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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피유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접목시킨 
전문 화장품 회사입니다. 
 
고객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피부에 휴식을 선물하는 브랜드 
WellDerma 웰더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피피유는 프로페셔널한 기술과 조직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피피유 



믿음직핚 팀과 브랜드 욲영을 기반으로 하여 코스메틱계의 넘버원을 만들어가는 것.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살릴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코스메틱 젂문 회사가 되는 것. 

PPU CO,.LTD (주)피피유는 창조, 디자인, 연구개발, 추짂력, 퀄리티 등의  

5가지 항목을 욲영이념으로 여기고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브랜드 고유의 가치와 피피유만의 가치를 창조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이념 

PPU CO,.LTD (주)피피유의 소속의 모듞 상품은 (주)피피유에서 직젆 연구, 개발합니다. 

핚국에서 손에 꼽히는 연구개발팀과 희소 가치가 있는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기획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듞 것을 관리〮욲영하여 상품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2013~2014년에는 마스크팩과 기초라인 연구개발에 젂념했으며 이후로는 일회용 화장품을 비롯핚 

젂념하였으며, 이후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편리핚 화장품을 선보이며 

화장품계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회사 소개 



PPU CO,.LTD (주)피피유의 구성원들은 모두 수십 년갂 화장품 업계에서 

연구개발, 제조, 관리, 유통, 마케팅의 풍부핚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피유의 구성원들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핚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뛰어난 전은 인재들이며, 

피피유의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마케팅, 광고 모두 회사 내에서 자체로 짂행하고 있습니다.  

(주)피피유는 모듞 사원이 회사의 주인의 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팀워크 

휘황찬란핚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시키기보다는 오로지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부와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단순히 많이 팔리는 제품보다는 고객들이 

행복해지는 제품,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품, 그래서 고객들에게 졲재가치가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컴퍼니 
약속 

회사 소개 



회사 소개 

조직도 
대표이사 

관리팀 영업팀 디자인팀 개발팀 마케팅팀 

재무/ 경영지원 국내영업 / 해외영업 상품 개발 / 물류 기획 / 마케팅 디자인 / 웹디자인 



회사 소개 

회사 연혁 

15 17 18 19 20 14 16 

11월  팸텍코스메틱 법인설립 

12월   화장품 브랚드 웰더마 국내 생산 

및 해외 영업 및 수출 짂행 

2월  중국 시장 개척로 수출 짂행으로 

초도 매출 성과 달성(10개월 동안 160맊

장 판매) 

6월   화장품 브랚드 웰더마 디자인 상

표 및 해외 상표 등록 

6월  팸텍코스메틱(주)디자인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짂흥협회) 

11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베트남,  

홍콩, 도교, 상해 코스메틱 젂시회 참가 

12월 벤처기업인증 (기술평가보증기업) 

12월  중국 깡디그룹 입점계약 체결 

(550개 매장 입점) 

12월 웰더마 화장품 브랚드 명동 매장 

오픈, 싞라 면세점(서욳점)입점, 싞세계 

면세점(명동점)입점,   

배우 이찿영, 웰더마 젂속 모델 발탁 

3월 본사 이젂 (서욳 서초) 

8월 화장품 제조 공장 및 물류창고 매입 

(경기 화성시 ) 

11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베트남, 홍콩, 

도교 코스메틱 젂시회 참가 

12월 제55회 무역의날 3백맊불  

수출의탑 수상 

4월 중국 상해 소재지 화장품 유통 젂문

회사 유통안정화로 수출 증가 (한화 약 

30억원 가량) 

9월 웰더마 화장픔 브랚드 베트남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젂시 및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11월 엘엘제이 (주) 회사  합병 

12월 제56회 무역의날 7백맊불 수출의

탑 수상 

3월 가수 이찪원, 웰더마 젂속 모델 발탁 

7월 법인명 변경 (주식회사 피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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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롯데홈쇼핑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

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롞칭. 첫 방송 30

분맊에 조기 매짂 

4월 웰더마 주최 이찪원 팪미팅 개최 

5월 차이나뷰티엑스포 2021 참가 

6월 롯데홈쇼핑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

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14차 연속 매짂 

7월 Shopee 베트남 웰더마 공식몰 오픈 

      코스모뷰티서욳 2021 참가 

8월 사파이어 저분자 마릮 콜라겐 퍼펙트 

클렊징 폼, 듀오 세트 롞칭 

9월 인터참코리아 2021 참가 



웰더마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젆목시킨 코슈메디컬 젂문 브랜드입니다.  

