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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HP&C  





I   HP&C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기업  

 

Global Best Skin Health Care Company를 비전으로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주)에이치피앤씨 
 



I   HP&C 
사업 영역 _ 화장품 

주요 브랜드 : 테라비코스, 라비덤, 메이톨로  



I   HP&C 
사업 영역 _ OEM,ODM  

주요고객사 : LG생활건강, 세라젬헬스앤뷰티(벨라몬스터), 코스알엑스  



I   HP&C 
사업 영역 _ 의약품 

주요의약품 : 케라민캡슐, 듀오크린액, 하이로손 로션 



I   HP&C 
사업 영역 _ 소독제 

주요브랜드 : 엔지셉트, 페라스텔,  디스텔, 스포리와입스앤폼 

외부 유해 세균 및 환경으로부터  
전염성 질병 및 감염을 예방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I   HP&C 
거래처현황  



I   HP&C 
인증현황  

CGMP ISO22716 MAIN-BIZ 기업부설연구소 서비스품질우수기업 KGMP (외용액제) 

특허현황 

* 후피향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탈모방지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 특허 외 14건   





코스메틱 테라피, 테라비코스는  

연약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해 연구를 지속하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입니다. 

테라비코스는 오랜 기간 병원 처방용 제품을 생산 및 연구하여 

민감성, 건조증, 트러블 등 각종 문제성 피부 환자들을 위한 노하우를 담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수면패턴, 화장 습관, 주변 환경 등 모든 일상 생활은 피부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성분도 피부 자극을 일으킨다면,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테라비코스가 무자극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메디컬 코스메틱에서 진정을 위한 모두의 브랜드로 

피부는 자극에 힘없이 무너지니까. 

피부 본연이 지니는 치유의 힘을 믿습니다. 

스킨케어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I   Brand Summary 
민감성 피부를 위한 코스메틱 테라피, 테라비코스 

국내 제약 및 의약외품 생산 기업 HP&C 에서 탄생한 화장품 라인업 

오랜 전통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2018년부터 공식몰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본격적인 마케팅 시작 

피부과 처방에서 검증된 성분 함유, 제약급으로 철저하게 관리된 정제수 사용 

오송에 위치한 자체 연구소 및 공장에서 제품 직접 생산 

*코스알엑스, 벨라몬스터, LG생활건강 등의 제조사 

*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단순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인 치료기능을 합친 제품을 일컫는 말 

 http://www.thelavicosmall.com/ 

피부과 / 종합병원 / 대학병원에서 피부 건조증과 트러블 환자에게 처방되어 온 제품으로 

민감한 누구나 쓸 수 있는 진정 보습라인 및 저자극 제품 라인 

인체 적용 테스트를 통한 피부 ‘무자극 판정’ 

http://www.thelavicosmall.com/


I   Brand Film 

(유튜브 링크) 

최초로 ‘민감함과 싸웁니다’를 선언한, 테라비코스 디지털 브랜드 필름 (2020.11 on-air) 

https://youtu.be/7uaY4lGF-WQ
https://youtu.be/7uaY4lGF-WQ
https://youtu.be/7uaY4lGF-WQ
https://youtu.be/7uaY4lGF-WQ
https://youtu.be/7uaY4lGF-WQ


I   Brand KV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선 보기 어려웠던 
 ‘싸움의 의지’ 전달  



I   Main Product  
테라비코스 베스트 셀러 라인업 - 테라비코스 진정 케어 4가지  

테라비코스 버블 클렌징 패드 

Thelavicos Bubble Cleansing Pad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Thelavicos Delicate Daily Moisturizer 

테라비코스 엔자임 워싱 파우더 

Thelavicos Enzyme Washing Powder 

테라비코스 데일리 토닝 페이셜 패드 

Thelavicos Daily Toning Facial Pad 



I   Main Product 
각 제품의 제형을 강조한  Product KV 



I   Main Product  
민감한 피부를 위한 무자극 효소 세안제 

테라비코스 엔자임 워싱 파우더 
Thelavicos Enzyme Washing Powder 

* 용량 40g / 판매가 28,000원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성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 

