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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 소개 및 회사 개요

와이제이랩
젊음(Young)과 즐거움(Joyful)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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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 소개 및 회사 개요

주요품목 화장품, 의료기기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개발주도형 ODM) / 생산
R&D. 화장품 핵심원료 연구 및 개발

와이제이랩은

R&D. 줄기세포배양액 및 성장인자 콤플렉스 조합기술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모여 일하는
혁신적인 코스메슈티컬 전문 기업입니다

전국 피부과, 성형외과 – 화장품, 의료기기 유통

2019 한국브랜드선호도 더마코스메틱 부문
1위 수상에 빛나는 ‘뉴스템 브랜드를
기획·연구·제조·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및 적용제품개발
전국 피부과, 성형외과 – 컨설팅 및 교육
화장품 해외 수출 및 국내 유통
설립일

2015.08.17 (법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802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최초 신고일 : 2018.03.05)

인증현황 벤처기업 (최초 확인일 : 2017.12.18 ~ 만료일 : 2021.12.17)
*작성일 기준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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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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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직도 및 인사 약력

CEO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지원부

마케팅·온라인사업부

·재무/회계팀

·기획마케팅팀

- 제품 기획
- 홍보 마케팅
- 병원 마케팅
- 제품 마케팅

·인사/총무팀

·온라인마케팅팀

- 자사몰
- 스토어팜
- 톡스토어
- 밴더사 관리
- SNS 관리

·영업지원팀

·교육팀
(2020년 충원예정)

·디자인팀

- 학술 교육
- 데모 교육
- 신입사원 교육

- 제품 디자인
- 웹 디자인
- 편집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인
(2D/3D)

제조·유통사업부

병원사업본부

·제조/생산팀

- ODM 관리
- 제형 연구
- 자재 관리
- 입출고/물류 관리
- 책임판매 관리

·영업 1팀

·국내유통팀

- 스토어 밴더 관리
- 오프라인 영업
- 백화점 입점 영업

·영업 2팀

(2020년 충원예정)

·해외유통팀
(2020년 충원예정)

(2020년 충원예정)

- 1차/2차 의료기관(의원) 영업
- 뉴스템
- 셀퓨전씨 엑스퍼트
- 레이모
- 3차 의료기관(종병) 영업
- 뉴스템
- 레이모

- 면세점 입점 영업
- 수출 영업
(중국/동남아/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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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템 브랜드 소개

뉴스템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지난 10년간, 와이제이랩은 피부과학과 피부질환을 연구하여,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과 효과가 미비한 화장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천번의 실험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통해,
새로운 조합의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과 각종 성장인자,
고순도 펩타이드로 독자성분을 개발하였습니다.
피부 산도(PH)에 가장 적합하고 피부타입과 연령대에 따른
제품별 맞춤 처방을 통해 피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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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템 브랜드 소개

뉴스템은 생각했습니다
레이싱의 새로운 기술들이
이후 양산차 모델에 적용되어 자동차 마켓을 선도하는 것처럼

피부과 마켓에서 신기술 및 제품력을 인정받으면
어떤 컨슈머 마켓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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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뉴스템 제품 소개

전문가용
뉴스템은 항상 편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시술용) 재생, 피지조절, 모공수축, 미백까지 여러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는 - 스킨 엠 솔루션
(시술용) 항산화제와 마취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두피탈모 MESO Therapy - 헤어 엠 솔루션

뉴스템 알엑스 스킨 엠 솔루션
7세대 아기주사 뉴스템 모공팡팡
전문가용(시술용)

뉴스템 알엑스 헤어 엠 솔루션
두피·탈모 메조 솔루션
전문가용(시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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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
美 FDA OTC MONOGRAPH FINAL 등급

