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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셋 젤폴리쉬 제형의 특징

베이스젤→칼라젤→탑젤 순서대로 사용하는 3step 스타일의 폴리쉬젤.

기존 폴리쉬젤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함.

큐어링 타임 : LED램프 30초 큐어링, UV램프 60초.

특징 : 모든 베이스젤, 탑젤과 호환 가능함. 단, 베이스젤의 경우 

미경화젤이 많은 베이스젤은 미경화젤을 닦은 후 사용 권장.

쏙오프타임 : 10분소요.

A 3step polish gel (base gel→color gel→top gel in regular order.)

It is the same as other products.

Curing time : 30sec LED lamp, 60sec UV lamp.

Features : Compatible with all base gel and top gel products.

Recommendation : For sticky type base gels, use after wiping 

off the stickiness.

Soak-off time : 10 min.

Art Gel-color Regular Gel(Jar Type)

베이스젤→칼라젤→탑젤 순서대로 사용하는 3step 스타일의 아트젤(통젤).

기존 아트젤(통젤)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함.

큐어링 타임 : LED램프 30초 큐어링, UV램프 60초.

특징 : 하드젤에 가까운 소프트젤로써, 오랜 유지력과 발색력을 가지고 

있으며 셀프 레벨링이 뛰어난 퓨어젤입니다. 아트에 최적화된 전문가용 

젤입니다.

쏙오프타임 : 10분소요.

A 3step jar type art gel (base gel→color gel→top gel in regular 

order.)

It is the same as other products.

Curing time : 30sec LED lamp, 60sec UV lamp.

Features : A hard gel-like soft gel with long maintenance, 

coloring and excellent self-leveling. An optimized professional 

gel for art.

Soak-off time : 10 min.

20’s
Our heart fluttering

bloomed



Gel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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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 Polish (Glitter)

GEL NAIL
COLOR

파셋 젤 폴리쉬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더 많은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WC 01 WC 02 WC 03 WC 04 WC 05 WC 06

GR 01 GR 02 GR 03 GR 04 GR 05 GR 06

RT 01 RT 02 RT 03 RT 04 RT 05 RT 06

GLITTER 7 DG 001 DG 002 DG 003 DG 004

DG 006 DG 007 DG 008 DG 009 DG 010

DG 005



06/07
The luxurious professional nail brand 'PASSET'
프로네일계 명품브랜드 파셋

Art Gel

우수한 안정성과 건조감을 지니고 있으며, 뛰어난 발색력과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럭셔리한 펄 라인은 다양한 홀로그램 글리터를 사용해 

깊은 반짝임을 선사하며, 피막형성을 높여 선명하고 트랜디한 색상이 

오래 지속되며 건조속도가 빠릅니다. 최고급 원료를 바탕으로 화려한 

컬러매치와 안정된 베이스로 환경호르몬을 첨가하지 않아 손톱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파셋 네일폴리쉬입니다.

Art Gel-glitter

Nail polish with excellent stability, dryness and coloring. 

The luxurious pearl lines gives great glitters by it`s 

variety hologram, a long lasting trendy color and fast 

dryspeed by increasing the film formation. A future-ori-

ented, nail health-conscious and eco-friendly product by 

a colorful match with high-quality materials.

HAPPINESS
PURPLE 2

PRETTY
PINK4

PRETTY
PINK 7

HAPPINESS
PURPLE 3

HAPPINESS
PURPLE 2

GLOSSY PINK 1SS004SS009REAL BLACK

파셋 아트 통젤 109종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더 많은 컬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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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 an eternity
promise

