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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ty Pleasure
# Real Treat For Me

은밀한 즐거움
Guilty Pleasure
# Real Treat For Me
끊을 수 없는 달콤한 유혹

고단한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해 선물하세요.
소소하지만 마음을 채워주는

나만을 위한 뷰티 디저트, 그린코스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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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
COMPANY INTRODUCTION

‘그린코스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비전 아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부합하는 Total OEM·ODM Service, 자사만의 기술과
특허, 정확한 납기로 고객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더페이스샵, 에스까다, 미니소, 왓슨스 등
국내 외 유명 화장품기업들의 협력회사이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미국 등 세계 20여
개국의 고객망을 확보한 그린코스는 글로벌 화장품, 의약외품, 동물의약외품 제조생산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GMP, ISO22716 인증
2017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2016 동물의약외품 제조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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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품질관리
앞선 기술력의
그린코스

그린코스는 2012년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제기준인 ISO 9001 (품질경영) / 14001 (환경경영), 22716 (화장품 국제기준)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의약외품 및 동물의약외품 제조허가 취득을 완료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코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선도형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COMPANY INTRODUCTION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증명서(CGMP)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2004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신고)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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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메가 트렌드
2019 MEGA TREND

신뢰의 아이콘

사람 기반, 간접 경험으로 구매하는 시대

미닝 아웃

나의 취향과 신념을 커밍아웃

가치 있는 소비

마음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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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아이콘

바쁜 현대인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에는 지루해진 대중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사람 기반 간접 경험’으로
검증하면서 구매하는 경험 마케팅이 대세.

THE ICON OF TRUST

#뷰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와 콜라보하여 만드는 브랜디드 콘텐츠에
많은 호감을 가짐 (출처 : 유튜브 디렉터 파이)

#인스타 공구

인스타 셀럽들이 팔로워들에게 무한 신뢰를 주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

#구매 후기

상업성 후기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솔직한 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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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닝
아웃
MEANING OUT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
사소한 일상을 통해 나 자신 드러내기

세상에 나를 드러내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증명 받기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100마디의 말보다 시각적인 소통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문화이며,
일상처럼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커밍 아웃한다.

#대화금지, 고독한 카톡방

오로지 ‘짤’이라고 부르는 이미지만 업로드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미

#슬로건 패션

패션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를 넣어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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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

자신의 취향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겐,
브랜드는 중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고가의 ‘보여주기식 사치’가 아닌 소비를 통해 꾸밈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더불어 추구하는 가치까지
소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소비자들은 ‘소신 소비’ & ‘가치 소비’ 중이다.

VALUABLE CONSUMPTION

#꽃 정기구독

이제 꽃을 사는 일이 커피 한잔 마시는 것 만큼
쉬워집니다.

#주문 생산 방식

재고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의 新 패러다임

#스몰 럭셔리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작은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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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뷰티 트렌드
2019 BEAUTY TREND

있는 그대로의 ‘나’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맥시멈 VS 미니멈
뷰티 패턴의 양극화

맞춤형 화장품

피부 타입 별 나만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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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나’

이제는 대중들이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라이프스타일을 거부하고
실질적인 웰빙을 찾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나의 단점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뷰티가 아니다.
메이크업을 통해 단점은 개성으로 장점은 최대로 살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아름다움의 재창조

SELF ACCEPTION

#플러스 사이즈 모델

건강하지 않은 마른 모델은 거부한다.
몸매에 대한 다양성에 주목한 모델

#주근깨 메이크업

주근깨=콤플렉스 라는 편견을 깨다!
본래의 나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뷰티

#미움 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당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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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멈
VS 미니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 시대
피부 표현에 중점을 둔 ‘미니멀리즘’
과감한 포인트를 더하고 화려한 ‘맥시멀리즘’
다채로운 메이크업이 공존하는 2019년,
뷰티 트렌드에는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MAXIMUM VS MINIMUM

#구찌 효과

미니멀리즘과 작별하며 화려하게 맥시멀리즘으로
다시 부활한 구찌

#루틴 다이어트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한번에 관리.
스킨케어 루틴부터 축소하는 올인원뷰티

#심플 패키지

화장품 용기 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과
환경까지 고려한 미니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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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나만의 화장품’을 선호하는 개별적 니즈가
전체 시장 트렌드를 맞춤형으로 바꿔놓고 있다.
정확한 피부 타입 체크로 나에게 딱 맞는 화장품.
스킨 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개취 존중, 피부 존중도 해주는 커스터마이징 화장품.