① 피부의 pH와 가장 유사한 pH 5.5 약산성 세안제로 무자극 클렌징 

② 2가지 단백질 분해 요소(파파인, 프로테아제) 함유로 각질 제거  

③ 피부보호와 자극 완화에 좋은 감초유래성분, 보습 효과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포함 

① 마이크로 코팅된 파우더 타입으로 자극없이 무자극 세안 

② 무향 및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으로 순한 사용감 

민감함에 좋은 성분만 담은 클렌저 

뭉침 없는 곱고 부드러운 파우더 입자 

피부에 가장 안정적인 순수 원료의 형태로,  파우더에 물을 묻혀 풍성한 거품을 내는 클렌징 

미세먼지 모사체 세정력 평가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 

피부각질 감소 평가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 

독일 임상평가 기관 더마테스트 임상 완료  



I   Main Product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고보습 진정 크림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Thelavicos Delicate Daily Moisturizer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있게 가꾸어주는 무향 로션 

① 피부 진정과 보호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 (57%함유)  과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세라마이드 함유  

②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줄 7가지 자연유래 추출물 포함  

① LLCE 제형 – 라멜라 유화 입자를 적용, 피부에 유효성분을 전달 /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 

② MKS 시스템(Moisture Keep System) - 피부 표면의 결합수 양을 극대화 시켜 피부 보습 및 지속력 향상 

피부를 진정시키는, 민감함에 좋은 성분만 함유 

피부 수분 손실을 방지하며 자극 없는 제형 

소프트한 제형으로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촉촉한 사용감까지 제공  

피부에 부담없는 부드러운 발림성 

* 용량 110ml / 판매가 25,000원 

건조한 피부의 가려움 완화 평가 적용 테스트 완료 

24시간 피부보습 지속 평가 인체 적용 테스트 완료 

피부 진정 평가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 



I   Main Product  
간편한 패드 타입의 폼 클렌저 

테라비코스 버블 클렌징 패드 
Thelavicos Bubble Cleansing Pad 

피부 화장은 물론 립 & 아이 메이크업까지 지워주는 버블 타입 클렌징 패드 

① 클렌징 폼과 페이스 타올의 기능이 합쳐진 스마트한 제품 

② 패드 1장으로 얼굴을 닦아준 후 물을 묻혀 롤링을 하게 되면 폼처럼 거품이 발생하여 더욱 깨끗하게 세안 

5가지 히아루론산 처방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하이알루로닉애씨드, 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세안 단계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극세사 페이스 타올+폼 클렌저가 하나로! 

다양한 히아루론산 처방으로 세안 후 당기지 않고 촉촉하게 편안한 피부로 유지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쌀겨수 처방 

쌀겨수의 각질정돈, 영양 공급으로 매끈매끈한 달걀 피부 완성 

* 용량 70매, 155ml / 판매가 17,900원 

미세먼지 모사체 세정력 평가 인체적용 테스트 완료 



I   Main Product  
병풀추출물로 진정과 각질 케어 

테라비코스 데일리 토닝 페이셜 패드 
Thelavicos Daily Toning Facial Pad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건조함을 잡아주는 페이셜 토너 패드 

① 전성분에 가장 첫번째로 오는 병풀추출물 47% 함유 

② 마스크 자극으로 인한 피부 자극, 바람으로 인한 자극 등 외부자극에 의한 달아오른 피부 진정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안색개선 성분인 글루타타온 함유 

병풀추출물 47% 피부 진정 패드 

브라이트닝 효과, 토닝 효과, 안색개선 효과  

판테놀 성분 함유로 더욱 뛰어난 진정 효과 

* 용량 70매, 155ml / 판매가 17,900원 

각질 케어 



I   Main Product  
내추럴  저자극 스킨 케어  

테라비코스 수비아 스킨케어  
Thelavicos Suvia Skin Care 

피부흡수율이 높은    연꽃발효수가 함유되어 지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줌  

토마토 , 브로콜리, 시금치  추출물이 함유되어 더욱 생기있는 피부로 만들어 줌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연꽃발효수 함유    

