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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hilosophy

01

Natural Ingredients

02

Skin Science Technology

03

Trendy

K-BEAUTY
LEADING BRAND
VT COSMETICS
혁신적인 피부 과학 테크놀로지와 감각적인 컬러,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으로 트렌디한 K-뷰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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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ummary

회사명

VT Cosmetics

대표이사

정철, 김양평

설립일

2014년 7월 22일

매출액

약 691억 (2018년 기준)

판매제품

화장품, 구강 용품, 퍼퓸, 캔들, 위생용품, 미용 소품

사업장 주소

강남 사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6길 23 VT코스메틱
신사 사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1-13
광주 사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누리로 20

홈페이지

http://vt-cosme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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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Histor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곤센 설립

매출액 8억 달성

공식몰 회원 수
1만 명 달성

- 공식몰 회원 수 3만 명 달성

- VT THINK YOUR TEETH 출시

- 모델 차예련, 송경아 광고 계약

- 홍대/광주 상무 쇼룸 오픈, 제주 스파 오픈

- 포맨 라인 출시

- 법인 전환

- 강남/청담/부산 쇼룸 오픈

- 기업부설 디자인 연구소 인정

- 머니투데이 상반기 히트상품

- 국내 화장품 최초 미국 홀푸드 입점

- VT 브랜드 런칭

- 소비자가 뽑은 2014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 2015 뷰티스테이션 어워즈 베스트 아이템 수상

- Devil’s RUNWAY 공식 후원사

- 신사동 SHOWROOM 오픈

- 대국민 스타리그 공식 후원사 (아프리카TV)

- 롯데몰 / CJ몰 / GS샵 입점

  매출액 40억 달성

  매출액 190억 돌파

  매출액 24억 달성

- 광주롯데, 부산 롯데 백화점 광복, 센텀점 매장 오픈
- 대구 신세계 시코르 입점
- 화해 2016 상반기 뷰티 어워드
- 크림 부문 2위 (워터크림포맨)
- 올인원 부문 1위(올인원스킨 포맨)
- 2016 한국품질만족도 1위 기초화장품 부문 1위
  
  공식몰 회원 수 40만 명 돌파
  중국 수출액 100억 돌파
  매출액 300억 돌파

2017

2018

2019

- 필리핀 K 뷰티쇼 참가

- GS 홈쇼핑 블루 콜라겐팩트 런칭 (연속 4차 완판/14만개 판매)

- 일본 최대 패션 페스티벌 도쿄 걸즈 컬렉션 참가

- BT21 시즌2 출시

-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팝업 스토어

- 방탄소년단 광고모델 및 콜라보제품 계약 체결

- 중국 상해 미용 박람회 참가. 시카 라인 런칭

- BT21 VT 2ND 가로수길 팝-아지트 팝업스토어 오픈

- 배우 정은채 전속 모델 발탁

- 광저우 미용 박람회 참가

- 시카 레드니스 쿠션 런칭 한달 만에 50만 판매고

- 방탄소년단 콜라보 퍼퓸 (VTXBTS L’ATELIER des SUBTILS) 출시

- 중국 국제 미용 박람회 참가

- VT 101 색조라인 런칭

- 홍콩 타오바오 글로벌 셀러 모집 대회 참여

-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오픈 (잠실 에비뉴엘, 센텀시티점, 명동 본점)

- 코스메카 코리아 MOU 체결

- 2017 브랜드 대상 수상

- 중국 최대 웨이상 플랫폼 운집 계약

- H&B 올리브영 입점

- 백화점 : 울산 롯데, 인천 신세계 입점

- GS 홈쇼핑 시즌2 블랙 콜라겐팩트 런칭

- 신세계그룹 삐에로쇼핑 코엑스1호점 입점

- 글로벌 라뜰리에 로드 시작

- 면세점 : 롯데, 신세계, 두타 입점

- 방탄소년단 콜라보 팩트 (VT X BTS PACT) 출시

- 2018 홍콩 코스모프로프 참가

- 오사카, 도쿄 팝업스토어 오픈

- 시코르 : 강남, 부산 센텀, 고양, 광주 입점

- VT JAPAN 지사 설립

- 브이티코스메틱 브랜딩 영상 오픈

- Sephora Paris Champs Elysées 플래그십 스토어 입점

- 왓슨스 : 전국 매장 입점

- VT 말레이시아 Play up advance 입점

- 방탄소년단 콜라보 라인업 59 SKU 출시 (VT X BTS LINE UP)

