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vee PRODUCT LIST

2VEE is a concept hair wax launched by the cosmetics brand BARRO.
It provides extreme hold and is easy to wash out. It is also released in diﬀerent
characters illustrated on its case and altered in each series and therefore,
is considered a collectable item for our valuable customers.
In 2014, 2VEE’s series 1 was released with the collaboration with MOMOT
and its characters. In the year 2016, BARRO continues to approach customers
by introducing the series 2 in partnership with MARVEL.
The list presents the 2nd series line-up of 2VEE’s products including
Matte Wax [IRONMAN], Ultra Wax [CAPTAIN AMERICA], Hard Wax [SPIDERMAN],
and Pomade [MARVEL COMICS] for customers to come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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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 WAX

2VEE는 코스메틱 브랜드 BARRO에서 만든 캐릭터 컨셉의 헤어 왁스입니다.
왁스의 기본적인 세팅력과 세정력은 물론, 왁스 타입마다 다른 캐릭터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매 시리즈마다 다른 캐릭터로 바뀌어 출시되는 컬렉터블 아이템입니다.
2014년, 모모트 캐릭터와 함께한 시리즈1에 이어 2016년. MARVEL 캐릭터와
함께 시리즈2를 선보였습니다.
본 상품 리스트는 2VEE의 시리즈 2 라인업으로 매트왁스[아이언맨],
울트라왁스[캡틴아메키라], 하드왁스[스파이더맨], 포마드[마블코믹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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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의 굵은모, 가는모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물유래 칸데릴라왁스,
카나우바왁스가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모발을 감싸 강력한 스타일링을 연출해
줍니다.
Applicable for both thick or thin hair
of men and women, Candelilla and
Carnauba wax, derived from plants,
oﬀer a natural style by protecting hair.

모발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펴바른 후 손바닥으로 쥐었다 펴서 강력하게
세워주며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
Rub a small amound between your ﬁnger
tips and palms, and apply into dry hair
by griping and releasing your hand.
Sculpt and accentuate individual strands to
create that long lasting and neat style.

ULTRA WAX

남성, 여성의 굵은모, 가는모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물유래 칸데릴라왁스,
카나우바왁스가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모발을 감싸 강력한 스타일링을 연출해
줍니다.
Applicable for both thick or thin hair
of men and women, Candelilla and
Carnauba wax, derived from plants,
oﬀer a natural style by protecting hair.

HARD WAX

남성, 여성의 굵은모, 가는모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물유래 칸데릴라왁스,
카나우바왁스가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모발을 감싸 강력한 스타일링을 연출해
줍니다.
Applicable for both thick or thin hair
of men and women, Candelilla and
Carnauba wax, derived from plants,
oﬀer a natural style by protecting hair.

사용방법

POMADE

Marvel Entertainment, a wholly-owned subsidiary of The Walt Disney Company,
i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nent character-based entertainment companies,
built on a proven library of over 8,000 characters featured in a variety of media
over seventy years. For generations, MARVEL fans around the world have celebrated
the ongoing adventures of the most iconic Super Heroes in the world such as
Spider-Man, The Avengers, Iron Man, Hulk, X-Men and Fantastic Four. The relatable,
aspirational characters and epic st`orytelling of MARVEL is beloved by fans of all ages
through comic books, ﬁlms, TV, video games and digital media.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여러 번 빗질로 원하는
스타일링을 구현하며 완벽한 고정력으로
오랫동안 스타일을 유지하고 한 번의 샴푸로
잔여물 없이 깨끗한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By combing your hair several times, a desired
styling is realized with smooth application and
Thanks to its superb ﬁxing capability, it holds
your style for long duration and is washed
Thoroughly with clear detergency and without
residue by simply shampooing once.
사용방법

모발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펴바른 후 손바닥으로 쥐었다 펴서 강력하게
세워주며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

모발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펴바른 후 손바닥으로 쥐었다 펴서 강력하게
세워주며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모발에 적당량을 손에 덜어 모발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펴 발라줍니다.
손가락 또는 빗을 이용하여 모양을 잡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Rub a small amound between your ﬁnger
tips and palms, and apply into dry hair
by griping and releasing your hand.
Sculpt and accentuate individual strands to
create that long lasting and neat style.

Rub a small amound between your ﬁnger
tips and palms, and apply into dry hair
by griping and releasing your hand.
Sculpt and accentuate individual strands to
create that long lasting and neat style.

Rub a small amound your ﬁnger and plams
and apply into ﬂow of the hair.
and use your ﬁngers or a comb to create a style.

USEFUL TIPS

마블 엔터테이먼트는 월트 디즈니사 예하의 자회사로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8,000여개
이상의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기반의 엔터테이먼트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마블 팬들은 마블의 대표적인 슈퍼 히어로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아이언맨, 헐크,
엑스맨, 판타스틱4의 모험담을 여러 세대를 통해 즐겨왔습니다.
또한, 영감을 주고 공감되는 캐릭터들과 마블만의 놀라운 스토리텔링은 만화책과 영화, TV,
비디오 게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USEFUL TIPS

‘모모트는 네모 네모 로보트(NEMO NEMO ROBOT)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외 페이퍼토의 문화를 알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토이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런칭된 컬쳐브랜드로서, 국내외 전반의 아티스트 및 문화그룹,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과
차별화된 제휴를 통하여 페이퍼토이를 활용한 제품개발과 브랜드 프로모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OMOT’ is an acronym for ‘Nemo Nemo Robot’.
(Nemo means rectangular in Korean.)
Momot, the culture brand, was created in the purpose of
distributing ‘Paper Toy Culture’ to the world and to show how
MOMOT is not only having its collaboration projects with
international brands and artists but also maintaining the product
development along the promotions and technical sup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