3가지 수퍼푸드추출물 함유  

유해성분을 배제한  안심 처방 

#저자극 # 진정케어 # 내추럴 #  

수퍼푸드추출물과 연꽃발효수로 케어하는 저자극 내추럴  스킨 케어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토너 100ml / 판매가 16,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에멀전 100ml / 판매가  16,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세럼 30ml / 판매가 18,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올인원 컨센트레이터 30ml  / 판매가 17,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크림 50g / 판매가 18,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페이셜 미스트 80ml / 판매가 16,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로터스 블루밍 마스크 23g*5ea / 판매가 10,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퓨어 폼 클렌저 100g  / 판매가 12,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유브이 데일리 선 블록 업 50g / 판매가 16,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트리플 펑션 비비 크림 40g / 판매가 16,000원 
테라비코스 수비아 내추럴 스킨 핏 씨씨 쿠션 #21 #23 15g /판매가 23,000원  
 

인공향료, 파라벤류, SLS, 프탈레이트,  디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등   



I   Main Product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  

테라비코스 뉴트리션 스킨 케어  
Thelavicos Nutrition Skin Care 

피부의 다양하고 복잡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 해 주는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 

식약처 고시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함유된  2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금사연둥지(바다제비집) 추출물이 함유되어 항노화, 피부재생에 효과적임  

피부스트레스 및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홍삼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탄력섬유를 증가시켜 주름개선에 도움을 줌  

• 뉴트리션  세럼 40ml ./ 판매가  95,000원 

• 뉴트리 션  크림 50g / 판매가  115,000원 

• 2종세트 판매가 210,000원 

 

펩타이드 복합체 함유로 피부 재생을 자극시켜 어린 피부로 가꾸어 줌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I   Main Product  
스타일리시한 남성의 매력을 살려주는 스페셜 케어 

테라비코스 옴므 스킨 케어 
Thelavicos Homme Skin Care 

남성의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체계적으로 처방한 스페셜 옴므 케어  

① 스킨+로션+에센스 3가지 기능이 하나로 담긴 스마트한 멀티 에센스 

②  미백 ,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 식약처 고시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 함유  

③  특허성분 Anti-Sebum P가 함유되어 피지관리 및 모공케어에 효과적임  

④ 각종 해조류 성분이 함유되어 윤기있는 피부로 유지 시켜 줌  

테라비코스 옴므 멀티 에센스  

테라비코스 프레시 클렌징 폼  

• 옴므 멀티 에센스 120ml / 판매가 28,000원 

• 프레시  클렌징 폼  100g / 판매가 12,000원 

• 2종세트 판매가 40,000원    

①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각종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 

② 알로에베라잎즙,  각종 발효성분이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 줌  



I   Main Product  
자연스러운 커버력으로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로 연출  

테라비코스 메이크업 라인   
Thelavicos Make Up Line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여 주는 고밀착 베이스  

• 래디언스  스키니  비비 크림 5 0ml / 판매가  44,000원 

• 스마트  커버  씨씨 쿠션  EX 1 5g  / 판매가35,000원   

① 자외선차단 (SPF50+/PA+++), 미백, 주름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  

② 수분크림같이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에 매끈하게 밀착되어 영롱한 살구빛 피부로 표현해 줌   

③  각종 보석성분(자수정, 진주, 루비 등) 이 함유되어  빛나는 광채피부 로 표현해 줌  

테라비코스 래디언스 스키니 비비 크림  

테라비코스  스마트 커버 씨씨 쿠션 EX   

① 자외선차단 (SPF50+/PA+++), 미백, 주름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  

② 촉촉하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내 피부같은 자연스러운 연출  

③ 알로에베라잎즙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을 줌  



I   Main Product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선 케어  

테라비코스  퍼펙트 선 가드 크림 EX  
Thelavicos Perfect Sun Guard Cream EX  

부드러운 발림성의 선 크림으로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줌  

* 50g  / 판매가  28,000원 

 자외선차단(SPF50+ / PA+++ ) 미백, 주름개선 3중기능성 화장품  

부드러운 수분 베이스 제형으로  가볍게 발리면서 들뜸 없이 밀착되는  사용감  

가벼운 톤 개선 효과로 남녀 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 

피부진정 특허 성분 인 서양송악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뛰어남  

피부 보호효능이 뛰어난 자연유래추출물 함유 (알란토인, 알로에, 캐롭열매추출물)  