30’s

GLITTER 1 GLITTER 2 GLITTER 3 GLITTER 4 GLITTER 5 GLITTER 6 GLITTER 7 GLITTER 9 GLITTER 10 GLITTER 11

GLITTER 12 GLITTER 13 GLITTER 14 GLITTER 15 GLITTER 16 GLITTER 17 GLITTER 18 GLITTER 19 GLITTER 20 GLITTER 21



손끝으로 느껴지는 파우더리한 질감으로 알수있는 매트만의 매력! 최적의 발림성과 오랜 무광유지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With your own hands feel the charm of the matte powdery texture!
PASSET matte top gel boasts optimum spreadability and long lasting matte retention.
Volume : 10ml/110ml

파셋 매트 탑젤 / Matte Top Gel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탑젤로써, 2배 코팅효과로 자연네일을 보호하며 영양성분이 함유된 고광택 탑젤입니다. 
(LED 1분, UV 2분)

As it doesn’t have sticky gel left, it is the outstanding polish to keep the shape of nail from damage including nutrients.
(Cure with 1min on the lamp and 2min with UV lamp)
Volume : 10ml/110ml

파셋 퍼펙트 탑젤 / Perpect Top Gel

한달이상의 유지력을 가진 파셋의 베스트 제품입니다. 아트에도 많이 사용이 되며 비타미느 칼슘, 케라틴들 영양성분이 
함유되었고 사용감이 우수한 베이스젤입니다.

One of the PASSET best sellers which it’s retentivity is longer than a month. An excellent base gel which is used 
a lot in nail art, contains calcium, keratin and other more nutrients and has an excellent sense of use.
Volume : 10ml/110ml

파셋 베이스젤 / Base Gel

생활 스크래치에 강하며, 차별화된 광택과 오랜 유지력으로 발림성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네일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인기 
탑젤입니다.

It’s one of the most wanted top gel that nail artists prefer because of it’s great scratch protection, differentiated 
gloss, long retentivity, excellent durability and good adhesive property.
Volume : 10ml/110ml

파셋 광빨 탑젤 / Top Gel

다양한 모양과 크기에 글리터가 들어있는 네일아트 전용 글리터입니다.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 오묘한 색상을 내며 크리스탈 
멀티 글리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화려한 연출을 할수있는 제품입니다.

Passet crystal multi glitter is only for nail art and have various kinds of shape and size with glitter. You can see 
various delicate colors based on the angles, and very splendid display using the crystal multi glitter only.

파셋 크리스탈 멀티 글리터 / Crystal Multi Glitter

가루날림을 최소화 하기위해 크롬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버펄은 곱게 갈아 만든 네일아트 전용 파우더 제품입니다.
소량사용으로도 손쉽게 메탈릭네일을 연출할수 있습니다.

Passet metallic powder has no chrome to minimize the flowing. Silver per is grinded finely and use only for nail 
arts. You can express metallic nail easily with small amount.

파셋 메탈릭 파우더 / Metall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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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셋 아트가이드 스티커
/ PASSET Art Guide Sticker

아트가이드 스티커는 디자인된 부분을 붙인 뒤 홀로그램 시트지나 펄, 글리터등 

원하는 아트용품 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다양한 연출을 할수있는 신개념의 파셋 

네일아트 스티커 입니다.

디자인 : 20종

‘Art guide sticker’ is the newly created sticker you have never seen 

possible to express to various styles. It is the new concept sticker that 

finishes with the hologram sheet, glitter and etc.

Kinds : 20 Design.

Love bloomed
in the family

40’s

① 원하는 디자인부위를 자른 후 얇은 
필름을 제거해 줍니다.
Cut the chosen design part off and 
remove the thin film.

② 손톱에 디자인을 붙인 후 디자인이 
붙어있던 두꺼운 필름을 떼어냅니다.
Remove the thick film from the 
design after you attach the design 
to your nails.

③ 홀로그램지나 아트용펄 등을 이용 
해서 디자인된 부분에 고르게 찍어 
냅니다.
Use hologram film or art pulp and 
draw evenly around the design.