뉴스템 알엑스 프락셔널 크림

뉴스템 알엑스 세라마이드 크림

뉴스템 알엑스 세라마이드 로션

뉴스템 알엑스 인텐시브 크림

NEWSTEM Rx FRACTIONAL Cream
용량 : 100ml / 소비자정가 : 69,500원

NEWSTEM Rx CERAMIDE Cream
용량 : 100ml / 소비자정가 : 59,500원

NEWSTEM Rx CERAMIDE Lotion

NEWSTEM Rx INTENSIVE Cream

용량 : 100ml / 소비자정가 : 59,500원

용량 : 15ml / 소비자정가 : 29,700원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나노리포좀 5%
-자극받은 피부의 빠른 진정 & 리페어,
피부장벽 개선, 예민한 피부 보호
-재생크림
-美 FDA OTC MONOGRAPH FINAL 등급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나노리포좀 3%
-피부장벽 개선, 가려움증 완화
-저자극 고보습
-보습크림
-美 FDA OTC MONOGRAPH FINAL 등급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나노리포좀 3%
-피부장벽 개선, 가려움증 완화
-저자극 고보습
-보습로션
-美 FDA OTC MONOGRAPH FINAL 등급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나노리포좀 4%
-자극받은 피부의 빠른 진정 & 리페어, 강
력한 Anti-inflammation
-재생크림
-美 FDA OTC MONOGRAPH FINAL 등급

뉴스템 알엑스 하이드로셀 엠지에프 마스크
NEWSTEM Rx Hydrocell MGF Mask
용량 : 27g (1ea)
소비자정가 : 65,000원 (5ea/1Box)

-5세대 하이드로겔 마스크 MGF(EGF, FGF)와
줄기세포배양액 성분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
-피부 진정, 보습, 피부장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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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원 점유율

전국 피부미용 병·의원 5,300여개 중

뉴스템 입점 병·의원은 2,800개
피부과 전문의 병·의원
1,945개

병원 점유율 52.7%

피부·미용시술 병·의원
(비전문의)
3,360개

전국 피부 진료 병·의원의 비율
출처 :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피부미용레이저학회 회원 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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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매층 및 재구매율

재구매율 평균 87%
광고 마케팅 하나없이 오로지 제품력으로 온라인 재구매율 81%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다양한 연령층

온라인 및 병·의원 재구매율 비교

연령대별 첫구매 비율 (男+女)

연령대별 첫구매 비율 (女)

※병·의원에서는 의료진 추천으로 인해 온라인보다 재구매율이 높음.

구매 차수에 따른 구매 고객 성별 비율 (온라인)

출처 :

온라인 통계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체 판매 통계 자료
병·의원 통계 – 표본 집단 30개 설문조사 (뉴스템 입점 병·의원│응답률 : 100%│표본오차 : ±10%│신뢰도 : 90%)

연령대별 판매량 및 재구매 시 성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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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온라인 댓글 및 소비자 반응

쏟아지는 후기
#인생템 #피부과추천 #초민감피부용 #회복크림갑 #두번사세요 #최고의크림
민감하고 얇은 제 피부도 따갑거나 뒤집어지는거 전혀 없고
트러블 걱정없이 잘 쓰고 있어요!
– lsu4**** (★ ★ ★ ★ ★ 평점 5.0)
피부과에서 적극 추천해줘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순하고 촉촉하고 다 마음에 들어요!! 신랑도 사달라고 하네요!
– igo0** (★ ★ ★ ★ ★ 평점 5.0)
주위에서 엄청 추천해서 구매했어요.
입소문 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엄청 좋아요!
– estr**** (★ ★ ★ ★ ★ 평점 5.0)
고객센터 상담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정말 촉촉해요.
더 좋아지는 피부를 기대합니다!
– yc96**** (★ ★ ★ ★ ★ 평점 5.0)
프락셔널 크림ㅠㅠ 정말 너무 좋아요. 재생크림으로 안심하고 사용 중이에요.
사용감도 산뜻하고 자극되거나 건조한 게 전혀 없어요.
– peri**** (★ ★ ★ ★ ★ 평점 5.0)

뉴스템 라인 다 좋아요! 효과가 일주일 만에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계속 이거만 쓸 거예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 chan**** (★ ★ ★ ★ ★ 평점 5.0)
역시 피부과에서 추천한 크림.. 말이 필요 없어요! 강추!!
–hej9**** (★ ★ ★ ★ ★ 평점 5.0)
온갖 병원 제품부터 최근 그 비싼 시*산 크림까지 다 써본 사람이에요.
뉴스템은 절반 가격인 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적극 추천. 일단 한번 써보세요.
– panp**** (★ ★ ★ ★ ★ 평점 5.0)
예민해서 피***, 유***만 사용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좋아요.
적극 추천해드려요. 재생크림에는 정말 최고인 듯.
– yc96**** (★ ★ ★ ★ ★ 평점 5.0)
늘 구매하는 재생 크림입니다. 품질이 최고예요 !
항상 이것만 씁니다!!! 많이 파세요~!
– kkum**** (★ ★ ★ ★ ★ 평점 5.0)

출처 : 뉴스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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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력과 서비스가 함께 평가되는 국내 1위 포털 네이버기준

평점

뉴스템

가장 쉽고 간편하게 뉴스템을 만나는 곳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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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리뷰 어플 화해기준

평점

뉴스템

상위랭킹 제품 평점도 4점 초반 대냉정한 평가 속에서 뉴스템의 평점은 4.8 이상입니다.
화해는 광고성 리뷰를 완벽히 차단하고,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오로지 제품에 대한 양질의 리뷰 만이 업로드 되는 어플입니다.