I   Main Product  
부드러운 젤 타입 폼 클렌저 

테라비코스  엔자임 클리어 폼 
Thelavicos Enzyme Clear Foam 

미세하고 풍성한 거품의 촉촉한 젤 클렌저  

보습력이 풍부한 알로에베라잎추출물이 함유되어 세안후에도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 줌  

투명  젤 타입  클렌저가 피부결 사이사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줌  

무환자추출물, 파파야열매추출물 등 각종 자연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음  

  당기지 않는 촉촉한 마무리감 

* 100g  / 판매가  25,000원 

약산성의 부족한 세정력은 보완하고 알칼리의 자극은 줄인 pH 7.5의 중성클렌저로 
깨끗하고 편안한 클렌징을 도와 줌   



I   Main Product  
저자극  스킨 케어 라인 

테라비코스  아토 라인 
Thelavicos Ato Line 

편안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저자극  스킨 케어 라인 / 온가족 케어   

아토피 피부염 완화 및 피부 진정용  화장료 조성물   

피부 유해 성분 無 첨가  

특허 제 10-1550271호  피부 진정용 화장료 조성물 성분 함유   

고보습 케어  

• 아토워시  34 0ml / 판매가  26,000원  _ 샴 푸 + 바스  올인원  

• 아토로션  34 0g / 판매가  36,000원 _ 건조함으로 인한 가려움 예방  

• 아토크림 50g / 판매가  23,000원 _ 집중보습크림, 장벽강화  

파라벤, 디메치콘, 페녹시에탄올, 미네랄오일, 동물성 오일 등 피부 유해성분 최대한 배제  

5가지 허브추출물 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줌  

버지니아풍년화 / 녹차 / 캐모마일꽃 / 로즈마리/ 포트마리골드  



I   Main Product  
밤 사이 환하고 맑은 피부로 변신!  

테라비코스  화이트닝 슬리핑 마스크  
Thelavicos Whitening Sleeping Mask  

붙이고 떼는 번거로움 없는  바르고 자는 슬리핑 마스크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되어 밤사이 환한 피부로 만들어 줌  

미백기능성 화장품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 깊숙이 스며들어 유효성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탱글탱글한  
형상기억 제형  

병풀추출물 함유로 더욱 뛰어난 진정 효과 

풍부한 보습 성분 함유되어 오래도록 촉촉함 유지  

마치현추출물, 칸델라브라알로에잎추출물,  콩발효추출물  

*80g  / 판매가  25,000원 

사용법 : 저녁 피부 손질 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취하여 
볼, 이마, 코, 입가 순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바른 후 흡수가 
잘 되도록 가볍게 눌러 줍니다. 별도로 씻을 필요 없이  
아침에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I   Main Product  
항노화 전문 스킨 케어  

테라비코스  바이오 리페어 라인 
Thelavicos Bio Repair Line  

탄력있고 어린 피부로 되돌려 주는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항노화 스킨케어  

• 바이오  리페어  링클  토너12 0ml / 판매가  45,000원   

•  바이오 리페어 링클 에멀전  120ml / 판매가  45,000원  

• 바이오 리페어 링클 에센스  50ml / 판매가  48,000원 

• 바이오 리페어 링클 크림 50g / 판매가  48,000원  

•  바이오 리페어 링클 아이크림 30ml l / 판매가  45,000원 

• 4종 세트   186,000원  

 

식약처 고시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이 함유된  2중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노화와 관련된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주름개선과 보습에 효과적임  

