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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자사는 2013년부터 세졔적인 품질의 화장품 펩티드와 API 펩티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회사에서 빠른 배송과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순도높은 구리 펩티드가 필요하시다면 activepeptide.com이 있습니다." - Loren Pickart 박사,

구리 펩티드 발명자이자
 중국 National New Tech Zone에 위치한 12,000 평방피트 규모의 첨단 실험실은 최신 장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박사급 과학자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합성 및 기술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당사는 화장품 제조사, 유통사, 연구소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펩디드를 생산합니다



 다양핚 종류의 화장품 펩티드 생산
 대부분 99% + 의 숚도를 자랑하는 펩디드 생산
 타사대비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프라이스 매칭 프로그램
 고객 필요에 맞춘 그램 단위부터 킬로그램 단위까지 생산 가능
 2013년 기술혁싞상 수상

Copper Peptide GHK-Cu*     
GHK without copper 
Pal-GHK 
Biotin-GHK
AHK-Cu
Pal-KVK 
Acetyl Hexapeptide-8*
Dipeptide Diaminobutyroyl Benzylamide Dihydrochloride
Myristoyl Pentapeptide-17   
Acetyl Tetrapeptide-3
Collagen Tripeptide

당사 제품은 식품이 아니며 식용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본 제품의 사용이 불가핚 경우에는, 사람 또는 동물 체외 짂단,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관련 모든 특허 문제는 사용자 책임 사항입니다.  Active Peptide Company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해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특허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규칙, 법규 및 특허법 준수는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입니다. Active Peptide Company에서 주문을 하시면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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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제품

노화 방지,주름 제거 머리 성장 촉진, 속눈썹 성장주요 제품 목록

http://www.activepeptide.com/product/ghk-cu/


We Produce High Quality Peptides for Cosmetic Companies, Distributors and Research Institutions

2012년 GHK-Cu를 발견해서 Skin Biology라는 첨단 기술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킨 Loren Pickart 박사로부터 영감을 받은 Yu 박사는 새로운

비지니스의 장을 열기로 결심하고 높은 숚도의 펩티드를 가장 경쟁력있는

가격에 화장품 회사 및 연구소에 공급하는 글로벌 펩티드 연구사이자 제조사

Active Peptide Company를 설립했습니다.

Lee Gengli Yu 박사는 Active Peptide Company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Yu 박사는 1999 년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유기 합성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내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프로젝트를 짂행하면서 펩티드 합성 기술, 특히 펩티드 대량 생산을

실현시키는 액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사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직접

제품을 배송합니다. Active Peptide의 주요 고객으로는

Johnson and Johnson,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교, KDC, 

서울대학교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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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일별

High Purity   |   Shipping from USA or China |  Kilogra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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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사는 China National Technology Park로부터 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받아 중국에 생산 공장을 열었습니다.

12,000 평방피트 규모의 실험실은 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Lee Gengli Yu 박사와 숙련된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세계최고의 펩티드와 강력핚 기술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ctive Peptide는 China National Technology Park로부터
2013년 기술혁싞상을 받았습니다. 

-Loren Pickart 박사

구리 펩티드 발명자이자
세계적인 생화학자

" 순도높은 구리 펩티드가 필요하시다면
activepeptide.com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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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Du, MBA
President of Marketing 

 MBA of University of Chicago
 Fortune 200 company marketing leader 
 10 years of marketing leading 

experience in the USA
 Pharmaceutical background

David Goldman  J. D.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t

 Economics from Tulane University
 New market entry consultant

Dr.  Gengli Yu
Founder & CEO

 PhD in Organic Synthesis 
 Tufts University Research Scientist
 Thirteen years of research in the USA
 Two new drug development patents

고위 관리 팀

We are searching for collaborators and distributors in 

different countries and geographies



Examples of Cosmetics containing Copper Peptide formulas

Before                             After 57 days

Before                             After 42 days

 Cosmetic peptides have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when caring for skin and hair loss

 Improve skin elasticity, reduce wrinkles, even out skin blotchiness, promote skin healing, and 

increase hair growth

We provide cosmetic companies with high purity copper peptides 

and other cosmetic peptides at competitive prices

제품 응용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s://www.hairgrowthmd.com/achieve_success.php&ei=P9orVe3YIua1sASrpoGYBQ&bvm=bv.90491159,d.cWc&psig=AFQjCNHnQ1MrOQlVZNI6bd3sSMHNtyiD7w&ust=1429023575234510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nuglowskincare.com/copper-peptide-serum-with-md3-copper-and-antioxidants.html&ei=G9YrVZelLe_jsASrwYDYCw&bvm=bv.90491159,d.cWc&psig=AFQjCNHS0ZS6vJ-ahTGD1fGfqhzy-l7bUw&ust=1429022609037637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prolash.en.made-in-china.com/product/mXHEGWlPIuVR/China-Natural-Skin-Lifting-Firming-Anti-Aging-Serum-Copper-Peptide-Anti-Wrinkle-Essence.html&ei=NdYrVfDsCcPLsATmi4DABQ&bvm=bv.90491159,d.cWc&psig=AFQjCNE-0LC4ZlQQ78BRuop4WLUAGRIuqQ&ust=1429022634382880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skincarerx.com/neova-copper-moisture-mask.html&ei=rtYrVbemN8rlsATqgoHQCQ&bvm=bv.90491159,d.cWc&psig=AFQjCNE-0LC4ZlQQ78BRuop4WLUAGRIuqQ&ust=1429022634382880
https://skinnv.files.wordpress.com/2013/03/derm_1.jpg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clearskincare.com.au/stock/cp-serum&ei=vtQrVe7rI-TIsASe-4DQAw&bvm=bv.90491159,d.cWc&psig=AFQjCNGhlyJle5FE1YCUHM4J0712xnxb7g&ust=1429022248881995


Analysis Result (Example)

http://www.activepeptide.com/product/ghk-cu/

 Competitive Prices

 Shipping from the USA or China

 COA, TDS and MSDS

 Crystal format of Powder 

 Highest purity proved by American third party testing

 GHK-Cu HPLC area close to 100%

Active Peptide 구리 펩티드

Quality Proof from 

American independent 

testing company

GHK-Cu HPLC area close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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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