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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CEO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대표이사

김주원

iM1NE Story

GLOBAL SKINCARE
2006

2012

그리고 내일

시트 마스크란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

한국 시트 마스크에서 독보적 자리에 올랐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매일 탄생하고 수많은 신제품이

일념 하나로 출범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축적된 경험에 새로 영입한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이미인은 끊임없이 변신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

이미인은 마스크 전문 OEM 회사가 되겠다는
확신만으로 새로운 뷰티 제품 시장을 개척,
Global No.1 시트 마스크 ODM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더하고 R&D에 박차를 가해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40여개국, 100여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쏟아지는 뷰티 시장.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고객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일궈갑니다.

iM1NE’s 3 Promises

iM1NE은 세 개의 변함없는 가치로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미인은 R&D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로 승부합니다.

뷰티 시장의 흐름을 한 발 앞서 꿰뚫는

통찰력으로 구매로 직결되는 상품 전략을
고객께 제안하고 트렌드를 리드합니다.

마스크팩에서 스킨케어까지

긴밀한 협업 체제로 고객사 요구에 맞춰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innovative
insightful
infinite

Key Competencies

iM1NE은 제품 기술 혁신 역량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마케팅에 기반한 통합 OD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novative
R&D LAB

Insightful
Marketing Center

Infinite
TFT Synergy

마스크, 스킨케어, 신제형 등 뷰티 카테고리별 전문

소셜 비주얼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FGD 분석을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독자적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처방을 개발합니다.

판매 채널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합니다.

브랜드 개발의 A to Z를 지원합니다.

연구팀에서 끊임없는 아이데이션과 과제 연구를 통해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품, 타깃, 

제공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해

Achievements

No.

1

Global No.1 시트 마스크 ODM 기업

법인 설립 첫 해부터 R&D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트 마스크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이미인.
글로벌 No.1이 되기까지 이미인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24
100+
5,000
독자적 기술 특허 등록 24건

화장품 전문 연구원 출신 CEO가 설립한 이미인은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며,
31건의 특허 출원 중 24건의 특허 등록 및 95건의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수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 브랜드와 파트너십 체결

이미인은 5개 대륙 40여 개국 100개 이상 브랜드와 함께 시트 마스크, 스킨케어, 헤어·바디케어 제품 등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트 마스크 처방 5,000건 보유

이미인은 5,000건 이상의 자체 레시피를 통해 각 원단과 최적의 조합을 자랑하는 제형을 매칭합니다. 

또한 3중 다층 천연셀룰로오스 부직포 등 130개의 독자적인 소재와 시트 마스크 디자인 150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s
이미인은 국내 마스크팩 ODM 기업 최초로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했으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SKINCARE

MASK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최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 기초/클렌징/선케어 등
◦ 새로운 원료와 제형을 접목한 
차별화된 스킨케어 처방 보유

HAIR & BODY

◦ 헤어/핸드/풋 마스크
◦ 바디로션/오일/클렌저 등 
바디 카테고리 개발

◦ 시트 마스크
◦ 하이드로겔 마스크
◦ 다양한 신체 부위 패치

QUASI-DRUGS

◦ 신개념 보습소독제 ‘세니덤’ 출시
◦ 바이러스 등 외부 유해환경에
대응하는 의약외품 개발

SKINCARE
이미인은 세계 1위 마스크팩

ODM 기업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R&D
노하우를 토대로 스킨케어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차별화된 제형과 처방으로 아비브
패드, 코이 앰플, 닥터자르트 모공

프라이머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스킨케어 라인을 론칭했으며,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Dr. Jart+

모공파하세럼
모공파하프라이머

Abib

솔잎 모공패드
유자 잡티패드

KoY

솔리드 볼륨 앰플

Cash Cow
KoY / Solid Volume Ampoule

홈쇼핑 2회 만에 4만병 완판!*
2021년 4월 GS홈쇼핑에서 단독 론칭한 내추럴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코이의 솔리드 볼륨 앰플은 방송 2회
만에 4만병 판매, 신규 고객후기 1600건을 생성하며
목표 매출액의 27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정제수 대신 하이드롤라이즈드
쌀단백질 71% 함유
각질 세포간 지질층을 촘촘하게 세우는
Protein Bonding Networks™
한국피부과학연구원과 함께
21가지 임상테스트 완료