현대 과학이 탄생시킨 신 원료와 자연에서 찾아낸 건강핚 아름다움을 피부에 젂달하는  

고기능 코스메틱 제품과 다양핚 미용기기를 통해 효과적인 홈 에스테틱 케어를 선보입니다. 

PPU CO,.LTD (주)피피유는  
웰더마 브랜드를 욲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회사증서  

특허증명 

상표등록 

회사 소개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가능하며, 상품
기획 및 디자인과 연구소 생산공정도 가능합니다. 브랜딩부터 제형, 원료,  
사용감, 앆정도, 용기, 포장까지 직젆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풍부핚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제앆합니다. 

회사 소개 

OEM & ODM 



웰더마 자사몰(www.wellderma.com) 욲영과 함께 H&B스토어 롭스와 시코르, 
최대 규모의 종합몰인 CJ몰, SSG, GS샵, 롯데옦에 입젅되어 있으며 
네이버 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무신사, 
시코르 등 다양핚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입젅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개 

국내 판매처 



왓슨스, 사사, 프렌지파니, 코리앆부티크, 문글로우 등 오프라인 매장 및 미주의 
아마졲, 졳스, 예스스타일과 일본의  큐텐, 라쿠텐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
레이시아, 베트남의 라자다, 쇼피, 러시아의 오졲, 덴마크의 더마스페이스 등의 
유럽과 해외 젂역의 옦/오프라인 숍에서 웰더마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 

해외 판매처 



회사 소개 

웰더마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는 롯데홈쇼핑에서 첫 
롞칭 30분만에 조기 품젃을 기록하며 콜라겐 마스크팩 완판 신화를 새롭게 썼
으며, 이후 롯데홈쇼핑에서만 14차 젂체 매짂을 기록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외
에도 신세계, 홈앤쇼핑에서도 뜨거욲 반응을 이어가며 콜라겐 마스크팩의 새
로욲 강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전.체.매.진 
웰더마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SOLD OUT 

홈쇼핑 방영 



2021 라인별 싞제품 

좋은 것맊 담았다, 웰더마 



사파이어 | SAPPHIRE 

마린 콜라겐이 전하는 사파이어 광채와 피부 속 탄력 



사파이어 라인 구성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토너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TONER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에멀전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EMULSION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크림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CREAM 



사파이어 라인 구성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세럼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SERUM 

콜라겐 뷰티 케어 
세럼 & 롤러 세트 

COLLAGEN BEAUTY CARE 
SERUM & ROLLER SET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세럼 3개 세트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SERUM 3PCS SET 



사파이어 라인 구성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PREMIUM SAPPHIRE COLLAGEN 
IMPACT FITTING MASK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아이 마스크 

SAPPHIRE COLLAGEN IMPACT 
EYE MASK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미스트 

SAPPHIRE COLLAGEN IMPACT 
HYDRO MIST 



사파이어 라인 구성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에센셜 마스크 

SAPPHIRE COLLAGEN IMPACT 
ESSENTIAL MASK 

블랙펄 차콜 하이드레이팅 
앰플 마스크 

BLACK PEARL CHARCOAL 
HYDRATING AMPOULE MASK 

허니 골드 스무드 
에센셜 마스크 

GOLD HONEY EXT. SMOOTH 
ESSENTIAL MASK 



사파이어 라인 구성 

사파이어 저분자 마린 콜라겐  
퍼펙트 클렌징 폼 

SAPPHIRE LOW MOLECULE 
COLLAGEN PERFECT 

CLEANSING FOAM 

사파이어 저분자 마린 콜라겐  
클렌징 듀오 

SAPPHIRE LOW MOLECULE 
COLLAGEN CLEANSING DUO 



사파이어 라인 구성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스페셜 세트 

SAPPHIRE COLLAGEN IMPACT  
SPECIAL SET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미니 에디션 

SAPPHIRE COLLAGEN IMPACT  
MINI EDITION 



사시사철 변함 없이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바다. 
웰더마에서는 바다의 풍부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마릮 콜라겐을 담은 사파이어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사파이어 라인은 고대 사파이어 젂설을 영감으로 탂생했으며, 

웰더마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컬렉션입니다. 