- VTXBTS 2nd EDITION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 부츠 : 고속 터미널, 센텀, 하남 스타필드, 명동, 고양 입점

- VT THAILAND 지사 설립

- BT21 라인업 출시

- 공식 SNS 채널 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워 달성

- 쇼룸 : 스타 강남점, 목포 남악점, 순천 조례점, 순천 중앙점,

- 브이티코스메틱 사명 변경

- LG생활건강 - VTXBTS 국내 독점 유통 계약

- ROY6 라인업 출시, 완판 기록

- 방탄소년단 콜라보 점보 칫솔 키트 ( VT X BTS JUMBO KIT) 출시

- 방탄소년단 콜라보 스페셜 에디션 출시

- 방탄소년단 콜라보 핸드 컬렉션

전주 효자점, 광주 아름다운 컨벤션점 오픈
- 제주 펜션 : 한동 이스케이프, 하가 이스케이프 오픈

- 일본 VT 신오쿠보점 개점
- 일본 크리마레 매장 입점 (후쿠오카 / 나고야 /신주쿠 /우메다)

(VT X BTS THE SWEET SPECIAL EDITION SET)

  매출액 600억 돌파

(VTXBTS L’Atelier des Subtils SIGNATURE HAND COLLECTION 출시)

- 클라우드 라펜티와 중화권 진출 MOU 계약 체결
- 2019 광군제(光棍節) 100억 매출액 달성
- 2019 홍콩 코스모프로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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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Model History

COLLAB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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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1

2017 첫번째 콜라보레이션

VTXBTS COLLAGEN PACT
바르는 순간 채워지는 콜라겐 파운데이션과 에센스의 황금 비율
BTS 브로마이드와 퍼프에 멤버들의 친필을 담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제품

VTXBTS JUMBO KIT
친환경 소재 점보칫솔의 부드러운 사용감과, 알싸한 박하향 치약의 개운함
BTS 개인 포토카드 내장으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제품

VTXBTS COLLAGEN PACT LINE SKU l 4종
VTXBTS JUMBO KIT LINE SKU l 2종

Collaboration Project 02

Collaboration Project 02

2018 EDITION ‘가장 빛나는 당신의 순간’

BORN NATURAL
풍부한 수분과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으로
생기 있게 가꾸어 주는 수분 에이징 케어 기초 라인
GLORIOUS GLORIA
편안함 밀착감과 우수한 사용감으로 메이크업 단계를 줄여주는
베이직 메이크업 라인
SUPER TEMPTING
초밀착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흔들림 없이 오랜 시간 유지시켜주는
VT의 노하우로 완성된 대규모 컬러 메이크업 라인

LINE SKU l 59종
MAIN PRODUCT LINE l VTXBTS Gloria Powerdation / Gloria Lip Color B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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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3

2018 VT X BTS The Sweet Special Edition Set

VT X BTS의 4번째 COLLABORATION
하늘에 수 놓아진 별자리를 제품 패키지에 아름답게 담아
VT만의 SPECIAL EDITION으로 탄생
특별한 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특별한 선물
BTS 7명의 별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별자리로 제품 패키지 연출
제품 가운데에 있는 VT X BTS가 별 (별자리) 이라는 의미
높은 커버력의 촉촉한 고수분 쿠션 파운데이션과
강력한 발색력과 착색력을 가진 2가지 컬러의 틴트로 구성된 퀵 메이크업 세트

LINE SKU l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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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4

2019 2nd EDITION
가장 빛나는 당신의 순간에 컬러를 더하다

BORN NATURAL
풍부한 수분화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황산화 성분으로
생기 있게 가꾸어 주는 수분 에이징 케어 기초 라인
STAY IT
고급스러운 핑크 골드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과
생생한 컬러를 코팅한 듯, 첫 발색 그대로 지속되는 메이크업 라인

LINE SKU l 2종

MAIN PRODUCT LINE l VTXBTS STAY IT HALF N HALF TINT

Collaboration Project 05 22 / 23

Collaboration Project 05

2019 L'ATELIER PERFUME

SPOTLIGHT YOURSELF L'ATELIER
Dior · fresh · Diptyque 조향사 F.BURTIN 과의 협업을 통해
Made in France 향료, 디자인, 패키지, 마케팅 기획 진행
SCENT MAP을 기준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7가지 노트 선정
Soft Floral / Fruity / Green / Water / Citrus / Woods / Oriental
BTS 멤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감각적인 향으로 표현한 7가지 PERFUME 출시