* [뉴스토마토] 코이 �고현정 앰플�…홈쇼핑서 �1초당 4.1병씩� 판매

MASKS
2015년 시작된 1일1팩 열풍을

기점으로, 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단기간에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이미인은 차별화된 원단과 이에
최적화된 에센스를 조합해 기존

마스크팩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왔으며,

매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부르는
STAR PRODUCT를 탄생시키며
K-BEAUTY 마스크팩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innisfree

마이리얼스퀴즈마스크

AHC

마이크로착붙마스크

MediAnswer

비타콜라겐마스크

Abib

껌딱지시트마스크

Cash Cow
Abib / Gummy sheet mask Heartleaf sticker
2020 올리브영 글로벌 TOP5*
제품 개발부터 컨셉 도출, 네이밍 제안까지 이미인이 함께한
‘아비브 껌딱지팩’은 특수공법으로 직조한 극세사 시트로

밀착력을 높였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올리브영 글로벌몰 매출 TOP5*, 올리브영 상품평

TOP3*, 2020 올리브영 어워즈 마스크 부문에 선정*되는 등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팩 사이에 빈틈없이 밀착하도록
특수 공법으로 직조한 Microfiber 시트
시원한 쿨링감과 산뜻한 수분감을 동시에!
영양 가득한 앰플 제형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어성초 추출물 함유

*[머니투데이] ‘한국판 아이허브’ CJ올리브영 글로벌몰 매출 1000% ‘껑충’
*[한국경제] 얼굴에 달라붙는 ‘껌딱지팩’ 올리브영 상품평 줄곧 톱3
*[데일리시큐] 아비브 ‘어성초스티커’ 2020 올리브영 어워즈 마스크팩 부문 수상

Cash Cow
Innisfree / My Real Squeeze Mask EX

1년에 16,000,000장 판매!*
이미인은 2007년 아모레퍼시픽과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3중 다층 천연 셀룰로오스 부직포를 공동 특허

출원하는 등 국내 고기능 마스크팩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100% 식물 유래 원료를 활용한
생분해 셀룰로오스 시트
콜드브루 스퀴즈 공법으로 추출한
13가지 천연 원료 포뮬라
산뜻한 워터, 촉촉한 에센스, 리치한 크림
흡수력을 높이는 3가지 제형

* 2020 iM1NE sales data 기준

Production Line & Capacity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이미인의 생산라인에서는

1F Skincare & Quasi-drugs

2F Hydrogel

3F Mask

다양한 패치 상품과 의약외품까지 이미인이

1매입 티슈 파우치기

자동 접지 파우치 충진기

하이드로겔 코팅기

2홀 로터리 파우치 충진기

로터리 충진기

아이패치 자동포장기

스킨케어는 물론, 마스크, 하이드로겔 등의
취급하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총 생산 Capacity는 월 19,739,520개로

세계 각국 고객사들의 납기일을 안정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멀티 4구 셀라인

수축 필름기

핸드&풋 설비

튜브 실링기
각 라인별 월간 생산량

아이패치 덕용

파프 코팅&커팅기

6,912,000

2,459,520

10,368,000

1매입 티슈 파우치기

◦ 위생을 고려해 1개씩 개별 포장할 수 있는 세니덤
Perfume Sanitizer Wipe 생산설비

◦ 국내 유일의 국산 설비

자동 접지 파우치 충진기

◦ 원단 타공, 부업, 액상충진, 실링까지 마스크시트를 포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동 설비

◦ 비전카메라로 철저한 이물관리 진행

하이드로겔 코팅기

◦ 겔타입의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장치

◦ 하이드로겔 페이스 마스크, 아이패치, 볼패치, 부분패치는
물론 크림코팅 마스크까지 생산 가능

Global Partners

5개 대륙 40여 개국 10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가 이미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인은 글로벌 다국적기업