“ 바다 에너지 마린 콜라겐이 전하는 사파이어 광채 피부 ”  

사파이어 라인 컨셉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토너 

용량   100ml 

소비자가격   49,000원 

특징 

  피부 탂력과 윢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드롟라이즈드 콜라겐(마릮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쫀쫀하고 점성이 있는 투명 에센스 타입의 토너로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가득 찿워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에멀젂 

용량   100ml 

소비자가격   49,000원 

특징 

  피부 탂력과 윢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드롟라이즈드 콜라겐(마릮 콜라겐)을 함유하여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사파이어 블루 비즈에 담긴 수분 캡슐이 마릮 콜라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풍부한 보습감을 완성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크림 

용량   50g 

소비자가격   59,000원 

특징 

  피부 코어를 세우는 6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여 
  강력한 보습과 피부 장벽 개선을 돕습니다. 
  생기 잃은 피부를 수분으로 가득 찿우고 
  오일 보호막으로 주요 성분을 꽉 잡아주어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세럼 

용량   50ml 

소비자가격   4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탂력, 윢기, 촉촉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릮 
  콜라겐이 51,150ppm 함유되어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저〮고분자 10종 히알루롞산 복합 
  배합과 수분을 꽉 잡아주는 아보카도 펩타이드로 피부 
  겉과 속 모두 촉촉하게 찿워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세럼 3개 세트 

용량   50ml x 3 

소비자가격   9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탂력, 윢기, 촉촉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릮 
  콜라겐이 51,150ppm 함유되어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저〮고분자 10종 히알루롞산 복합 
  배합과 수분을 꽉 잡아주는 아보카도 펩타이드로 피부 
  겉과 속 모두 촉촉하게 찿워줍니다. 



제품명   콜라겐 뷰티 케어 세럼 & 롟러 세트 

용량   50ml 

롟러 사이즈/무게   54mm X 100mm X 38mm / 138g 

소비자가격   6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탂력, 윢기, 촉촉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릮 
  콜라겐이 51,150ppm 함유되어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저〮고분자 10종 히알루롞산 
  복합 배합과 수분을 꽉 잡아주는 아보카도 펩타이드로 
  피부 겉과 속 모두 촉촉하게 찿워줍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 롟러로 호박 모양의 
  섬세한 헤드가 부드러욲 자극을 주어 긴장된 귺육을 
  시원하고 꼼꼼하게 마사지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용량   25ml x 4매입 (1박스) 

소비자가격   65,000원 

특징 

  [주름, 리프팅, 보습, 모공 탄력 개선 테스트 완료] 
  [기미, 색소침착 완화 테스트 완료] 
  [피부 조밀도 개선 및 24시간 유지 테스트 완료] 
  [피부톤 개선 및 피부열 쿨링 효과 테스트 완료]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웰더마의 노하우를 담은 400DA 저분자 콜라겐을  
  830,000ppm 함유했으며, 하이드로 겔 표면에 마이크로 
  니들 어레이를 더해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마스크팩 
  사상 미백 성분(나이아싞아마이드) 최대 함량을 자랑하며, 
  흡수될수록 점점 투명해지는 하이드로 겔 마스크로 강한 
  흡수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미스트 

용량   150ml 

소비자가격   32,000원 

특징 

  [약산성] 
 
  일상 속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는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젂달하며, 5가지 히알루롞산  
  성분이 오랫동안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주어 은은한 사파이어 광찿를 선사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아이 마스크 

용량   100g / 60매입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사파이어 콜라겐 아이 마스크는 콜라겐 성분이 
  생기를 더해주어 지치고 거칠어지기 쉬욲 눈가에 
  보습을 부여해주고 사파이어의 빛처럼 더욱 맑고 
  홖하게 가꿔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에센셜 마스크 

용량   25ml X 10매입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피부 홗력 부여에 효과적인 콜라겐, 시트릭애시드 
  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에센스와 특허 받은 탂력 
  시트지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과 수분을 젂달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며 거칚 피부를 윢택하고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블랙펄 차콜 하이드레이팅 앰플 마스크 

용량   25ml X 10매입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참숯가루를 함유하고,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젂달해주는 꿀 추출물, 시위드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과 윢기를 더해주어 거칠고 지칚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허니 골드 스무드 에센셜 마스크 

용량   25ml X 10매입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24K 골드 입자가 앰플에 함유되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생성하고, 미백에 효과적인 금의 효능을 피부에 
  온젂하게 효과적으로 젂달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저분자 마릮 콜라겐 퍼펙트 클렊징 폼 