출처 : `화해` 크림 카테고리 랭킹 (19.08.20 기준 1위-10위) / 뉴스템 브랜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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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각종

자료

1)

1) 주최 : 한경BUSINESS(한국경제) | 주관 : 한국마케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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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각종

자료

언론이 보는 뉴스템
1)

NEWSTEM은
주요 활성성분을 가진 의약품과 유사한
엄격한 생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브랜드

2)

뉴스템은 당신의 피부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

1) 출처 : 미국 LA Times, 15th AUG, 2017 기사 발췌
2) 출처 : 해럴드경제 온라인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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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기술

YJ LAB의 핵심기술

콤플렉스성분
개발 및 임상

YJ-Complex™ 7종

(멀티성장인자+캘러스배양액)

인체유래
줄기세포배양액

Nano Liposome Technology 적용
*추가 7종은 개발완료 후 임상중

YJ LAB의 유통 핵심역량

사용자의 피부별
(고민/타입/연령)

레시피 별도 처방

제품 출시

1차 피부과
마켓 진출

2차 컨슈머
마켓 진출

2,800여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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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핵심 기술 1.

(자체개발 : 성장인자와 캘러스배양액 조합 레시피)

피부퍼밍 / 손상된 피부개선 및 보호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염증으로 인한 피부자극 완화

피부보습 / 안티에이징효과 / 항산화 효과
에델바이스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인삼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포도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피부보습 / 피부 손상 개선에 도움 / 탄력증가

항산화 / 수분 집중 공급
레드랭그로브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풍란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백합 캘러스 배양액 추출물

항염, 항산화 효과 / 콜라겐 합성량 증대 / 화이트닝 효과
녹차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선인장 캘러스 배양액 추출물, 연꽃 캘러스배양액 추출물

모낭형성에 도움 / 모발 성장 촉진 / 모발 성장주기 정상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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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멀티성장인자와 캘러스배양액을 최적의 레시피로 조합한
피부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성장인자와 캘러스배양액을 이용하여 브랜드 출시 전 1년 반 동안
2,250번의 조합 실험으로 재생·보습·항염 그리고 탈모방지에 관한
최적의 비율을 체택하여 컴플렉스로 개발하였습니다.

각 성분의 비율이 핵심 기술이며, 특허 신청 시 레시피 비율 공개
가 필수적입니다. COPY 방지 차원에서 특허 등록 대신 대외비
(know-how)로 유지 중입니다.

현재는 여드름·미백·석회질 분해·미세먼지 흡착 방지 등에 관한
콤플렉스를 개발 완료 하였으며 개발된 콤플렉스로 임상 진행중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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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핵심 기술 2.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180여종의 성장인자, 펩타이드, 사이토카인을 함유한
인체지방유래줄기세포배양액은
피부 세포 증가기능,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유도하여
다양한 재생기능과 상처 치유기능을 수행합니다.
줄기세포 : 유익하고 해로운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법적·윤리적으로 사용 불가
줄기세포배양액 :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 중 불순물은 모두 제거하고 유익한 성분만 담아낸 것

지방유래
줄기세포배양액

* 와이제이랩은 식약처(KFDA)의 12가지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한 인체지방유래줄기세포배양액만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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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S Data : 리포좀의 크기 확인 데이터 (입도분석 평균 Diameter : 101.6~106.5(nm))

만의 핵심 기술 3.