CUSTOMIZED COSMETIC

#구독형 화장품

28일마다 다른 신선한 구독형 바를거리.
빅데이터에 기반한 바를거리를 제공

#1인 1처방

전문 상담원을 통한 피부 진단으로 즉석에서
배합해 제조하는 커스터마이징.

#DIY 메이크업 제품

취향에 맞게 컬러를 믹스해 다양한 컬러를 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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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zer

Snowing Tone-Up Capsule Toner
스노잉 톤업 캡슐 토너

Juicy Jelly Pop Mist
쥬시 젤리 팝 미스트

Skin Care & Cleansing

Meringue Sticky Cleansing Foam
머랭 스티키 클렌징 폼

Salady Watery cleansing Oil
샐러디 워터리 클렌징 오일

중국수출가능

Appetizer
: Skin Care & Cleansing

Snowing Tone-Up
Capsule Toner
스노잉 톤업 캡슐 토너
겨울 끝자락, 흩날리는 마지막 눈처럼

평범한 듯 이상한 어느 봄날의 눈
겨울을 끝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흩날리는 눈송이들
푸석하고 칙칙한 내 피부에 따스한 봄날을 열어줄 눈꽃 톤업 캡슐 토너로
잠든 피부 속을 깨워주어 환하게 차오르는 스프링 톤을 완성하자!

피부를 밝혀주는 순백의 눈꽃 톤업 캡슐
토너를 롤링해주면 순백의 눈꽃 캡슐이 부드럽게 깨지면서
피부를 더 환하고 맑은 톤으로 가꾸는데 도움을 줌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젤 타입 토너
수분감 넘치는 워터젤 타입의 토너가 겉돌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산뜻하게 마무리 됨

Texture

부드러운 워터젤 텍스처

- 가볍게 흐르는 투명한 젤 타입의 토너 속에 미세한 톤업 화이트 캡슐을 함유
- 화이트 캡슐이 부드럽게 터지면서 피부 톤을 밝혀주는 톤업 캡슐 토너

중국수출가능

Appetizer
: Skin Care & Cleansing

Juicy Jelly Pop Mist
쥬시 젤리 팝 미스트
탱글탱글한 젤리처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말랑 말랑한 젤리 미스트로 지켜내는 촉촉함

뿌리자마자 금방 날아가 내 피부 수분까지 빼앗는 미스트는 잊자
탱탱한 젤리 미스트가 미세하게 분사되어
쫀쫀하고 촘촘하게 채워주는 피부 속 수분 케어

젤리 to 워터 미스트의 쫀쫀 보습막

용기 내의 젤리 제형이 미스트 펌프를 통해 워터 타입으로
변하면서 피부에 골고루 분사되는 젤리 미스트

0-2

EWG 그린 등급의 순한 수분 충전 미스트

EWG 그린 등급의 안심 처방 미스트로 자극 걱정 없이 피부에 수시로 뿌릴 수 있음

Mechanism

GEL TO SOLUTION FORMULA

전단력(힘)
가했을 때

- 전단력(힘)에 의해 분자간 네트워크
변화가 큰 제형

- 미스트 용기 내에세는 고점도 젤리
텍스처로서 있으나, 펌프로 토출될 때
결합이 약해져 쉽게 분산됨
- 펌프에서 뭉치지 않고 미세하게
분사되어 피부 위에 고르게 분포됨

중국수출가능

Appetizer
: Skin Care & Cleansing

Meringue Sticky
Cleansing Foam
머랭 스티키 클렌징 폼
풍성한 머랭 거품이 뭉게 뭉게

깐 달걀처럼 매끈한 피부로 변신!
쫀쫀하게 늘어나는 머랭 같은 클렌징 폼이
피부에도 완벽 밀착하여 모공 노폐물까지 딥클렌징.
일반 폼과는 차원이 다른 거품력, 세정력으로 매끈 피부 완성!