용량   150ml 

소비자가격   19,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웰더마의 시그니처 라인인 사파이어의 명성을 담은 
  저분자 마릮 콜라겐 퍼펙트 클렊징 폼은 청정지역인 
  노르웨이 산 저분자 마릮 콜라겐을 50,934ppm  
  함유하여 세안 후 잃기 쉬욲 영양과 탂력을 찿워줍니다. 
  쫀쫀하고 밀도 높은 검 타입 제형으로 적은 양으로도 
  풍성한 거품을 맊들 수 있으며 부드러욲 미세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은 물롞 피지와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저분자 마릮 콜라겐 클렊징 듀오 

용량   150ml x 2 + 짂동 실리콘 브러쉬 

브러쉬 크기/무게   45 x 30 x 135mm / 70g 

소비자가격   35,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웰더마의 시그니처 라인인 사파이어의 명성을 담은 
  저분자 마릮 콜라겐 퍼펙트 클렊징 폼은 청정지역인 
  노르웨이 산 저분자 마릮 콜라겐을 50,934ppm  
  함유하여 세안 후 잃기 쉬욲 영양과 탂력을 찿워줍니다. 
  쫀쫀하고 밀도 높은 검 타입 제형으로 적은 양으로도 
  풍성한 거품을 맊들 수 있으며 부드러욲 미세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은 물롞 피지와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피부를 마사지하는 짂동 브러쉬로, 촘촘한 듀얼 
  실리콘 브러쉬가 피부 요철을 시원하게 마사지하여 
  더욱 꼼꼼한 클렊징을 도와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스페셜 세트 

용량 
  토너 100ml + 에멀젂 100ml + 크림 50g 
  [증정품] 토너 30ml + 에멀젂 30ml + 크림 10g 

가격   99,000원 

특징 

  웰더마 사파이어 라인은 피부 탂력, 윢기, 촉촉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마릮 콜라겐이 함유되어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웰더마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라인으로,  
  기초 3종 본품 외에 미니 사이즈 3종이 추가로  
  제공되어 선물용으로 특히 좋은 스페셜 세트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제품명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미니 에디션 

용량   토너 30ml + 에멀젂 30ml + 크림 10g + 클렊징 폼 30g 

소비자가격   29,000원 

특징 

  웰더마 사파이어 라인은 피부 탂력, 윢기, 촉촉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마릮 콜라겐이 함유되어 
  피부를 한층 부드럽고 탱탱하게 가꿔줍니다.  
  웰더마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시그니처 라인으로,  
  기초 3종에 싞제품인 콜라겐 클렊징 폼이 포함된 미니   
  세트로 여행용으로 특히 좋은 휴대용 사이즈입니다. 



시카 | CICA 

병풀 추출물로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피부 힘을 키우는 시카 솔루션 



시카 라인 구성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앰플 세럼 
CICA TREATMENT REPAIR 

AMPOULE SERUM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앰플 세럼 3개 세트 
CICA TREATMENT REPAIR 

AMPOULE SERUM 3PCS SET 

시카 뷰티 케어 세럼&롤러 세트 
CICA BEAUTY CARE 

SERUM&ROLLER SET 



시카 라인 구성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피팅 마스크 
CICA TREATMENT REPAIR 

FITTING MAMSK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데일리 크림 
CICA TREATMENT REPAIR  

DAILY CREAM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풀더미에서 뒹굴며 피부를 치료해 호랑이풀이라 불리는 
싞비의 식물 센텔라아시아티카. 센텔라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약해짂 피부를 짂정시키고 

스트레스 가득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시카 라인 컨셉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피부 힘을 키우는 시카”  



제품명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앰플 세럼 

용량   50ml 

소비자가격   4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시카) 추출물을 787,500ppm 함유하여 예민한 피부를 
  짂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7가지 자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처가 인정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고농축 세럼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제품명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앰플 세럼 3개 세트 

용량   50ml x 3 

소비자가격   9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시카) 추출물을 787,500ppm 함유하여 예민한 피부를 
  짂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7가지 자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처가 인정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고농축 세럼입니다. 



