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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01 



01 

02 

회사이념 

믿음직한 팀과 브랜드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일회용 코스메틱계의 넘버원을 만들어가는 것.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살릴 수 있는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 
WELLDERMA COSMETIC CO,.LTD (주)웰더마 코스메틱은 창신, 디자인, 연구개발, 추진력, 퀄리티 등  
5가지 항목을 운영이념으로 여기고 빠른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브랜드가치를 만들어가고 자기 
만의 가치를 창조해 나아갑니다.  

연구개발 

WELLDERMA COSMETIC CO,.LTD(주)웰더마 코스메틱의 소속브랜드의 상품은  
(주) 웰더마 코스메틱에서 직접 연구개발 합니다.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연구개발팀과 일본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의 질을 보장하였습니다.  
2013~2014년 사이에는 팩과 기초라인 연구개발에 전념했으며 2015년에는 일회용 화장품에 전념하여 이후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쉽고 간편한 화장품으로 화장품계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회사소개 



 
 

WellDerma 

Aell su Aell C’C1 



 
 

 
 

브랜드소개 

웰더마 코스메틱은 세계 청정 자연을 연구하는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입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해 좋은 것만 담았습니다. 

좋은 것만 담았다. 좋은 것만, 웰더
마 



KOREA  
SEOUL(본사) 

· 원자재 구매 · 제품디자인  
· 생산관리 · 제품개발 · OEM,ODM  
· 물류 / 수출업무  

CHINA  
SHANGHAI 

·B2B · 개발센터 · 제품디자인  
· 시장조사 · OEM/ODM  

회사 위치 



 
 

입점매장 및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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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SASA, 화룬, City Super, 유베이즈,  
오야백화점과 홍콩 Cosway, 마카오 팔백반 등 
다양한 업체에 입점되어 있으며, 최근 춘추항공 
기내 판매를 시작으로 입점 계약 체결 등 
순조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6천여 개 매장에 입점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의 경우 1매장당 월 3~4만 
위안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OEM/ODM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가능하며, 
상품기획 및 디자인과 연구소 생산공정도 가능합니다. 

 
브랜딩부터 제형, 원료, 사용감, 안정도, 용기, 포장까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고객 커미션 

계약 제품기획 

판매 전략 설계 / 개발 /샘플결정 

원자재 구매 

생산 

개발 완성 



1. 제품설명 

2. 신제품 소개 

3. 신제품 출시 예정 

PRODUCT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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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제품 출시 

게르마늄 함유（순도99.999%） 
롯데 홈쇼핑 판매 



게르마늄 차콜 씨워터 마스크 
 
참숯가루 함유, 게르마늄 시트 
신비의 원소, 생명의 원소인 
게르마늄 시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밀착력과 
풍부한 보습력으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2018년 신제품 출시 



VS 

VS 

게르마늄 시트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단으로 피부 표
피 층까지 영양분을 전달시키는 미네랄이 풍부하
고, 피부 영양 흡수력을 높입니다. 

비장탄 시트 
강력한 노폐물의 흡착력이 피부를 정화시키고 
투명한 피부로 다듬어 줍니다. 
 



게르마늄 골드 아이 마스크 
아이존 집중 케어로 더욱 또렷한 동안 얼굴의 완성 

2018년 신제품 출시예정 



독일 OEM 협력 
 
독일 최고급 원단을 사용하여 2000번 재사용  
가능하며 피부에 자극없이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지워줍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활성산소에 작용하는  
황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촘촘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모공 사이사이 노폐물을 녹여주며 
세안 후에도 크림을 바른 듯 촉촉함을 선사합니다. 





피부 보습효과 및 영양 공급 
작고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휴대가 용이함 
 
용량 100mL 

2018년 신제품 출시예정 



히아루론산 성분 함유 
피부 보습 및 피부개선 효과 
 
대용량 500mL 





24k 순금 40ppm함유 
피부 영양 효과 및 피부 활력 부여  



일본 최대 공장에서 제작. 콜라겐 함유로 더욱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하세요  
300mL(10병) 