나노리포좀 공법

2. SEM Data : 리포좀 크기 및 형태 확인 (전자현미경)

10만배율 확대

100만배율 확대

3. 결론
▶ 뉴스템 제품의 모든 유효성분에 나노리포좀 공
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
였을 때 캡슐형태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간극보다 작기 때문에 피부에 빠르고
깊숙이 흡수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 리포좀 전문 기업 PnP Biopharm 임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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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

2. 화장품 소재 효능 분석 연구

미생물 분리 및 스크리닝 시스템
- 효능 물질 발굴을 위한 다양한 미생물 스크리닝 가능

활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효능분석 시스템 구축
- 기존에 규명되어 있는 효능 물질을 기준으로 미백, 주름, 방부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효능 물질 분석 가능
- 기능성 화장료 등재 가능
- 효과적인 제품 개발 가능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 다양한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 대량 배양 가능, 난배양성 미생물 배양 가능
- 효율적인 미생물 배양 조건 연구를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

기능성 물질의 구조 분석
- 최첨단 분석장비를 기능성물질의 기전 및 구조 규명
- 신규 기능성 물질 발굴 가능

3. 화장품 원료 생산 및 원료화 기술 개발 연구

4. 첨단 장비 및 최신 자동화 생산 시스템 보유

단백질 정제 기술 연구
-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한 생산성 높은 정제 기술 연구
- 순도 높은 물질 생산 가능

- 실험실, 클린벤치, 오토클레이브, 인큐베이터 등 첨단 장비 보유
- 최신 자동화 생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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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상 자료

YJ-Fractional Complex™ │ YJ-Fractional Cell Complex™
- 재생·회복·탄력
1. 상처치유 효과

2. 회복 및 콜라겐 생성
1) Control

·피부의 주름은 MMPs 라는 효소에 의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단백질 분해에 의해 생성됨.
·TGF-β1은 이러한 MMPs 효소 발현을 억제하여

2) TGF-β1

주름 생성을 방지 할 수 있음.

(In VITRO)

➢ EGF 처리시 상처치유 속도가 증가하였음.
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1) 276(23): 20428-20435

➢ 콜라겐 생성이 이루어지는 진피세포(Fibroblast)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피부 탄력에 효
과적인 소재임.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3. 탄력

➢ 대조군과 비교하여 Neoendorphin을 적용했을 때 눈가 피부가 재생되어
주름개선이 확인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을 적용했을 때 눈가 피부가 재생되어 탄력이 생겨 주름이 개선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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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Moist Complex™ │ YJ-Moist Cell Complex™
- 보습·콜라겐 생성
1. 피부 보습 효과

2. 콜라겐 생성

·아쿠아포린3 (Aquaporin3, AQP3) :
물/글리세롤의 통로역할을 하며, 물의
세포 내 전달과 관계되어 있어
피부의 보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표피층에 주로 분포.

2.5

Relative Conc. of AQP3

Ⅲ

2.0
1.5
1.0
0.5
0.0
0

2

5

10

Niacin-Enkephalin (%)

➢ Niacin Enkephalin은 피부세포(keratinocyte)의 아쿠아포린3의 발현량을 증가시키
는 것이 확인 됨.

➢ Vitamin Peptide에 의한 Aquaporin-3 발현이 증가되어 보습 효과를 기대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3. 탄력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4. 무자극 실험 (참고 보고서)

➢ Vitamin Peptide(Nicotinoyl Tripeptide-1)를 적용했을 때
피부 탄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 캘러스배양액 전체 무자극 제품군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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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almfla Complex™ │ YJ-Calmfla Cell Complex™
- 항염·항산화·혈행개선·항균
1. 항염

2. 항산화

·IL-1b : 염증유도물질
·COX-2(Cyclooxygenase-2) : 염증반응
지표물질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안정한
자유전자의 하나로 항산화물질에 의해서 산화됨.

·산화 시, DPPH는 특이적인 색인
보랏빛(λmax 515–517 nm)을 잃게 됨.

➢ IL-1b을 처리했을 때, COX-2가 증가하여 염증반응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NP7을 처리하면 COX-2가 감소하여 염증이 억제 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3. 혈행 개선

➢ DPPH의 보랏빛을 잃는 특성을 이용하여 Camellis Sinensis Callus Culture Extract가
항산화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 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4. 항균

·피부의 혈액순환은 NP7처리 전후, Laser

Doppler Perfusion Imager로 측정 및 분
석하였음

➢ NP7을 적용하고 2주 후, 혈액이 골고루 퍼져 혈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 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 H-BD3H는 h-BD3와 동일한 농도에서 S.aureus균에 대한 항균효능이 더 우수함이 확인 됨.
(임상시험 출처: 국내 1위 임상연구 기관 ELLEAD 피부 임상 연구소)

Page. 29

Ⅳ

- 1. 일반코스메틱 VS 메디컬코스메틱(코스메슈티컬)