UK

유니레버(Unilever),

영국 최대 드럭 스토어

China

부츠(Boots), 인도 메이저

e-commerce 나이카(Nykaa)
등 해외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에

USA

기반한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Japan

Italy
India
Australia

ASIA
Korea
Japan
China
Taiwan
Turkey

Singapore
Hongkong
Indonesia
Cambodia
Philippines
Thailand

Saudi Arabia
Israel
UAE
EUROPE
UK
France

Germany
Switzerland
Belgium
Poland
Italy
Spain

Netherlands
Denmark
Russia
Croatia
Greece
Ukraine

Slovenia
Lithuania
Sweden
Finland
Norway
Iceland

NORTH AMERICA
USA
Canada
Mexico
SOUTH AMERICA
Brazil

OCEANIA
Australia

Global Partners

Why
iM1NE?

NPW(VIVONA)
- England

이미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세계 각국의 브랜드 담당자들에게
이미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Live Out Solutions
(Siwon Mencare)
- Spain

iM1NE have helped us grow our business in respect to
bringing double the amount of products to the market.
They have been able to do pretty much everything we
have asked for in respect to new product development,
new ingredients and excellent time frames.

iM1NE raise our local formulation standards. They
bring a new edge to all sensorial concepts. (innovating
in textures, applications, packaging) Also, they help us
deliver our promise that goes beyond ‘cosmetics’ to
step into the world of skincare with a positive vibe.

イミインさんと取引をするのは、
(1) 品質が高い
Natural Shop
- Japan

(2) アフターフォローがしっかりしている
(3) 担当者の信頼出来る
の3点です。

좋은 품질
확실한 A/S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

INNOVATIVE
R&D LAB
Mission & Vision
Manpower
Facilities
Patents
Skincare
Sheet Mask
Hydrogel Mask
Hair&Body/Quasi-drugs

Mission & Vision

이미인 R&D Lab은 마스크, 스킨케어, 신제형까지 부문별 전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년 경력의 기술연구원장을 필두로 수십 명의 전담
연구원이 매달 시장조사와 중장기 과제연구를 진행하며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특허로 입증된 이미인의
R&D 역량은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맞춤 처방합니다.

고객사별 맞춤 처방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능은 기본이고 고객사의
니즈와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브랜드 콘셉트를 고려한 라인업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인은 지속적인 연구로 쌓아온 수천 가지의 레시피를
활용해 고객사별 맞춤 처방을 제공합니다.

이미인 독자적 기술 개발

이미인 연구원들은 시장의 흐름을 예민하게 주시하며, 트렌드를

주도할 신규원료를 한발 앞서 개발합니다. 피부 타입과 사용감을
고려한 새로운 제형은 물론, 다양한 신체부위별 패치, 최적의

조합비로 구성된 레시피를 찾아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전담 연구원

이미인은 R&D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만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인의 R&D Lab은 각 부문별

수십 명의 전담 연구원을 배치, 다양한 연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맨파워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Manpower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부문별 전담 연구원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합니다.

R&D 인력 확보

5개 전담팀 구성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스킨케어 연구팀

스킨케어

15

%

전체 인력 중
R&D 전문가

마스크 연구 1팀

시트마스크

R&D
Lab

신제형 연구팀

신제형 개발

마스크 연구 2팀

하이드로겔

제도협력팀

제도 업무
지원

이미인 R&D 센터는 내부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로

R&D 센터는 스킨케어, 시트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

27년 경력의 기술연구원장을 필두로 구성된 R&D

스킨케어 전담 수석연구원 등 경력 연구원 5명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연구원들은 고객 맞춤형

인벤토리 전시, 경연대회 등을 통해 연구 노하우를

전체 인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입하는 등 인적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신제형 연구, 제도협력까지 총 5개의 전담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진은 매월 신제품을 분석하고, 자체 과제 연구,
축적하고 있습니다.