④ 탑코트 또는 탑젤을 바르고 마무리 
합니다.
Apply topcoat or top gel to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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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

전문가를 위한 젤네일전용 파셋 아트 브러쉬! 아트에 최적화하여 개발된 파셋브랜드의 인기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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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아트작업시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very delicate and fine art.

아트브러쉬 (PB01) / Art

미세한 라인, 드래그, 채우기등 모든 아트웍 작업이 가능한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fineline, drag, coverages.

롱라이너브러쉬 (PB02) / Long Liner

풀컬러링에 용이하며 사이드로딩이나 더블로딩 작업시 사용되는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full the coloring, side loading, double loading.

컬러브러쉬 (PB03) / Color

플라워 아트에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flower.

아트오벌브러쉬 (PB04) / Art Oval

스캅춰, 오버레이 작업등에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sculpture or overlay.

오벌브러쉬 (PB05) / Oval

꽃잎을 그릴때나 체크아트 등에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leaves and check-typed works.

숏앵글러브러쉬 (PB06) / Short Angular

그라데이션 작업을 쉽게 할수있는 아트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art of gradation.

그라데이션브러쉬 (PB07) / Gradation

마블아트 작업시 적합한 아트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works of the marble.

마블브러쉬 (PB08) / Marble

체크패턴이나 직물느낌, 깃털, 모표현에 적합한 아트 브러쉬입니다.
It is for the works of the checked, fabric, feather.

패턴브러쉬 (PB09) / Pattern

나뭇잎, 꽃잎아트 작업시 적합한 브러쉬입니다.
It is suitable to draw the leaf and flower.

트라이앵글브러쉬 (PB10) / Triangel

치크아트와 그라데이션 작업시 컬러라인에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브러쉬입니다.
It is prevent not to be formed line at the border of colors.

그라&치크브러쉬 (PB11) / Gra & Cheek

손톱사이즈에 맞춰 제작된 프렌치전용 브러쉬입니다.
It is cutomized brush that fits finger size on only french nail art.

프렌치브러쉬 (PB12) / Franch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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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셋 리얼아트 스티커
/ Real Art Nail Sticker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일 아티스트가 디자인 개발한 전문가용 

네일 스티커 입니다. 독일산 글루를 사용하여 밀착력이 아주 우수하며 

0.03mm의 얇은 두께로 시술시 이질감이 없습니다. 독일의 잉크를 

사용하며 실크스크린과 옵셋 인쇄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디자인의 

컬러감이 탁월합니다.

우레탄이 함유된 파셋 리얼 아트 스티커는 굴곡이 있는 어떠한 

손발톱에도 들뜸 없이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고퀄리티 아트 

스티커입니다.

디자인 : 150종

A professional nail sticker designed by nail artists based on 

best technology. German glue provides excellent adhesion 

and no foreign substance with 0.03mm thin thickness. 

Excellent design colors by using German ink, silk screen 

and offset printing method.

Passet Real Art Sticker (with Urethane) is a high quality art 

sticker designed to apply to any nail without coming off.

Designs : 150

젤네일 스티커
/ Gel Nail Stickers

젤네일스티커는 젤네일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디자인을 손톱에 

붙이기만하면 젤네일아트를 한듯한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엄선하여 선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손톱에 밀착력이 좋고 

접착력이 뛰어나 오랜시간 사용시에도 들뜨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글로시타입, 매트타입, 메탈릭타입등 다양한 디자인이 있으며, 

매일 바뀌는 코디에 따라 간편한 젤네일스티커로 네일아트를 할수 

있습니다.

A product which gives a gel nail art effect by applying any 

wanted design on your fingernails, even if you didn't do gel 

nail art.

The designs are carefully selected and reflected, it's conve-

nient and comfortable to use for a long time without cracks 

because of it's good adhesion to nails.

There are Glossy, Matte, Metallic style and other more 

designs, your nail art can be done with easy gel nail stickers 

depending on the code that changes every day.

파셋 리얼아트 스티커 150종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더 많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젤네일 스티커 200종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더 많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