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ABOU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이지쓰위그는 “스피드 속눈썹연장기기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연구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이지쓰위그의 스피드 속눈썹 기술은 아시아, 미주지역,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0개 대학과 산·학 협력하여 대학의 실용학문 연구와
전문적인 우수한 인재양성에 상호 협력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속눈썹 연장기기”는 세계 모든 여성들의 속눈썹을 길게!, 풍성하게, 칼라플하게!
아름답게 하며, 20분내에 빠르고, 쉽고, 편하게! 스피드 속눈썹연장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헤어웨어 패션분야( 패션가발, 기능성가발, 시니어가발, 남성탈모가발, 장미희 항암가발 )에
25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여성가발 전문회사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동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탈모 위주의 가발이 많지만, 저희
회사는 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여성패션디자인을 연구하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헤어웨어 패션디자인 분야 또한 30여개 대학과 산.학협력하여 새로운 기능성, 좋은 디자인을
연구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언제나 고객님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강 득 중 올림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1
보라 계열의 5색을 믹스한
신비적인 느낌의 내츄럴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2
어두운 브라운 계열의 5색을 믹스한
당당한 느낌의 내츄럴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3 - A
브라운 계열의 5색을 응용한
세련된 느낌의 셋팅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3 - B
브라운 계열의 5색을 응용한
세련된 느낌의 셋팅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4
어두운 브라운계열의 5색을 믹스한
당당한 느낌의 내츄럴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5 - A
오렌지 계열의 5색을 믹스한
발랄한 느낌의 내츄럴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5 - B
오렌지 계열의 5색을 믹스한
발랄한 느낌의 내츄럴 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6 - A
골드계열의 3색을 믹스한
럭셔리한 느낌의 셋팅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특허 PCT 출원

아이샤 컬러융합 패션가발

EYESHA #806 - B
골드계열의 3색을 믹스한
럭셔리한 느낌의 셋팅웨이브 스타일

Before

EYESHA COLOR FUSION
FASHION WIG

01 어떠한 헤어와 컬러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컬러와 디자인의 변신 !
It is a transformation of color and design that can harmonize any hair and color!

02 이물질, 무게감, 불편함, 스타일 걱정이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같은 자연스러운 가발입니다.
There is no foreign object, weight, discomfort and style. Natural wig like my hair.

03 앞머리,웨이브,포니테일,업스타일까지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이미지 변신 가능.
Feel free to transform any style to bangs, waves, ponytails, upstyles.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가양대교

이마트
우림블루나인

9호선 가양역

9호선 증미역

SJ등촌골프

마포고등학교

백석초등학교

9호선 등촌역

강서구청 교차로

등촌중학교

상호 : (주)이지쓰위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화 : 02-2633-1162

매장직영점 : 0754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2210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본사 : 0754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906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주)이지쓰위그 www.isiswi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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