Facilities
Skincare
MF 설비

HSHP(High Shear High Pressure) 원리를 이용해
에멀전 입자를 나노 크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계

크림 동시 충전기

최대 4개까지의 내용물을 동시 충전해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제형 개발 가능

Mask
마스크 디자인 설계용 레이저 커팅 시스템
(Laser Cutting System)

마스크 디자인을 원하는 모양대로 재단할 수 있는 기계로

다양한 신체 부위에 맞는 패치 디자인 설계 및 시연이 가능해
제작 비용 효율화 및 기간 단축 가능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 Machine)

이미인은 각종 설비 및 물적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마스크 시트 연구를 위한 만능재료시험기부터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광학 현미경, 스킨케어 개발에 필요한 설비, 최근에는 의약외품

품질 분석을 위한 함량 시험기기까지 최신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처방을 개발합니다. 또한 R&D 센터 내 샘플 생산이 가능한 설비
시스템을 구축해, 완성도 높은 시제품으로 품평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인장, 압축, 박리, 마찰계수 등 재료를 시험 평가하는 장치로,
시트의 늘어짐, 부착력, 밀착력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겔의 강도와 용기에 대한 압축 평가 가능

Basic
편광현미경 시스템(Leica DM2500)

분산된 입자 크기를 측정해 정밀한 제형을 개발하고
시트의 섬유 소재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보유

Patents
이미인은 독자적인 처방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연구나 인벤토리 전시회, 경연대회를 통해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지원해 그
독자적 기술력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을 포함한 특허부터 디자인 특허까지 다방면으로 색다른
처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미인과 함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보세요.

70%⬆
이미인 R&D Lab

특허 출원 대비 등록 비율
특허 등록 80% 이상 (*실용신안 포함)
디자인 특허 등록 70% 이상

24건의 기술 특허

95건의 디자인 등록 특허

◦다층 셀룰로오스 구조를 이용한 부직포 마스크

바니헤어팩, 손등용 피부 미용 패치, V마스크,

◦크림 코팅된 하이드로겔 마스크

양갈래머리로 사용하는 헤어팩, 귀걸이마스크, 패트 피커

◦꽃잎을 포함하는 수중유형 화장료 조성물

디자인 등록 특허 보유

◦보습 및 탄력 증진용 무지지체 수분 패치

◦피부 밀착력이 우수한 마스크팩 및 이의 제조 방법 등

등 색다른 디자인을 결합한 마스크&헤어&바디 팩 

마스크 및 스킨케어 관련 다수의 기술 특허 보유

특허 30-2019-0008847

특허 30-0979712

Skincare
Skin

토너&미스트

세럼&아이크림

꽃잎 침강/부상 기술

캡슐/피토뮤신 기술

실제 꽃잎을 토너와 미스트 내에서

◦왁스 원료를 최적비로 설계해 자연적으로 캡슐을 

이미인은 시각적인 차별화를 구현할 수 있는

특허 침강 및 부상 기술, 원료의 최적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캡슐을 형성하는 세럼 기술 등 색다른
아이디어를 적용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토너, 앰플, 크림, 선케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독창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etal Sinking&Floating)

침강하거나 부상할 수 있도록 처리한 스킨케어 기술
특허출원번호 : 10-22117370000

앰플

다층상 기술
(Multi-Layer)

실리콘 없이 섬세한 오일의 비중 설계를 통해
다층상의 앰플로 시각적 차별화 구현

(Capsule / Phyto mucin)
형성시키는 제형 특화 기술

◦안정성 높은 에멀전에 늘어나는 피토뮤신 폴리머(점액질)를 
외상에 분산시킨 제형 특화 기술

선케어

2FAE 기술

(Fatty Acid, Fatty Alcohol Emulsification)
일반적인 화학 유화제 대신

천연 유래 유화성분인 지방산과 지방알코올로
높은 수분감과 탁월한 자외선 차단 효과의
에멀전을 만드는 유화기술로

데일리 선세럼 및 레포츠용 선크림까지 적용 가능

Sheet
Mask

글로벌 No.1 마스크 ODM 기업 이미인이 가진 핵심 기술은 차별화된 원단과 그에 맞는 최적화된

에센스를 개발해 매칭하는 데 있습니다. 자체 3중 레이어 구조의 펄프 시트를 개발, 중앙에 에센스를

저장해 원단 늘어짐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으며, 유효성분의 증발을 줄여 피부에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형과 원단, 침적기술을 조합해 다양한 시트마스크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제형

(Formulation)

원단
(Sheet)

*최첨단 원단
인벤토리 보유

약 5,000건 이상의
마스크 처방 보유

침적

(Deposition)