名品
외적요인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고객 증가

차세대 화장품 시장의 대안은
“치료하는 화장품“

명품/고가 화장품 구매성향에서
좋은 성분/효과 좋은 화장품 구매성향으로 변화

구매 고객의

내적요인으로 인한 피부 노화 및 민감성 고객 증가

환경

화

코스메슈티컬 (메디컬코스메틱)

변화

대안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의미하는

과 의약품을 의미하는

의 합성어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메디컬코스메틱으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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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코스메틱
코스메슈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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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디컬코스메틱 글로벌 시장

커지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시장

세계는 지금

(출처 : LG그룹 블로그 / 보건산업진흥원)

(출처 : pioneercolumnist.com, 9th AUG, 2019 기사 발췌)

세계 의사들은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규모가 향후 7년 동안 CAGR(연평균 성장률)이 1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 : 131억4680만 달러 / 2026년 : 321억5967만 달러로 예측
(참고 : 7년간 약 245%의 성장을 예측함)

매년 15%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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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

한국은 지금
(출처 : 매일경제MBN, 19th JULY, 2017 기사 발췌)

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는 5000억 원 안팎으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5%이상 성장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 잠재성은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브리프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기본 시장 동향` 인용)

2014년 부터 화장품 업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관심 받기 시작한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19년 현재
바이오, 제약, 뷰티 업계에서 가장 유망한 황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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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템
포지셔닝
국내 2,800여 곳이 넘는 피부과·성형외과에서
No.1 메디컬코스메틱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피부과 시장에서
재구매율 93%가 넘는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직 건강한 피부만 생각합니다.”라는 핵심가치 아래
효능·효과·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제품력과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마켓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백화점, 면세점,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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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미세먼지 등 빠르게 변하는 외부환경
그에 따라 다변하는 피부 고민과 니즈
년 뉴스템 신제품에 적용될 새로운 핵심 성분들입니다

피부표면 온도 즉각 하강 / 피부 진정

미백 / 주름개선 / 피부장벽 강화 / 탄력개선

항염 / 항균 / 색소침착 방지 / 피부재생
미세먼지 클렌징 / 피부보호
항염 / 항균 / 색소침착 방지 / 피부재생

미세먼지 흡착방지 / 피부보호

석회질 분해 / 두피 각질 케어
Page. 36

Ⅴ

- 2. 신제품 출시 계획

새로운 제품
핵심기술(노하우)과 독보적인 레시피가 만나
차별화된 뉴스템의 새로운 제품들은 차별화된 퀄리티를 선보입니다.

병·의원·온라인 겸용

온라인 전용

병·의원·온라인 겸용

3. FRACTIONAL SUN Shield Gel100
4. STEM CE VIPIDA Repair 3000

7. FRACTIONAL Cleansing Oil
8. ACZIUM Cleansing Water

11. ACZIUM Lotion
12. ACZIUM Spot Cream

1. FRACTIONAL Cream_60ml
2. CERAMIDE Cream_60ml

5. ACZIUM Cleansing Gel
6. FRACTIONAL Cleansing Foam

9. FRACTIONAL Cream Mist
10. ANTICAL Shampoo

온라인 전용

병·의원·온라인 겸용

온라인 전용
중국 수출 전용

생산/런칭 완료

생산/런칭 준비중 →

※ 참고. 상기 제품들은 개발완료 단계의 제품들로, 생산/런칭준비중 → 생산/런칭완료 단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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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통마켓 확대 계획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를 위한 도약
국내 피부·미용 시술 의원 지속적 확대
병원사업부 확장 및 지원으로
2023년 병·의원 거래처 수 5,000곳 이상
(점유율 95%) 확장 기대

-국내 중·종합병원 피부과 진출로
매출 capacity 증대 기대
-로컬 병·의원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최소한의 마케팅 예산 사용을 전제로
인플루언서 등을 이용한 SNS 홍보 플랫폼 생성
/ 상품 노출 증가로 온라인 마켓 잠재 고객 증가

온라인 판매 마켓 확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템의 계획은
새로운 핵심기술과 신제품 라인업
그리고 공격적인 판매 마켓의 확장이 더해져
개성있고 뚜렷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가 됩니다.

해외 수출의 시작
중국 / 동남아 수출 이력을 발판으로
미국 / 유럽 등으로 진출 예정

롯데·신계계·현대 백화점 등의
팝업스토어 및 온라인몰 입점 진행중

롯데 면세점 / 신라 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입점 진행중

국내 면세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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