에델바이스캘러스배양추출물 함유  

아세로라발효추추물, 석류발효추출물, 콩발효추출물 함유  

3가지 발효성분이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에너지 공급 

고삼, 유자, 클로브꽃, 마치현, 해바라기씨오일, 자몽추출물 등  

자연유래추출물이 함유되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  



I   Main Product  
집중 수분 케어 라인  

테라비코스  더 모스트 액티브 라인  
Thelavicos The Most Active Line 

피부 건강의 기본이 되는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된 수분케어 라인  

올리고-히아루론산을 함유하는 피부세포의 줄기세포능 및 분화 촉진용 조성물 

울릉도 해양심층수가 함유되어 피부 수분공급능력 탁월   

특허 제 10-1145394호  피부보습과 노화에 효과적인 특허성분 함유  

은은하고 상쾌한 향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  

• 더  모스트  액티브  토너  120ml / 판매가  35,000원   

• 더  모스트  액티브  에멀전  120ml / 판매가  38,000원 

• 더  모스트  액티브  젤 세럼  50ml / 판매가  38,000원   

•  더  모스트 액티브 젤 크림 50g / 판매가  38,000원 

•  더  모스트 액티브  크림  50g / 판매가 38,000원  

• 4종세트  14,9,000원  

 

단밸질, 비타민 , 미네랄 등이 풍부한 울릉도 해양심층수가 함유되어 있어 더욱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 줌  

청정 제주산 조류추출물이 함유되어 더욱 윤기있는 피부로 유지시켜 줌  

갈고리가시우무/감태/다시마/모자반/우뭇가사리/톳  



I   Main Product  
핸드메이드 클렌징 바 

테라비코스  유황 클렌징 바  
Thelavicos Sulfur Cleansing Bar 

각종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해 주는 핸드메이드 유황 클렌징 바  

독성을 제거한 유황 함유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으로 피부 노폐물 및 각질을  깔끔하게 제거해 줌   

얼굴부터 바디, 헤어 까지 전신 사용 이 가능한 멀티 클렌징 바   

항균, 항염효과가 우수한 독성을 제거한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트러블,  등드름, 무좀  등 문제성 피부 에 효과적임  

각종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피부 보습효과가 뛰어남  

동백오일, 포도씨 오일, 올리브오일  함유  

*100g  / 판매가  10,000원 



I   Main Product  
집중 케어 4주 프로그램 앰플  

테라비코스  안티링클 콜라겐 앰플  
Thelavicos Anti-Wrinkle Collagen Ampoule 

피부 탄력, 주름 등 노화의 징후를 집중 케어해 주는 스페셜 4주 프로그램  

팔미토일트리펩타이드-5 , 팔미토일올리고펩타이드, 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콜라겐 파우더 와 함께 각종 미용성분이 무너진  탄력을 개선시켜 팽팽한 얼굴 라인으로 가꾸어 줌  

피부 자극 테스트 無 자극 판정 

• 9g*4ea / 판매가 80,000원  

식약처 고시성분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 및 예방에 탁월함  

농축 앰플과 콜라겐파우더가  분리된 2중 구조의 앰플 

에센스 제형의 앰플과 콜라겐 파우더가 분리된  2중 구조의 앰플로 사용 직전 혼합하여 사용  

사용방법  
 

① 앰플의 캡을 열고 손가락으로 펌프를 힘 있게 누릅니다.  
 

② 분리되어 있던 파우더가 에센스쪽으로 이동합니다.  
 

③ 파 우더와 에센스가 잘 섞일 수 있도록 30초 동안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④         잘 섞인 앰플을 세럼 단계에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 혼합한 앰플은 10일 이내에 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   Main Product  
탈모증상완화기능성 화장품 

테라비코스 헤어 케어 2종 _샴푸,  토닉   
Thelavicos hair care 

탈모증상완화 기능성 화장품  

테라비코스 헤어 케어 샴푸  

• 헤어 케어 샴 푸  250g / 판매가 30,000원  

• 헤어 케어 토닉 120ml / 판매가  30,000원 

_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으로 두피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하여 청결한 두피 상태로 유지 
_ 식약처 고시 기능성 성 분  함유 :   덱스판테놀, 징크피리치온, 비오틴, 나이아신아마이드 
_  탈모개선에 뛰어난 효능으로 특허받은 소목껍질추출물 , 목향추출물 함유  
*목향추출물 : 항균, 항염, / 소목껍질추출물  : 피부건강유지, 면역증진,  
_ 7 無첨가 : 파라벤, 미네랄오일, 동물성오일, 인공색소, 프로필렌글라이콜, 벤조페논, 탤크  