오일 세럼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꽃잎을
연화해 함유한 제형 개발

일반 공정에 비해 에멀젼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 D상 유화 공정
기술을 적용해 사용감을 개선

다양한 오일을 분산해
안정화시킨 세럼 제형 개발

바이오
셀룰로오스

꽃잎 연화 제형

D상 유화 제형

특허출원

3층 구조
셀룰로오스

*외관 성상 차별화 가능

CRIMP AIR

NATURAL
BAMBOO

3차원 망상 구조로
일반 부직포 대비
10배 이상의 흡수력

천연유래 셀룰로오스
부직포 3층 구조
에센스 보유력 탁월

모든 원단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인
특허 특수 원단 공법

천연 대나무로 만든
사용감과 지속도가
좋은 원단

NANO FIT

CUPRA

TENCEL

머리카락보다
얇은 원사로 피부에
꼼꼼하게 밀착 가능

목화솜털 가공 원단으로
홀에 에센스가 유지돼
수분 지속도 탁월

100% 유칼립투스 추출 텐셀
촉감, 광태, 투명도 탁월

ORGANIC
COTTON

올 포뮬라 침적 기술

(Advanced Even Deposition Technology of All Formula™)

저점도의 에센스부터 고점도의 크림까지
균일한 침적이 가능하며,
유동도가 없는 크림을 침적시킬 수 있는 기술
*AP와 공동 진행

유기농 목화
순면 원단으로
피부 저자극

특화 방부 시스템

자극감을 최소화시키는
천연물 유래의 방부시스템

Hydrogel
Mask
자사독점원료 AMF™

이미인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일반적인 에센스를 겔 제형으로 가공해

피부 유효성분과 수분의 급속한 증발을 방지하고, 사용 시 유효물질 흡수율 및
보습 유지력을 높여 산뜻하고 깊은 수분감을 전달합니다.

Multi-Coating Hydrogel

Only iM1NE’s Fomula

Hydrogel Mask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실리카 함유 복합나노입자 구조체로

하이드로겔 표면에

하이드로겔 독점 고분자 사용

이미인 독자 보유 기술

밀착력이 높은 하이드로겔

천연보습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보습인자

고영양의 크림을 분사하여 코팅하는

강한 흡습력으로 피부 속 수분을 전달하고 오랜시간 유지

등록특허번호 10-1434855

AMF를 하이드로겔 내 안정화한 AMF 하이드로겔은

AMF 하이드로겔 120시간
수분증발차단효과 임상 완료

피부 속 수분 및 유효 성분
전달 크림이 보습막 형성

타사대비 부드러우면서

우수한 밀착력으로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전달

Hair&Body
Quasi-drugs

바디 카테고리별 제형화

앞머리 볼륨 헤어 마스크

헤어/풋/핸드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적용 가능한 제형과

최적의 픽서 폴리머와 컨디셔닝 폴리머를 적용해

이미인은 마스크와 스킨케어로 쌓은 

제형화 기술과 커버/패치 디자인 기술을 접목해 
헤어, 바디, 핸드, 풋까지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뷰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OVID-19에 대비해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획득, 세니덤 등 외부 유해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의약외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캡/커버 디자인 개발 가능

내추럴한 볼륨 효과와 모발 건조시간을 단축시키고

슬리핑 헤어 마스크

세니덤(SENIDERM)

번거롭게 씻을 필요 없이 바르고 잘 수 있는 신개념

유해 세균 99.9% 제거, 손 보습, 손 보호, 향기 효과의

잠자는 동안 모발 케어 가능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 확실한 소독 효과와 

슬리핑 팩으로 손상된 모발에 얇은 피막을 형성해

보호하는 헤어 마스크 개발

4in1 소독제 겸 스킨케어 브랜드로

소독 후 건조함 등의 피부 손상에 대비해

피부 회복 및 보습 처방의 노하우를 담은 신개념 손소독제

INSIGHTFUL
MARKETING CENTER

Beauty Trend Lab

Beauty Trend Lab

빅데이터 기반 뷰티 트렌드 분석

이미인 뷰티 트렌드 랩에서는 SNS 비주얼 데이터 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실제 소비자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고려한 독자적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13,500만 개 연관어를 도출하고, 6개의 핵심 기초 유형과 5개의 기능을 추출하여
뷰티 시장의 변화를 한발 앞서 예측합니다.