2018년 신제품 출시예정 







2018년 신제품 출시예정 







어스니어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피부진정 및 수분공급 













차콜 하이드레이팅 에그 포어 타이트닝 진생 브라이트닝 허니 스무드 

콜라겐 임팩트 티트리 수딩 워터풀 모이스처 



아쿠아링 수딩 위클리 
 위클리  스마트 마스크 

블랙빈 타이트닝 
 위클리  스마트 마스크 

비타-C 브라이트닝 
 위클리 스마트 마스크 

콜라겐 뉴트리션 
위클리 스마트 마스크 



웰더마 앰플 에센셜 마스크, 스마트 위클리 마스크의 원단은 
피부에자극이 없는 친환경 큐프라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큐프라 소재는 일반 마스크팩 시트와는 달리 단면으로 되어있어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1918년에 독일의 벰베르크사가 새로운 방사법을 채용해서 비스코스 
레이온보다도 가늘고 질긴 실을 만들었습니다. 
섬유소의 재생 섬유에 속하고 비스코스 레이온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늘고 질긴 실을 만들 수 있고 우아한 광택과 
부드러운 감촉도 면에 가깝습니다. 
 
 
큐프라 시트는 순면을 깎아 제작한 시트로 순면보다 훨씬 부드러워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밀착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젖어도 인견은 약해서 잘 미어지거나 찢어지는 반면 큐프라는 강도가 
저하되지 않고 흡습성이 좋아 탄력성이 유지되어 
마스크 원단 중 최상위 품질에 속합니다. 

100% 큐프라 원단의 효능 



梦蜗的服务+给你先体验 



BUSINESS PLAN 
사업계획 

03 1. 중국 입점매장 

2. 한국 입점매장 

3. 웰더마 명동매장/면세점 

4. 매장 디자인 



 
 

1. 중국 입점매장 

2016 

2015 
~2014 

2013 
~2011 

사사(SASA), 메리춘텐, 매닝스, 올리브영 등 
중국 전역 6000여개 입점매장 및 춘추항공 기내에서도 웰더마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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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입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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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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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현지 입점매장 



 
 

2. 한국 입점매장 



乐天免税店专柜 

2.1 이마트 슈가컵 입점매장 



3.웰더마 한국 매장 
(명동) 



乐天免税店专柜 

3.1 웰더마 한국면세점 매장 
(신세계,롯데,신라,동화 면세점) 



乐天免税店专柜 

4. 웰더마 매장 디자인 



4.1 입점매장 디자인 



MARKETING PLAN 
사업계획 

04 
1. 롯데홈쇼핑/연예인 협찬 

2. 웰더마 명동매장 

3. 광고관련 이미지 

4. 언론 및 광고매체 



 
 

1.推广计划2018 

渠道销售推广 

进入市场 

• 进入线上、线下的市场    
• 淘宝分销（5家）500家店铺直播 
• 免税店代购朋友圈推广（福利增加） 
• 电视购物（中国，台湾，印尼， 
• 越南，韩国） 
• 考拉，VIP，小红书，天猫，京东 
• 梦蜗自营专柜（点位） 
• 线下计划2w家门店入驻销售 
• 300家手机端传播销售 

 
• 各大平台种草 
•   小红书，微博，新媒体，FB，IN 
• 今日头条，京东，网易考拉 
• 微信端的推荐销售 
• 18年大约5w人的代购团队带动 
• 销售及推广效果 

 

• 明星推荐大约100人计划 
• 拍摄，小视频，照片的形式推荐 

 
• 粉丝经济 
• 代购 
• 测评 
• 推荐 
• - 投入广告及以产品销售方式的合作 
• 18年3000w的销售额 
• 宣传做到一个亿的效果 

 

明星推荐 

种草 

内容传播 

300家手机端传播 

WellDerma Muse 
Lee Chae Young 



1. 롯데홈쇼핑  TV 방송  



1.2 연예인 협찬 



2. 웰더마 한국 매장 명동점 행사 



2.1 웰더마 한국 매장 명동점 오픈식 



3. 한국 현지 관련 광고 이미지  



3. 한국 광고 관련 이미지 



5. 관련 언론 및 광고매체 



2015년 ‘东方卫视’에서 방송한 드라마‘虎妈猫爸’에서 화장품을 협찬하여 소비자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방송을 
타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드라마‘重生丽人’영화‘宝贝大作战’등 다양한 장르에서 (주) 웰더마 코스메틱의 제품들이 선보일 예
정입니다. 
 

5.1 언론 및 광고 매체 



중국 중경티비 ‘美丽俏佳人’프로그램에서 한국 코스메틱 특집편성으로  
(주) 웰더마 코스메틱을 방문촬영하였습니다.  
 
특히 뷰티 전문 MC-미스터케빈이 에르슈에르 아기 물티슈와 
웰더마 마스크팩을 강력 추천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많은 중국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5.2 언론 및 광고매체 
 



 
 THANK YOU 

WellDerma COSME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