테라비코스 헤어 케어 토닉  

_  과도한 피지, 건조함으로 인한 두피 가려움을 완화사켜 주어 상쾌한 두피 상태로 유지 
_ 두피에 직접 분사하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흘러내리지  않아 효능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 
_  상쾌한 쿨링감으로 두피열을 진정시켜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줌  
_ 식약처 고시  기능성 성분함유 :  살리실릭애씨드, 엘멘톨, 덱스판테놀 
_ 9 無첨가 : 디메치콘, 페녹시에탄올, 미네랄오일, 동물성오일, 설페이트, 인공색소, 트리에탄올아민,  
벤조페놀, 탤크  
  



I   Main Product  
트러블 스킨 케어  

메이톨로 에이테라_ 스킨에센스, 스팟코렉터, 에이테라 앰플   
Maytolo A-thera  

각종 트러블, 피부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하여 주는 스페셜 케어   

에이테라 스킨 에센스_ 여드름피부적합테스트완료  

에이테라 스팟 코렉터 _ 여드름피부적합테스트완료   

에이테라 앰플  

• 에이테라 스킨 에센스  100ml / 판매가  32,000원  

• 에이테라  스팟  코렉터 20ml / 판매가 30,000원 

• 에이테라 앰플  5ml *5ea / 판매가 120,000원  

_  산뜻한 수분공급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정돈해주는 에센셜 타입 스킨 
_  특허성분 Anti-Sebum P가 함유되어 피지관리 및 모공케어에 효과적임 
_  피부자극평가 테스트 완료  

_ 베타인살리실레이트가 함유된 집중 트러블 케어 앰플 
_ 각종 식물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줌 (위치하젤, 호호바씨오일, 마치현, 녹투, 카바잎뿌리 등)    

_  피부고민부위에  사용하는 국소부위 전용 에센스 
_  특허성분 Anti-Sebum P가 함유되어 피지관리 및 모공케어에 효과적임 
_  피부자극평가 테스트 완료  



I   Main Product  
고기능성 스페셜 케어  

메이톨로 스페셜 케어 _ 펩타이블 솔루톡스, 글래스 크림  
Maytolo Special Care 

고기능성 성분들을 체계적으로 처방한 스페셜 케어  

메이톨로 펩타이블 솔루톡스  

• 펩타이블  솔루톡스 50ml / 판매가 126,000원  

• 글래스 크림 50g / 판매가   140,000원 

_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  
 _ 바르는 순간 미세한 거품이 발생하여 유효성분의  흡수를 도와 더욱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줌  
_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꺼진부분을 볼륨있게 케어하여 어린 피부로 유지시켜 줌 
_ 피부 재생에 효과적인 5가지  펩타이드 성분 함유 (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알에이치-폴리펩타이드-1,  
알에이치-폴리펩타이드-2, 아세틸헥사펩타이드-8, 카퍼트리펩타이드)  
   
메이톨로  글래스  크림  

_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_ 피부  재생능력이 뛰어난  밍크오일이  함유되어  손상된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는 투명제형의  크림  
_  투명하고  탱글한  유리같은  제형이  피부 온도에  녹아  빠르게  흡수됨 
_피부장벽개선에  효과적인  세라마이드  성분  함유되어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 줌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제품력 검증을 위한 평가단 캠페인 진행  

엠블럼 확보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 형성  

화해 유저들이 2주간 제품을 사용한 후 화해 앱 내 리뷰 작성, 총 294명 응답 

2020.08.04 ~ 2020.08.20 진행 

화해 꼼꼼한 뷰티 평가단(꼼평단) 진행 

얼루어 뷰티 품평단 200인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지 기사 및 엠블럼 발행 