Collecting
& Storing

Cleaning
& Processing

Mining
& Analysis

소셜 매트릭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통합
연관어 검색어
filtering

데이터 추출
트렌드/이슈 분석

마케팅 전략 제안
트렌드 리포트 발간
인벤토리 샘플북 제공

Beauty Trend Lab

Beauty™ Trend Book 발간
이미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고객사들에게는
ANALYTICS, SENSES, INVENTORY로

구성된 뷰티 트렌드 북을 제공합니다.

ANALYTICS
BIG DATA MINING™ + LITERACY
VISUAL MINING™ + LITERACY
FOCUS GROUP DISCUSSION

SENSES
TREND FORESIGHT
TREND SURVEY & TREND THEME & INVENTORY

INVENTORY

트렌드 분석결과에 R&D 기술을 결합한
36가지 인벤토리 체험용 샘플북

Beauty Trend Lab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이미인 뷰티 트렌드 랩은 빅데이터와 FGD를 기반으로

유형별 상품 키워드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R&D 기술을 접목하여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기획·개발합니다.
정기 FGD 진행

뷰티 고관여자와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기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진행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제품 유형별 사용성 평가 및
만족도를 분석합니다.

유형별 상품 키워드 개발

부문별 뷰티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소비자 인사이트와 상품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마스크,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핵심 유형별 상품 키워드를 개발합니다.

자사 R&D 상품 개발

전문적인 트렌드 분석 결과에 이미인의 혁신적인 R&D 기술력을 접목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최적의 상품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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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이미인은 R&D 연구소, 마케팅 혁신전략팀, 상품 기획팀, 영업팀이 입체적으로 협업해 고객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품 기획부터 브랜드 마케팅 활동까지 적극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NE-STOP SOLUTION
주문 및 제조
고객 상담
사업 의뢰
제품 구상

사업 계약
조건 협의
계약 체결

제품 샘플 개발
전담팀 구성
맞춤형 샘플 개발

처방 확정

고객 니즈 최적화
성분 및 제형 매칭

디자인·문안 검토
개발 제품의 시장 유통 시, 
규제 사항 검토

생산부터 출하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재주문 및
정기상담
정기적 신제품
제안진행

Quality Control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성 검증

이미인은 원료 입고부터 시장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화장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 시험, 물성 시험, 기기 분석, 미생물 한도 시험 등을 엄격히
수행하며, 여러 단계로 구성된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통과한 제품만

출고합니다. 이미인은 최상의 제품을 위한 기술 혁신과 철저한 안전성

CGMP 인증

검증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품 품질 및
생산운영 규정 인증

기기분석

◦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 UV/VIS(자외선 흡광 광도계)

이화학 시험

◦ 경도계, 칼피셔 수분측정기 등

미생물시험

◦ BSC 클린벤치, 고압 증기멸균기,
인큐베이터, 항온 항습기, 경도계,
광학 현미경 등

환경경영 인증

프랑스 비건 화장품 제조소 인증

Quality Assurance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및
각종 인증 획득

이미인은 화장품 품질관리 및 수출입 절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국가별∙제품별 인허가를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서류

업무를 지원합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CGMP 인증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국내외 고객사들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된 인증을 획득하며 최상의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준수

◦ 화장품 제조시설 운영 관련 법적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준수

수출 영업 지원

◦ 제도협력팀 별도 운영
◦ 국가별 규제 및 허가 조건 검토 후,
각종 법률 문서 업무 지원

CGMP 인증

◦ 4대 기준서 재개정 및 승인
◦ 제품표준서 재개정 관리
◦ 제조 지시서 및 기록서 검토 승인 등

Our Partners
이미인은 국내외 100여 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름다움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Homepage

http://imineskin.com

Instagram

@imine_skincare

E-mail

mns@imineskin.com

Address

Head Office 40-37, Gajangsaneopseobuk-ro, O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arketing Center 13F, 60, Maba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