모공 속 노폐물, 쫀쫀하게 흡착 클렌징

피부 모공 속 쌓인 노폐물들이 모공을 덮게 되면, 그것이 곪아 여드름이 된다는 사실!
모공 속 깊숙이 있는 노폐물까지 완벽 흡착

미세 버블 입자의 풍성한 머랭 거품
쉽게 꺼지지 않는 버블의 탄력감과 크리미한 거품으로
피부 각질을 유연하게 해주어 꼼꼼하게 클렌징 해줌

Texture

- 크리미하고 쫀쫀한 머랭 폼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노폐물을 흡착시켜줌
- 일반 클렌징 폼보다 보습제를 더 많이 함유하여, 씻은 후에도 촉촉한 마무리감 선사

중국수출가능

Appetizer
: Skin Care & Cleansing

Salady Watery
cleansing Oil
샐러디 워터리 클렌징 오일
피부를 위한 1일 1샐러드

내 피부를 위한 오일, 한층 더 가벼워지다!
답답하고 무거운 잔여감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외면해왔다면?
한 끼의 샐러드처럼 가벼워진 워터리 클렌징 오일을 경험할 때!
부담스러운 오일리함은 쪽- 빼고 산뜻한 수분감을 채운 워터리 클렌징 오일

노폐물은 말끔하게, 마무리는 산뜻하게

미끄러운 일반 오일 클렌저가 아닌, 산뜻한 워터리 클렌징 오일로
모공 깊숙한 노폐물과 피지를 깔끔하게 클렌징

샐러디 오일 콤플렉스로 당기지 않는 촉촉한 피부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보카도, 참깨를 포함한
5가지 오일 콤플렉스를 함유해 세안 후에도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줌.

Texture

(좌)자사 기존 클렌징 오일 / (우)샐러디 워터리 클렌징 오일
- 자사의 기존 클렌징 오일 제형에 비해 점성이 낮고
가벼운 사용감의 워터리 타입

- 기존 클렌징 오일의 무겁고 답답한 사용감에서 벗어나
촉촉하면서도 산뜻하게 클렌징을 마무리 해 줌

CHAE:UM
PRODUCT PROPOSAL

Afternoon Tea

Dazzling Touch Perfume Gel
대즐링 터치 퍼퓸 젤

Double Shot Curling Essence
더블 샷 컬링 에센스

Hair & Body

중국수출가능

Afternoon Tea
: Hair & Body

Dazzling Touch
Perfume Gel
대즐링 터치 퍼퓸 젤
반짝반짝 눈부신 당신을 위한 더 특별한 향수

은은하게 빛나는 바디 글리터 퍼퓸젤
‘어떤 향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매일매일의 기분과 분위기!
봄 햇살처럼 싱그럽고 반짝이는 향기 아이템으로 바꿔보자
촉촉한 젤 타입 퍼퓸 속 눈 부신 바디 글리터로 향기롭게 빛나는 하루!

미세한 입자의 펄 글리터

쇄골, 팔 등 바디 피부에 발라 은은한 쉬머링을 완성하는 미세하고 고운 입자의 펄 글리터

촉촉하고 부드러운 워터젤 퍼퓸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는 워터젤 베이스 퍼퓸으로 다양한 부위에 발라주기 좋음

Texture

Using Tips

- 실리콘이 아닌 워터를 베이스로 하여 물에 가볍게 씻기며 말끔하게 클렌징 가능
- 오프숄더 의상과 매치하여 쇄골 부분에 넓게 발라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주거나
팔, 다리 등에 발라 광채 볼륨을 살려 입체적인 바디 라인을 연출해 줌

중국수출가능

Afternoon Tea
: Hair & Body

Double Shot
Curling Essence
더블 샷 컬링 에센스
아침에 셋팅한 스타일 그대로, 밤까지 철벽수비!

모발 보호는 물론, 스타일링까지 듀얼 케어
오랜만에 모임 소식으로 신경 써서 풀 셋팅하고 나온 날,
도착도 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푸석하고 축 쳐진 헤어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면?
하루 종일 짱짱한 더블샷 컬링 에센스로 내 스타일에 무너짐이란 없다!