LINE SKU l 7종

Collaboration Project 06 24 / 25

Collaboration Project 06

2019 L'ATELIER Signature Hand Collection

SPOTLIGHT YOURSELF L'ATELIER
Dior · fresh · Diptyque 조향사 F.BURTIN 과의 협업을 통해
Made in France 향료, 디자인, 패키지, 마케팅 기획 진행
L'ATELIER PERFUME 과 동일한 향으로 BTS멤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감각적인 향으로
표현한 7가지 Hand Collection 출시

LINE SKU l 7종

POP-UP STORE PROPOSAL 26 / 27

POP-UP STORE PROPOSAL

Korea LOTTE Dep. Jamsil Branch

Japan Osaka

2019.05.30-2019.06.09

2019.05.30-2019.06.09

Korea LOTTE Dep. Centum City Branch
2019.06.13-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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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7

우주스타 BT21 과 VT의 만남

WHO IS BT21?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밀레니얼 캐릭터

BT21 MAKE UP COLOR LINE
우주스타 BT21 캐릭터 컨셉을 반영한 패키지로 높은 소장 가치와
베이스부터 립&아이 메이크업까지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대규모 색조 메이크업 라인업

LINE SKU l 47종
MAIN PRODUCT LINE l BT21 REAL WEAR SATIN CUSHION / BT21 LIP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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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8

우주스타 BT21 과 VT의 만남

WHO IS BT21?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방탄소년단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된 밀레니얼 캐릭터

BT21 MAKE UP COLOR LINE
우주스타 BT21 캐릭터 컨셉을 반영한 패키지로 높은 소장 가치와
베이스부터 립&아이 메이크업까지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컬러로 구성된 대규모 색조 메이크업 라인업

LINE SKU l 26종
MAIN PRODUCT LINE l BT21 ART IN LIP TINT / BT21 ART IN EY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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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Project 09

ROY6와 VT 가 함께하는 진정여행

WHO IS BT21?
LINE FRIENDS CREATOR의 BT21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
중국 TFBOYS의 멤버 ROYWANG(王源) 과 콜라보레이션하여 탄생된 캐릭터 라인업
ROY6 SKIN CARE LINE
따뜻한 느낌의 ROY6 캐릭터를 반영한 개성 넘치는 패키지와
진정효과가 뛰어난 VT CICA 스페셜케어 라인업

LINE SKU l 6종
MAIN PRODUCT LINE l ROY6 PRO-CICA MASK / CICA SLEEPING MASK

MAIN PRODUCT

Main Product 01 36 / 37

Main Product 01

VT CICA LINE

청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식물 타이거 허브 ‘병풀’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연고의 원료로
마다가스카르 섬 원주민들은 이 허브를 통해 트러블 없이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효능이 뛰어난 마다가스카르 청정 지역의 ‘병풀’을 핵심 원료로 ‘CICA LINE’ 출시

CICA 料 [ liao ] 시카리오
민감한 피부에 필요한 진정/수분 장벽 강화를 위한 병풀 추출물,
4가지 핵심 성분인 센텔라 4X 콤플렉스, 그린프로폴리스를 더해
가장 안전한 EWG 그린 등급의 VT 시카 독자 레시피입니다.

LINE SKU l 35 종
MAIN PRODUCT l VT CICA REDNESS MOISTURE COVER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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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roduct 01

피부 진정 케어 독자 성분인 시카리오™가 함유되어 지치고 여린 피부의 진정과 피부 장벽 강화를 도와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VT의 스킨케어 대표 라인업

VT CICA
MILD FOAM CLEANSER

VT CICA
SKIN

VT CICA
EMULSION

VT CICA
CREAM

VT PRO CICA
MASK PACK

VT CICA
TONE-UP MASK

VT CICA
MOISTURE MASK

VT CICA
NUTRITION MASK

모공 속 노폐물을 흡착하는
대용량 클렌저

촉촉한 수분감을
더해주는 워터풀 스킨

피부 보습을 완성하는
수딩 에멀전

피부를 촉촉하게
달래주는 수딩 크림

순하고 부드러운
집중 리프레쉬 케어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에 생기 레시피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수분 레시피

