모발 상태와 인쇄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시술을 위해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NEW   KP+ 그레이 서비스를 위한 BB, NB 컬러 차트

내추럴 브라운(NB) 26개 쉐이드

깊이 있는 다크브라운으로 
흰머리 커버 및 톤 다운 시 윤기를 살린 
흑갈색 컬러 연출

브라이트 브라운(BB) 25개 쉐이드

선명하고 밝은 브라운으로 
밝고 아름다운 흰머리 커버와
자연스러운 패션 컬러 연출

NATURAL BROW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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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브라운(NB) 26개 쉐이드

깊이 있는 다크브라운으로 
흰머리 커버 및 톤 다운 시 윤기를 살린 
흑갈색 컬러 연출

브라이트 브라운(BB) 25개 쉐이드

선명하고 밝은 브라운으로 
밝고 아름다운 흰머리 커버와
자연스러운 패션 컬러 연출

BRIGHT BROWN

N
EW



               콜레스톤 퍼펙트+ 그레이 서비스 

최근 몇 년 사이 새치를 고민하는 20-3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치와 흰머리 커버는 이제 나이와 관계없는 
하나의 헤어 뷰티 서비스로 소개되어야 합니다.

웰라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콜레스톤 퍼펙트+의 색, 다른 그레이 서비스를 제안드립니다 

패션그레이노 그레이

40-50대 고객 대상의 서비스로 흰머리가 전혀 보이지 않도
록 전체 모발을 한 가지 컬러로 염색 시술
모델 컬러  7/0 (NB 블랙)

20-30대 고객 대상의 패션 컬러 서비스로
흰머리를 일반 모발과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는 염색 시술
모델 컬러  8/77 (BB 체스넛)

그레이 서비스를 완성하는 제품

BeforeBefore BeforeBeforeAfterAfter

럭스라이트

40-50 고객 대상의 서비스로 흰머리 커버를 위한 내추럴   
브라운 쉐이드를 사용하고 하이라이트로 디자인 시술
모델 컬러  /07 (NB 베이지),  /97 (베일 베이지)

20-30대 대상의 컬러 서비스로 자연스러운 브라이트 브라운 
쉐이드와 희망하는 컬러를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디자인으
로 트렌디한 시술
모델 컬러  /17 (BB 애쉬),  /96 (베일 바이올렛)

패션라이트

BeforeBefore BeforeBeforeAfterAfter AfterAfter

AfterAfter

당신의 시간을 되돌리는 색, 다른방법 그레이 서비스

콜레스톤 퍼펙트+
브라이트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용량 80g

블론더 멀티 블론드
월드 베스트셀러 탈색제

용량 400g

웰록손 플러스 6%
탈색제 전용 산화제

용량 1,000ml

엘리먼츠 컨디셔너
글로싱을 돕는 컨디셔너

용량 1,000ml / 200ml

웰라 플렉스 Nº1
모발 내부 본드 결합을 

돕는 본드 메이커
용량 500ml

웰라 플렉스 Nº2
모발 구조 강화를 돕는

본드 스테빌라이져
용량 500ml

1
고객 취향, 성향에 
맞춤 제안 

4가지 웰라 

그레이 서비스

2
새로운 서비스 제안으로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업차지도 

가능

3
재염색, 뿌리 염색 모두 
적은 손상과 

부담없는 가격으로 
재방문 유도 

4
디자이너들이 추천

하는 완성도를 

높이는 New KP+ 

새치 커버 컬러

5
단조로운 새치 염색이 
아닌 세련됨과 
트렌드 컬러로 접근

WHY?



Fashionlights
KP+
 /17 (BB 애쉬),  /96 (베일 바이올렛)

  NEW    KP+의 브라이트 브라운(BB) 쉐이드로 완성하는 새치커버

Grey Service 패션라이트 서비스

1 

2 

하이라이트
1) 전체 8섹션으로 나누어 줍니다.
2) �미디엄 위브로 섹션당 1-2개의 호일을    

적용합니다. (최대 16장 사용)
3) 블론더 + 6% (1:2) 
     + 웰라플렉스 Nº1을 도포합니다.

뿌리+베이스염색
1) �탈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KP+ 7/17을 사용하여 모근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포합니다.

2) 모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발에 
     KP+ 9/17 (희망컬러)를 도포합니다.
3) 30분 방치합니다.
4) 샴푸실로 이동하여 헹굼 후 웰라플렉스 
     No2 도포하여 10분 방치합니다.

Tip  새치 도포 후 탈색부분을 체크하여 재 도포  
        하면 탈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패션라이트는 새치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20-30대 고객들에게 특히 더 적합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치 커버와 동시에 원하는 컬러로의 염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빠르게 자라나는 새치로 인해  극소 부위 
염색이 잦은 분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3 글로싱
1) 샴푸실에서 글로싱을 
     진행합니다.
     : KP+ 11/17 + 8/96 (9:1) + 3%
      + 엘리먼츠 컨디셔너 ( 1:1:1 ) 
2) 10분 방치 후 샴푸합니다.

K-CREATOR
HAIR BY 루이 원장
(조이 187)



  NEW    KP+의 내추럴 브라운(NB) 쉐이드로 완성하는 새치커버

Grey Service 럭스라이트 서비스

1 

2 

하이라이트
1) 전체 5섹션으로 나누어 줍니다.
2) ��탑 부분(다이아몬드 섹션)을 제외하고,
     �라지위브와 슬라이싱을 교차로
     도포합니다.
3) 섹션당 4개의 호일을 적용합니다.
    (최대 16장 사용)
4) 블론더 + 6% (1:2) + 웰라플렉스 
     Nº1을 도포합니다.

Tip  탑 부분에 다이아몬드 섹션은 
       세이브존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합니다

뿌리 염색
1) �탈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 �

 KP+ 6/07을 사용하여 모근 부분에 �
전체적으로 도포합니다.

2) 40분 방치합니다.
3) �샴푸실로 이동하여 헹굼 후 
     웰라플렉스 Nº2를 도포하고 
     10분 방치합니다.
4) 샴푸를 진행합니다.

Tip  새치 도포 후 탈색부분을 체크하여 
        재 도포 하면 탈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글로싱
1) �샴푸실에서 글로싱을 진행
     합니다.
   : �KP+ 8/97 + 3% + 엘리먼츠
     컨디셔너  ( 1:1:1 ) 
2) 10분 방치 후 샴푸합니다.

Luxelights
KP+ 
/07 (NB 베이지), /97 (베일 베이지)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자연스럽지만 세련된 나를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게 연결시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나서 흰머리가 자라더라도 기존의 염색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장점이 있죠”

K-CREATOR
HAIR BY 김상희 원장
(제이드 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