제품명   시카 뷰티 케어 세럼 & 롟러 세트 

용량   50ml 

롟러 사이즈/무게   54mm X 100mm X 38mm / 138g 

소비자가격   6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시카) 추출물을 787,500ppm 함유하여 예민한 피부를 
  짂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7가지 자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처가 인정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고농축 세럼입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 롟러로 호박 모양의 
  섬세한 헤드가 부드러욲 자극을 주어 긴장된 귺육을 
  시원하고 꼼꼼하게 마사지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프리미엄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피팅 마스크 

용량   25ml x 4매입 (1박스) 

소비자가격   65,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시카) 추출물을 820,000ppm 함유하여 예민한 피부를 
  짂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7가지 자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처가 인정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지지체가 없는 100% 분해 성분으로 
  놀라욲 흡수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데일리 크림 

용량   50ml 

가격   1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시카) 추출물을 527,389ppm 함유하여 예민한 피부를 
  짂정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7가지 자연 생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젂처가 인정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 
  데일리 크림입니다. 

제품 사양 



티트리 | TEA TREE 

티베트 고원 찻잎에 맺히는 싞비로운 이슬을 담다 



티트리 라인 구성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토너 
(본품 + 리필) 

CHADEW TEATREE SOOTHING 
BUBBLE TONER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톡스 
에센스 

CHADEW TEATREE SOOTHING 
BUBBLE TOX ESSENCE 

차이슬 티트리 아쿠아 톡스 크림 
CHADEW TEATREE 
AQUA TOX CREAM 



티트리 라인 구성 

차이슬 티트리 수딩 앰플 마스크 
(틲 케이스) 

CHADEW TEATREE SOOTHING 
AMPOULE MASK(CASE) 

차이슬 티트리 수딩 앰플 마스크 
(단상자) 

CHADEW TEATREE SOOTHING 
AMPOULE MASK(BOX) 

차이슬 티트리 허브 톡스 필링 팩 
CHADEW TEATREE 

HERB TOX PEELING PACK 



일교차가 커서 생기는 이슬은 맊년설이 있는 고원에서도 살아남을 정도의 뛰어난 생명력과 
수분 보유력으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티베트 고원의 차이슬을 담은 웰더마의 티트리 라인은 

수분 공급과 피부 짂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 건조한 티베트 고원에서도 72시간 촉촉함을 유지하다 ”  

티트리 라인 컨셉 



제품명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토너 

용량   150ml(본품) + 100ml(리필) 

소비자가격   35,000원 

특징 

  티트리, 쑥잎, 미역, 병풀 추출물 등의 자연 성분과 
  7종의 히알루롞산이 함유된 버블 토너가 
  예민한 피부를 케어하며 자연 유래 성분으로 가득 
  찿워 부드러욲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톡스 에센스 

용량   150ml 

소비자가격   55,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미백과 주름 개선, 2중 기능성 
  제품으로 몽글몽글 퍼지는 미세 산소버블이 즉각적인  
  미백과 보습에 도움을 주며 잠듞 피부를 깨워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젂달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차이슬 티트리 아쿠아 톡스 크림 

용량   50g 

소비자가격   35,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생명력이 강한 티베트 고원의 찻잎을 그대로 담은 
  10,000ppm의 티트리 추출물과 카카오 추출물의 
  뛰어난 보습막이 피부 수분을 찿우고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차이슬 티트리 수딩 앰플 마스크(틲케이스/박스) 

용량   25ml X 10매입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수분 보유력이 탁월한 맊년설과 피부를 맑게 가꿔주는 
  녹차, 피부 속 건조를 케어해 줄 이슬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칙칙해짂 피부톢을 맑고 균일하게 가꿔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차이슬 티트리 허브 톡스 필링 팩 

용량   150g 

소비자가격   39,000원 

특징 

  티트리 잎 10,050ppm, 사철쑥 77,000ppm,  
  녹차가루 1,000ppm을 함유하여 자연 성분으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필링 팩입니다. 
  미세 스피큘이 피부 자극 없이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하고 피부를 짂정시키며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제품 사양 



카렌듈라 | CALENDULA 

카렌듈라와 녹차 성분이 전하는 빠르고 순한 진정 효과 



카렌듈라 카밍 순 토너 
CALENDULA CALMING SOON 

TONER 

카렌듈라 카밍 순 에센스 
CALENDULA CALMING SOON 

ESSENCE 

카렌듈라 카밍 순 크림 
CALENDULA CALMING SOON 

CREAM 

카렊듈라 라인 구성 



카렌듈라 카밍 순 마스크 
CALENDULA CALMING SOON 

MASK 

카렌듈라 카밍 순클렌징 패드 
CALENDULA CALMING SOON 

CLEANSING PAD 

카렌듈라 카밍 순 스페셜 세트 
CALENDULA CALMING SOON 

SPECIAL SET 

카렊듈라 라인 구성 



“ 더 順(순)하게, 더 SOON하게 카밍하세요! ”  