윤기 잃고 푸석한
피부에 영양 레시피

(300ml)

(200ml)

(200ml)

(50ml)

(28g*6ea)

(28g*6ea)

(28g*6ea)

(28g*6ea)

VT CICA
DOUBLE MIST

VT CICA
HYDRATION ESSENCE

VT
SPOT PATCH

VT CICA
MICRO PATCH KIT

VT CICA
MASK PACK

VT CICA
SLEEPING MASK

VT CICA
3STEP MASK

VT CICA
CAPSULE MASK

보습층과 그린 에센셜층의
더블 레이어링

마르지 않는
촉촉한 에너지

피부 트러블 부위를 케어,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피부 고민 진정 케어

시카 센텔라 밤 성분
(25g*10ea)

잠든 사이 생기 에너지 충전을
돕는 마스크

3단계 스페셜 케어

(0.7g*6ea, 7mg*6patches)

(STEP1 1.5g + STEP2 25g + STEP3 1.5g)

지친 피부를 맑고 생기 있게
워시 오프 크림 마스크

(120ml)

(50ml)

(12ea, 48ea)

(4ml*30ea)

(7.5g*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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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CICA
DAILY SOOTHING MASK

VT CICA
SUN SPRAY

VT CICA
ESSENCE SUN

VT CICA
NATURAL EYE GEL PATCH

VT PRO CICA
LIQUID FOUNDATION GLOW

VT PRO CICA
LIQUID FOUNDATION SLIM FIT

VT CICA
REDNESS SPOT CONCEALER

하루 한 장, 간편하게
뽑아 쓰는 수딩 마스크

자외선 차단 효과와
민감 피부 진정

촉촉하고 산뜻한
수분 선 에센스

눈가 활력 제공,
화사하고 탄탄한 피부

매끈하고 촉촉한 메이크업 연출,
글로우 텍스처 파운데이션

매끈한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
슬림 핏 텍스처 파운데이션

커버 및 진정
듀얼 케어 컨실러

(30ea)

(90ml, 150ml)

(60ml)

(87g*60ea)

(30ml)

(30ml)

(5.5g)

VT CICA MILD
CLEANSING WATER

VT CICA MILD
CLEANSING TISSUE

VT CICA
SMOOTHER

VT CICA
MOISTURE MIST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클렌징

쉽고 빠르게 짙은
메이크업 및 노폐물 클렌징

수분을 보충,
생기있는 피부 연출

보습 케어, 청량한 수분감 전달

(50ea)

(300ml)

(500ml)

(60ml, 250ml)

VT CICA
REDNESS COVER
CUSHION

VT CICA
REDNESS MOISTURE
COVER CUSHION

진정+커버+보호
3-STEP 쿠션

건조&민감 피부를 위한
4-CARE 쿠션

(14g+14g)

(14g+14g)

VT CICA
REDNESS COVER
CUSHION SPECIAL
CRISTAL EDITION
진정+커버+보호
3-STEP 쿠션
(14g+14g)

VT CICA
REDNESS MOISTURE
COVER CUSHION
SPECIAL CRISTAL
EDITION
건조&민감 피부를 위한
4-CARE 쿠션
(14g+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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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유명 팔로워 300만 이상의 샤오홍슈 파워셀러 및 연예인 PPL 진행을 통한
VT코스메틱 CICA 라인업 인지도 및 판매량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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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Real Collagen Pact

고농축 콜라겐을 담은 세계 최초 마블 밤 형태의 독점 제형으로
색조 제품에는 낯설었던 ‘콜라겐’ 성분을 담은 팩트 출시

쫀존한 콜라겐 앰플이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로 연출

Real · Berry · Black · Blue 라인 별 콤플렉스 차이를 두어
피부 타입,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Collagen Pact
VT Cosmetics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누적 판매 수량 1,100,000 개 돌파

LINE SKU l 5종
MAIN PRODUCT l VT REAL COLLAGEN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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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Gentle Flavor Classic

“ 미묘한 향의 차이가 그 날의 기분을 좌우한다 ” 라는 컨셉으로
덴탈 컨디션에 맞게 다양한 향을 베리에이션할 수 있도록
7가지 화학성분 無첨가 無 파라벤 안심 치약

유기농 인증으로 천연유래성분이 함유되어 입 안을 오랫동안 상쾌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인공 합성 감미제 대신 EWG 1등급에 해당하는
효소처리스테비아 함유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VT 덴탈 케어 라인