2020.11월 진행 

얼루어 매거진 – 얼루어 뷰티 품평단 진행 

*엔자임 워싱 파우더 한정 진행 

I   Marketing Activity 
    (2020) 



제품력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한 브랜드 런칭 캠페인 <10만 진정 프로젝트> 

‘써 보면 안다’라는 자신감으로 테라비코스 샘플링-체험키트-프로모션 진행  

2020.11.9 – 2020.12.13 (5주 간) 

_엔자임 워싱 파우더 20g + 모이스처라이저 55g (본품의 ½ 용량, 26,500원 상당) 

_키트 구매 시 전 품목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 증정(회원 한정) 

_자사몰 내 회원, 비회원 모두 구매 가능 

테라비코스 10만 진정 프로젝트 

<진정한 진정 키트> 샘플링 프로모션 

ㅣ기간ㅣ 

테라비코스 체험 키트 (무료 / 배송비 3,000원 별도)  ㅣ구성ㅣ 

ㅣ결과ㅣ 

피부 진정 만족도 95% 확인 
키트 리뷰 2,100여건 업로드  
네이버 평점 4.7 / 5점 기록 

캠페인 종료 후 키트 구매자 대상 서베이 진행 
응답 결과 기준 브랜드 자체 엠블럼 제작 

수 많은 재구매 의사 확인 
피부 트러블 관련 CS 단 2건 발생 

I   Marketing Activity 
    (2020) 



I   Marketing Activity 
    (2020) 캠페인 인지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디지털 전 방위 광고 집행 

‘진정 키트’ 구매 가능한 캠페인 페이지 

Youtube SNS (INS) DA 

E-commerce WOM & Viral 

유튜브 영상 조회 수 약 545만 달성 

(트루뷰 인스트림 / 범퍼 애드 / 디스커버리 집행) 
인스타그램 내 다양한 소재로 광고 집행 

다채널 배너 광고 집행 

(GDN / 네이버 / 카카오톡/브랜드검색) 

이커머스용 제품 웹기술서 제작 
 매크로/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포털 및 커뮤니티 내 바이럴 작업 



뷰티 유튜버를 통해 소비자 사이드에서 테라비코스의 진정성과 제품력 전달, 특히 ‘무자극’ 에 집중하여 모든 피부에 적합한 제품임을 소구 

ㅣ브랜디드ㅣ테라비코스 패드 2종을 활용한 피부결 관리 방법 소개 / 조회 수 3,411회 (2021.01.24) 

ㅣ기획 PPLㅣ주말 아침 루틴 속 엔자임 워싱 파우더 & 모이스처라이저 노출 / 조회 수 1,550회 (2021.02.12) 

뷰티트레이너 쭈언니 

구독자 31,700명 

*업로드 이후 7일 간 자사몰 내 패드 2종 할인 프로모션 동시 진행 

Hong’s MakeuPlay 

구독자 91,100명 

ㅣ기획 PPLㅣ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광피부 튜토리얼 영상 속  

                           엔자임 워싱 파우더 & 모이스처라이저 추천 및 소개 / 조회 수 12,730회 (2021.02.19) 

I   Marketing Activity 
    (2021) 

*썸네일 이미지 클릭 시 링크 이동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 PPL 콘텐츠 기획 PPL 콘텐츠 

2021년 유튜브 채널 내 지속적으로 확산될, 

민감성 피부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티 유튜버 집중 섭외 

테라비코스몰, 29CM 등 판매 채널 내 할인 프로모션 홍보 동시 진행 

모두의 민감성 피부를 위한 테라비코스 이야기 

ㅣ 현재 섭외 완료된 유튜버ㅣ 

최모나 choimona (구독자 145,000명) 
기획 PPL / 4월 초 라이브 with 패드 2종 

미소정 MisoJeong (구독자 298,000명) 
기획 PPL / 3월 말 라이브 with 모이스처라이저 

그 외 루씨 LUCY / Arang 아랑 / 뷰티숨 등 다양한 유튜버 컨택 진행 중 

https://youtu.be/80cRqfKNGPA
https://youtu.be/hCjjcYosgf8
https://youtu.be/Zl58JsUp0EE