온 종일 유지되는 탄력적인 헤어컬과 볼륨

아침에 세팅한 헤어 스타일 그대로 탄력적인 컬링과 뿌리 볼륨을 유지시켜 줌

EWG 그린 등급 헤어 에센스

실리콘 오일을 첨가하지 않고, EWG 그린 등급의 성분으로 처방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헤어 케어 아이템

0-2

Mechanism
WATER

HAIR COATING FORMULA

- 올리브 오일 유래 점증제가 물을 잡고 있다가 힘에 의해 터지면서 모발이 고정됨
HAIR COATING
AGENT

FIXING AGENT

FIXING FORMER

- WATER가 1차적으로 모발을 홀딩시켜 주고 FILM FORMER & FIXING AGENT가
헝클어진 머릿결을 고정시켜주는 젤 에센스
- 일반 왁스보다 끈적임이 덜하지만 고정력은 우수하며, 사용감이 산뜻하여
머리가 기름져 보이지 않다는 장점을 보유

CHAE:UM
PRODUCT PROPOSAL

Dessert

Strobe Fitting Make-up Booster
스트롭 피팅 메이크업 부스터

Tender Cheek Fluid Blusher
텐더 치크 플루이드 블러셔

Make-up

Sherbet Sugar Tint
셔벗 슈가 틴트

중국수출가능

Dessert
: Make-up

Strobe Fitting
Make-up Booster
스트롭 피팅 메이크업 부스터
촘촘한 피부 결과 요철 커버를 한번에 잡았다.

베이스가 그 날의 예쁨을 결정 짓는다.
나름 공들인 화장이 오후만 되면 무너지고, 뜨는 이유
모공과 피부 결을 고려하지 않은 베이스 때문입니다.
일명 ‘결크림’으로 기초 공사 톡톡히! 매끈한 피부결로 화장발 제대로 받자!

피부 결을 매끈하게! 메이크업 부스팅 베이스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마무리감으로
메이크업 전 피부를 최적화 시켜주는 수분 베이스

은은한 광채로 자연스러운 윤광 피부
과하지 않은 펄을 함유하여 은은한 윤기 광채를 뿜어내며,
모공 사이사이에 밀착되어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줌

Mechanism
파데

베이스+파데

피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전]

모공 속 까지 균일하게 파운데이션이
발리지 않아 모공이 그대로 보이며
더 두껍게 발림

[베이스 메이크업 후]

모공을 베이스가 메꿔주어 피부 결을
얇고 균일하게 만들어주며 파운데이션이
더욱 얇게 올라가 가벼운 메이크업 완성

중국수출가능

Dessert
: Make-up

Tender Cheek
Fluid Blusher
텐더 치크 플루이드 블러셔
수채화처럼 번지는 발그레한 생기

하늘 아래 같은 텍스처는 없다.
블러셔하면 무조건 파우더 타입만 떠올리던 시대는 한물간 지 오래.
같은 컬러라도 텍스처에 따라 컬러 표현이 다르기 때문!
피부 위 발색, 밀착력, 분위기가 남다른 플루이드 블러셔는 어때?

뭉침 없이 가벼운 마무리감

파부 위에서 수채화처럼 자연스럽게 발색되기 위해
촉촉하고 묽은 제형에서 보송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을 선사

펄을 함유하여 내 볼을 반짝반짝 글로우하게

펄을 함유한 블러셔를 바른 후 양 볼에 반짝반짝한 광택감을 느낄 수 있음

Texture

Smooth Blended Formula

- 첫 사용감은 물감처럼 촉촉하게 발리며 터치할수록 뭉침없이 보송하게 마무리
- 기존 베이스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고 얇은 레이어링으로 은은하게 발색되는
크림 블러셔

중국수출가능

Dessert
: Make-up

Sherbet Sugar Tint
셔벗 슈가 틴트
부드러운 셔벗의 감촉, 그대로 입술에-

달콤하고 부드럽게 입술에 착!붙!

입술 위에 셔벗이 봄처럼 가볍게 스며들다.
크리미한 셔벗 틴트로 얇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사르륵 입술 위에 녹아 들어 생생하게 컬러 UP!

상큼한 생기 부여, 고발색 틴트

선명한 색감의 고발색 틴트로 입술에 얇게 밀착되어 오랜 지속력을 선사해주며,
스며들듯 물드는 높은 착색력을 가짐

각질, 주름 부각 없이 균일한 그라데이션

입술의 굴곡 사이사이를 컬러 피그먼트가 메꿔주어 얼룩덜룩하지 않게
각질, 주름 부각 없이 그라데이션 가능

Mechanism

SILKY FIT BARRIER EFFECT
WATER

SILICON

- W/S제형으로 WATER가 속보습을 챙겨주고 SILICON이
보송한 마무리감을 형성해줌

- 컬러 피그먼트가 일정하게 입술에 밀착되어 얼룩덜룩 착색되지 않아
균일한 착색 컬러 선사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