LINE SKU l 34종
MAIN PRODUCT LINE l VT Gentle Flavor Classic - Jasmine Mint

MARKETING
STRATEGY

Marketing Strategy 01, 02

Marketing Strategy 01

Marketing Strategy 02

SNS 마케팅에 최적화된

CASE 01

유기적인 내부 시스템

Follower 110만명

목적

콘텐츠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중요해진 SNS 채널 위주의 환경에 맞추어

V T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l 110만 명

부서 간의 유기적인 ONE STEP 시스템 장착

V T 공식 트위터 팔로워 l 25만 명
V T 공식 페이스북 팔로워 l 10만 명

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즈널 이슈에 적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VIRAL 유도

결과

자사 콘텐츠 축적 및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VIRAL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산

V T 공식 유튜브 구독자 l 9만 명

Follower 약 154만명 보유
VT COSMETICS의 자체 SNS 운영을 통한 브랜드 VIRAL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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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trategy 03, 04

Marketing Strategy 03

Marketing Strategy 04

CASE 02
Snackable Contents

CASE 03

1 만명의 인플루언서 보유

전문 리서치 및 데이터 센터를 통해 소셜 마케팅 트렌드 중심에 있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VT 블랙 콜라겐 팩트 영상

파워 인스타그래머 / 유튜버 / 파워 블로거 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직접 관리를 통해

온라인 內 이슈였던 뷰르가즘 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여 별도의 광고 매체 집행 없이

타 브랜드 대비 빠른 제품 바이럴 가능

자발적인 VIRAL 확산으로 1,046,437회 조회수 기록
유튜버 . 인스타그래머 l 5,000명
VT 콜라겐 팩트 4종 비교 영상
소비자들의 구매 가이드를 위한, 색상 / 커버력 / 방수력 등의 테스트 영상으로
별도의 광고 매체 집행 없이 887,900회 조회수 기록

파워 블로거 l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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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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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trategy 01

Distribution Strategy 02

K-Beauty · K-Pop 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있는 국가 내 거점 지역 대상 입점을 통한 판매 붐업 효과

K-Beauty · K-Pop 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있는 국가 내 거점 지역 대상 입점을 통한 판매 붐업 효과

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식 매장 및 POP-UP Store 오픈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 글로벌 판매 촉진

공식 매장 외 POP-UP Store 오픈을 통한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 강화

VT SHOWROOM

DUTY FREE

행복한 백화점(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서울)

남악점(목포)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서울)

광주상무지점(광주)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인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서울)

DRUG STORE

롯데면세점 제주점(제주)

올리브영 / 랄라블라

롯데면세점 소공점(서울)

대한민국
VT코스메틱 본사

롭스 / 시코르

신라면세점 서울점(서울)

부츠 / 온앤더뷰티 / 눙크

온라인면세점 HDC(서울)

VT ONLINE

VT IN JEJU

부산면세점 용두산점(부산)

본사몰

토스카나 SPA(제주)

DEPARTMENT STORE

스토어팜

하도 이스케이프(제주)

신세계 경기점(경기)

롯데/신세계

한동 이스케이프(제주)

신세계 충청점(충청)

CJ/GS/LOTTE

하가 이스케이프(제주)

명동점 (서울)

두산타워 면세점(서울)

Korea
United States
센츄리시티몰
밸리페어몰

Malaysia

이세탄 백화점
가든몰

리틀도쿄 마켓 플레이스

China

Singapore

습니다창고

프라자

Hong Kong

Vietnam

샤샤

호치민 1호점
호치민 2호점

Philippines

Japan

로빈슨 플레이스

돈키호테 신주쿠

글로리에따

크리마레 신주쿠
크리마레 나고야

Myanmar
양곤

크리마레 오사카
크리마레 루쿠아몰
크리마레 후쿠오카
후쿠오카
신주쿠
시부야

Contact Us

WEB

http://www.vt-cosmetics.com

TEL

02-508-3785

FAX

02-508-3786

OFFICE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6길 23 VT Cosmetics 대치 사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7 VT Cosmetics 신사 사옥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누리로 20

PROPOSAL

국내 제휴 제안
yoonsungmin@vt-cosmetics.com
해외 제휴
jakim2@vt-cosmetics.com
마케팅 제휴
kimkyubong@vt-cosmetics.com
parksukhyun@vt-cosmetic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