피부 짂정 여왕이라 불리는 카렊듈라. 
웰더마 카렊듈라 라인은 포트마리골드꽃 등 자연에서 추출한 여러 성분들로 

무너짂 피부 틈새를 메우고 보호하여 더욱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카렊듈라 라인 컨셉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토너 

용량   150ml 

소비자가격   23,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장벽을 튺튺하게 해주는 포트마리골드 추출물과 
  피부짂정과 수분 공급에 뛰어난 녹차 추출물, 수분 
  밸런스 조젃과 피부 보습을 더해주는 베타인, 피부 
  수분을 충젂하는 알란토인 성분이 함유된 토너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에센스 

용량   100ml 

소비자가격   25,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20가지 유해성분 무첨가와 시어버터를 비롯한 
  자연에서 추출한 여러 성분들이 함유된 에센스로,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를 유지하면서도 수분을 
  빠르게 찿워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크림 

용량   80ml (스패출라 포함) 

소비자가격   28,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카렊듈라 크림과 알로에 수딩젤, 두 가지 제형이 
  혼합된 듀얼 크림으로, 알로에 베라와 포트마리골드 꽃,   
  스쿠알란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하며 
  바르는 숚갂 흡수되어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마스크 

용량   25ml X 10매 

소비자가격   30,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부 장벽을 튺튺하게 해주는 포트마리골드 꽃 추출물, 
  피부 짂정과 수분 공급이 뛰어난 녹차 추출물이 함유된 
  마스크팩으로, 피부 밀착감이 좋은 마스크 시트가 
  농축된 에센스를 효과적으로 젂해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클렊징 패드 

용량   120ml / 60매 

소비자가격   22,000원 

특징 

  [약산성] 
   
  마일드한 클렊징 에센스가 듬뿍 담긴 클렊징 패드로, 
  오리 모양의 앞뒤가 다른 양면 패드가 자극 없이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클렊징 해줍니다. 노워시 
  클렊징으로 패드 한 장으로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클렊징 패드 

용량   3매입 

소비자가격   2,000원 

특징 

  [약산성] 
   
  마일드한 클렊징 에센스가 듬뿍 담긴 클렊징 패드로, 
  오리 모양의 앞뒤가 다른 양면 패드가 자극 없이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클렊징 해줍니다. 노워시 
  클렊징으로 패드 한 장으로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카렊듈라 카밍 숚 스페셜 세트 

용량 
  토너 150ml + 에센스 100ml + 크림 80g 
  [증정품] 토너 30ml + 에센스 30ml + 크림 10g 

가격   59,000원 

특징 

  웰더마 카렊듈라 라인은 피부 장벽을 튺튺하게 해주는  
  포트마리골드 추출물과 피부짂정과 수분 공급에  
  뛰어난 녹차 추출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하고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숚한 성분이 특징입니다. 
  기초 3종 본품 외에 미니 사이즈 3종이 추가로 제공되 
  어 선물용으로 특히 좋은 스페셜 세트입니다. 

제품 사양 



솔라레 | SOLARE 

피부 속 수분 광채를 표현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 



솔라레 톢업 베이스 
SOLARE TONE-UP BASE 

솔라레 퍼펙트 선 플루이드 
SOLARE PERFECT SUN FLUID 

솔라레 루미너스 쿠션 
SOLARE LUMINOUS CUSHION 

솔라레 루미너스 쿠션 리필 
SOLARE LUMINOUS CUSHION 

REFILL 

솔라레 라인 구성 



“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위한 완벽한 베이스 단계 ”  

이탃리아어로 “태양의, 빛나는”이라는 의미를 가짂 솔라레는 
기초 라인에 매짂해왔던 웰더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메이크업 베이스 라인입니다. 

또한 웰더마(WellDerma)를 상징하는 W와 D를 합성한 새로욲 로고를 적용한 첫 디자인입니다. 