온라인 어디서든 테라비코스를 만날 수 있도록 공식몰 외 다채널 온라인 유통/판매처 확장 

테라비코스 베스트 제품 및 수비아 라인업 일부 로켓 배송 서비스 진행 

쿠팡 로켓 와우 제품으로 입점 

쿠팡 체험단을 통해 긍정 리뷰 확보 ★ ★ ★ ★ ★ 

11번가 테라비코스 런칭 기념 타임딜 진행 (2020.02.09, 15시-19시) 

11번가 타임딜 진행 

기간 내 11번가 베스트 1위 선점 

I   Marketing Activity 
    (2021) 



테라비코스 코어 타겟이 집중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  

브랜드 입점 및 플랫폼 내 볼륨이 가장 큰 미디어 광고 PT 진행  

다양하게 페어링된 테라비코스 베스트 제품 판매  

29CM 뷰티-스킨케어 브랜드 입점 및 런칭 프로모션 진행 

‘진정 키트’ 현재 
전체 카테고리 Best 1위 / 뷰티 카테고리 Best 1위 선점 (2/22-3/8일 한정, 독점 판매) 

브랜드 메시지 전달부터 베스트 제품별 튜토리얼 및 전문가 인터뷰, 실제 사용후기까지 노출  

29CM PT 단독 진행 (2/22-3/8) 

본품 구매 전 테라비코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 키트‘ 기간 내 0원에 판매 (배송비 2,900원 별도)  

I   Marketing Activity 
    (2021) 

(링크) 

https://pt.29cm.co.kr/thelavicos
https://pt.29cm.co.kr/thelavicos
https://pt.29cm.co.kr/thelavicos


매체 엠블럼 확보된 엔자임 워싱 파우더 외 베스트 제품 3종 역시 제품별 엠블럼 캠페인 진행  

추후 웹기술서 등 브랜드 에셋으로 활용 

글로우픽 설문단 캠페인(100인) 진행, 제품 엠블럼 획득 (4월 초)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X 글로우픽 설문단 

파우더룸 서베이(100인) 진행, 제품 엠블럼 획득 (4월 초) 

버블 클렌징 패드 X 파우더룸 

파우더룸 서베이(100인) 진행, 제품 엠블럼 획득 (4월 중) 

데일리 토닝 페이셜 X 파우더룸 (미정) 

*현재 캠페인 진행 중으로 아래 엠블럼 이미지는 예시로 삽입 

I   Marketing Activity 
    (2021) 





I   Marketing Plan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빅 인플루언서 활용, 다노출 미디어 집행 

Step 1. 

키트 리뷰 2,100여건, 네이버 평점 4.7/5점 등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구매 의사 확인 

샘플링을 통한 제품력 검증  

Step 3. 

오픈마켓 및 29CM 내 브랜드 입점,  
동시에 드럭스토어 등 브랜드 보증 가능한 판매처 확보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채널 확장 

Step 2. 

검증된 제품력, 확보된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집중 
등장 자체로 브랜드 신뢰의 증거가 될 모델(인플루언서) 활용  (2021.06-08월 중 camp. 예정)   

(예정) 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디어 집행  

with Big Influencer 



I   Marketing Plan 
정통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의 포지셔닝 강화 

민감함과 싸우는, 모두를 위한 진정 보습 라인업 확장 (TBD)   

테라비코스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중심으로 라인업 확장 

ㅣ테라비코스 베스트 셀러 제품ㅣ 

①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라인 ②  델리케이트 수딩 모이스처라이저 라인  ③ 델리케이트 인텐시브 라인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110ml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200ml 
델리케이트 데일리 모이스처 크림 100g 

델리케이트 수딩 모이스처라이저 110ml 
델리케이트 수딩 모이스처라이저 200ml 

델리케이트 인텐시브 모이스처라이저 110ml 
델리케이트 인텐시브 모이스처라이저 200ml 
델리케이트 인텐시브 크림 10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