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연구하는 기업    



 

해외영업팀 

국내영업팀 

 생산팀 

 연구팀 

 영업팀 



창립연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63번길 12,  15 

1982 

About us for SEOULCOSMETICS 

주소 

69 억 원 / 620 만 달러(2018년 기준) 

수출매출 

840 억 원(2018년 기준) 

연매출 
사원수 

220 명 



Annual Sales Figure  연간매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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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 
기술연구원 

영업부 

관리부 

품질보증팀 

생산관리팀 

구매팀 

자재팀 

제조팀 

물류팀 

포장팀 

공무환경팀 

스킨케어연구소 

헤어케어연구소 

마케팅팀 

영업관리팀 

해외영업팀 

OEM영업팀 

미판영업팀 
관리팀 

교육팀 

상품기획팀 

디자인팀 

기획실 

Organization Chart  조직도 



 

천연염료 및 매염제를 이용한 두피보호용 염색제 개발  

저비점액체 및 고비점 기체를 함유한 화장품용 포말제제 개발  

Silicone Polymer Complex를 이용한 Hair Protecting 기능을 갖는 Hair Color Product 개발 

옥수수 지상부 유래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화장품 개발 

제주자생 생물유래 추출물을 이요한 피부활성 증진 및  노화조절인자(CNN-1) 억제 신소재 개발 및 제품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폼타입 이용한 염모제 개발  

강화특산 헬스케어소재의 글로벌 제품화 육성사업  

07 7 ~ 06 8 

08 6 ~ 07 7 

10 7 ~ 08 8 

12 9 ~ 11 10 

14 4 ~ 11 
7 

13 1 ~ 12 6 

15 2 ~ 13 3 

15 4 ~ 13 5 

(년도/달) 



제주산 유채씨앗  나노에멀전 연구  (유화학회지) 

키토산알지네이트를  이용한 레티놀 안정화 연구  (IFSCC) 

락토바실러스에 의한 글루타이트 발효로 얻어진 아미노부틸락에씨드  영향성 연구   

(Food Biotechnology) 



Certification & Patent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월 / ISO9001·2000/KSA9001·2001             ( DAS KOREA 국제인증원 ) 

3월 / 유망중소기업선정                                            (주식회사 신한은행) 

6월 /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인천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8월 / CGMP 적격업소 인증                                   (대한화장품협회) 

1월 / ISO9001·2000/KSA9001·2007                (MSA 인증원) 

1월 / ISO14001·2001/KSA14001·2004          (MSA 인증원) 

5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중소기업청) 

11월 / 비전기업 인증서                                            (인천광역시) 

7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인천세관) 

12월 / 행복한 중소기업 일자리 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 / ISO22716·2007 인증서 획득                      ( SGS ) 

7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판정                                                   (식품의약품 안정처) 

2013년 

500만불 수출탑 

우수화장품적합업소 

원산지 인증 수출자 

ISO 22716 



치아미백장치 
특허 제 10-0773379호   

라벤더, 베르가못, 후리지아, 페퍼민트, 카모마일  및 

로즈마리를 함유하는 피부 및 두피 보호용 항산화  

허브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0-0820010호  

인삼 등의 복합 생약 추출물을 함유하는 탈모방지, 

비듬생성 억제 및 발모 촉진효과를 갖는 화장품 조성물 

특허 제 10-1017709호   

2007년 10월 

탈모방지 및 모발 성장 촉진한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제 10-0780180호   
2007년 11월 

2008년 03월 

2011년 02월 

Certification & Patent  



Production Team  생산부 
Production 

2013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로 판정 (식약처)  

생산관리팀,  제조팀,  자재팀,  포장1팀,  포장2팀,  물류팀,  측량팀 

일일생산 제품수량 :  만 개 

설비현황 

300유화기 / 500유화기 / 1000교반기 / 1000유화기 2대 / 2000유화기 / 3000교반기 / 300유화기

(염모제) / 500유화기(염모제) / 1000교반기(BASE) / 500교반기(펌제1) / 500교반기(펌제2) / 500교

반기(펌제3) / 1000교반기(펌제4) / 3000유화기 / 5000유화기 /500유화기(염모제) 

월 생산 제품수량 :

만 개 + 만 개 (수딩젤) 



Research & Development Team 연구소 
R&D 

스킨케어연구소 / 12 명 

헤어케어연구소 / 12 명  

신제형 및 특이 제형 등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연간 시제품 품목 수 : 약 품목 



Researching Field  연구분야 
R&D 



OEM / ODM 
Marketing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업체와 손잡고 최신 트렌드를 선도할 상품개발 및 공급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 페이스 샵, 스킨푸드, 더 샘 등 

OEM/ODM 비즈니스

(2015년 현재) 

* 전국 거래처 수 : 110여 개 

* 거래 품목 수 : 2600여 품목 

OEM/ODM 비즈니스 거래처 



Overseas Sales 해외영업 
Marketing 

전 세계 21개국으로 40여 업체와 OEM/ODM, 자사 브랜드 제품 수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터키, 태국, 싱가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

얀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시리아, 쿠웨이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미국 

Overseas Sales 

해외 박람회 출전 

* 해외 박람회 출전 및 제품전시 (연평균 2회) 

  ①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② 중국 상해 뷰티  

해외 주요 거래처 



자사브랜드 (국내/미용판매) 

미용 대리점 판매 : 전국 미용 대리점 및 소매시장을 통하여 자사의 프로페셔널 헤어트렌드 판매  

국내 대리점 : 뚜라비,  예그리나,  뷰티세이브,  인퓨어,  히솝,  수월 등 헤어 프로페셔널 제품 

신규런칭브랜드 :  바르테라, 베니테이블, 정직한실험실  

Domestic Professional Sales 

자사의 프로페셔널 헤어제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