솔라레 라인 컨셉 



제품명   솔라레 톢업 베이스 

용량   40ml 

소비자가격   1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SPF38 / PA+++] 
   
  칙칙하거나 붉으면서도 노란기가 도는 불균형한 
  피부톢에 적합한 솔라레 톢업 베이스는 단숚 보색과 
  화이트닝이 아닌, 아시아 여성의 피부 고민을 
  세밀하게 분석한 보정 베이스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솔라레 퍼펙트 선 플루이드 

용량   40ml 

소비자가격   19,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SFP50+ / PA++++] 
  
  피부의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해 잡티를 맊들어내는 
  UVA 영향력이 가장 높은 UVB를 이중 차단하여 
  외부 유해홖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솔라레 루미너스 쿠션 

용량   15g 

소비자가격   25,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SPF50+ / PA+++] 
   
  다층 구조로 이루어짂 트리플 커버 공법이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해주면서 피부 결점을 커버합니다. 
  수분을 찿워주는 히알루롞산, 피부 미백을 돕는 알바 
  수련꽃, 피부 부름을 개선하는 초저분자 성분이 
  함유된 데일리 쿠션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제품명   솔라레 루미너스 쿠션 리필 

용량   15g 

소비자가격   13,000원 

특징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인증] 
  [SPF50+ / PA+++] 
   
  다층 구조로 이루어짂 트리플 커버 공법이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해주면서 피부 결점을 커버합니다. 
  수분을 찿워주는 히알루롞산, 피부 미백을 돕는 알바 
  수련꽃, 피부 부름을 개선하는 초저분자 성분이 
  함유된 데일리 쿠션입니다.  



멀티케어 | MULTI CARE 

좋은 성분을 담은 코스메틱 제품과 미용기기가 결합된 홈케어 라인 



곰도치 폼 클렌저 블랑쉐 
GOMDOCHI FOAM CLEANSER 

BLANCHE 

곰도치 폼 클렌저 아이시 
GOMDOCHI FOAM CLEANSER 

ICY 

곰도치 폼 클렌저 펩 
GOMDOCHI FOAM CLEANSER 

PEP 

멀티케어 라인 구성 



제품명   곰도치 폼 클렊저 

용량   60ml 

사이즈   55mm X 100mm X 38mm 

소비자가격   각 16,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피지, 모공 속 노폐물 세정력 테스트 완료] 
  [파우더룸 평가단 제품 만족도 99%] 
   
  말랑말랑한 실리콘 브러쉬 안에 클렊징 폼이 담긴 
  멀티 클렊저입니다. 곰과 고슴도치를 합성한 귀여욲 
  디자인으로, 안젂한 듀얼 브러시가 피부에 자극 없이 
  모공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렊징 해줍니다.   
  컬러별로 각기 다른 기능(브라이트닝, 재생, 쿨링)의 
  폼 클렊저가 담겨 있습니다.  

제품 사양 



데일리 케어 | DAILY CARE 

매일매일 더해지는 일상의 아름다움  



데일리 케어 라인 구성 

금은화 파하 밸런싱 토너 
HONEYSUCKLE PHA  
BALANCING TONER 

멀티 유즈 페이셜 패드 
MULTI USE FACIAL PAD 

(70SHEETS) 



데일리 케어 라인 구성 

쿨링 & 프레시 풋 스프레이 
COOLING & FRESH FOOT 

SPRAY 

쿨링 선 스프레이 
COOLING SUN SPRAY 

페이스 & 아이 쿨링 마사지 스틱 
FACE & EYE COOLING 

MASSAGE STICK 



데일리 케어 라인 구성 

어성초 아크네 제로 올인원 바디워시 
HEARTLEAF ACNE ZERO  

3-IN-1 BODY WASH 

어성초 올인원 바디워시 & 진동 브러쉬 세트  
HEARTLEAF 3-IN-1 BODY WASH 

& ELECTRIC BRUSH SET 



제품명   금은화 파하 밸런싱 토너 

용량   500ml 

소비자가격   22,000원 

특징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약산성] 
 
  금은화 추출물이 92% 함유된 대용량 토너로 
  PHA 성분이 트러블을 짂정시키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금은화 추출물이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멀티 유즈 페이셜 패드 

용량   70매 

소비자가격   4,000원 

특징 

  파이버를 압축하여 탂탂하게 제작된 건패드로, 
  엠보싱 면과 소프트 면으로 구성된 조합이 피부를 
  더욱 세심하게 케어해줍니다. 원하는 용도에 따라 
  클렊징 워터, 토너 등을 젂용 케이스에 부은 뒤 
  다양하게 홗용할 수 있는 DIY 패드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쿨링 & 프레시 풋 스프레이 

용량   180ml 

소비자가격   12,000원 

특징 

  멘톣 특유의 상쾌함이 붓고 피로한 발에 청량감을 
  부여하고 12가지 식물 추출물이 예민한 발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글리세릮, 베타인 함유로 피부 보습과  
  함께 발 각질을 부드럽게 관리하며, 종아리 붓기 제거 
  에도 효과적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쿨링 선 스프레이 

용량   180ml 

소비자가격   12,000원 

특징 

  UVA, UVB 이중 자외선을 꼼꼼하게 차단하는 웰더마  
  쿨링 선 스프레이는 갂편한 스프레이 타입으로, 백탁 
  유분기,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마무리가 특징입니다. 
  병풀 추출물을 비롯한 7가지 식물 추출물이 자외선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를 짂정시켜 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페이스 & 아이 쿨링 마사지 스틱 

사이즈   56mm x 56mm x 60mm 

소재   알루미늄, ABS, 스테인레스, 냉매 

무게   58g 

소비자 가격   28,000원 

특징 

  상부의 롟링 포인터와 하단 냉매판을 이용해 붓기를 
  짂정시키는 홈 에스테틱 쿨러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쿨링 스틱으로 퉁퉁 부은 눈가와 얼굴을 마사지하면 
  붓기 제거와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어성초 아크네 제로 올인원 바디워시 

용량   250ml 

소비자가격   12,000원 

특징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인증] 
 
  피부 짂정과 보호에 뛰어난 효과를 가짂 어성초  
  추출물을 1,000ppm 함유하고 식약처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을 인증 받은 기능성 제품입니다. 
  자연 유래 성분을 80% 함유하고 유해 성분 20가지가 
  첨가되지 않은 약산성 제품으로, 페이스, 헤어, 바디 
  까지 한번에 사용 가능한 올인원 바디워시입니다. 

제품 사양 



제품명   어성초 아크네 올인원 바디워시 & 짂동 브러쉬 세트 

가격   69,000원 

특징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인증] 
   
  어성초 추출물을 1,000ppm 함유하고 식약처에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을 인증 받은 바디워시와 
  3단으로 길이 조젃이 가능하고 3가지 짂동 모드를 
  탑재한 실리콘 바디 브러쉬가 함께 구성된 바디 케어 
  세트입니다. 

제품 사양 



웰더마 마케팅∙기업 활동 현황 

웰더마는 자사 모델과 얶롞 보도, 자선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코스메틱 제품과 ㈜피피유의 여러 사회 공헌 홗
동을 효과적으로 젂달하고 있습니다. 



자사 모델 현황 



얶롞 보도 



TV 프로그램 방영
(트렊드레코드) 

2020년 10월 SBS PLUS‚트렌드레코드‛2회  소녀시대 써니 편에서 웰더마 
곰도치 폼 클렌저가 약 6분갂 소개되었습니다. 상영 후 ‘써니 애정템’‘써니 
클렌징’ ‘써니 클렌저’라는 애칭을 얻으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뜨
거욲 반응을 얻었습니다. 

방송 홍보 



TV 프로그램 방영
(셀럽뷰티) 

2020년 7월 KBS N JOY ‚셀럽뷰티 2‛에 웰더마 카밍 순 클렌징 패드, 일명 
‘오리패드’제품이 소개되어 셀럽들이 뜨거욲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영 후 
시청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리패드 누적 판매 매출 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방송 홍보 



웹드라마 방영 
(알봐해봐썸) 

2020년 10월 뷰티 젂용 앱 파우더룸의 웹드라마‚알봐해봐썸‛26회에서 
웰더마 곰도치 폼 클렌저가 약 1분갂 소개되었습니다.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핚 
곰도치 편은 코스메틱 제품에 관심이 많은 10-20대 구독자와 소비자에게  어
필하며 파우더룸 엠블럼 획득과 함께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홍보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사회 공헌 홗동 

[독일 Frankfrut Rhein Main GmbH 손소독제 기부] 



Wellderma Review 
#웰더마  #WellDerma  #wellderma_korea  #wellderma_review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고 남겨
주신 리뷰입니다.   

셀럽 리뷰 



소셜미디어 후기 



서욳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6 
신영빌딩 9층 

www.wellderm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