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EAUTY ICON

BRAN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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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STORY

브이티 스토리
VT Story
브이티코스메틱은 창립부터 ‘본연의 아름다움을 키우자’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탁월한 도전정신으로 브이티코스메틱을 대한민국 K-뷰티(Korean Beauty)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브이티코스메틱은 K-뷰티가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주목하는 뷰티의 지향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VT COSMETICS BRANDBOOK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에게 K-뷰티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이티코스메틱의 임직원들은 고객의 삶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꿈’을 목표로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감동(Customer Surprise)을 통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K-BEAUTY
한국 메이크업 트렌드

CUSTOMER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서비스

고객만족

삶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꿈
NATURAL BEAUTY
본연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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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RPRISE
고객감동

브이티
코스메틱의
소명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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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IDENTITY

브이티 아이덴티티
VT Identity
밝은 미소를 가진 얼굴 이미지의 ‘V’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 ‘T’가 만나 이루어진 CI입니다.
인체의 조화를 이루는 대칭적인 아름다움, 예술과 과학 등 다채로운 의미가 만나 ‘새로움’을 만드는 컨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VT는 K-뷰티 Icon으로써 트렌디한 감성과 창의적인 제품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 VT를 만나는 모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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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ype
Horizontal

Stacked

Minimum Size

Old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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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WELFARE

브이티 직원복지
VT Welfare
브이티코스메틱은 직원들의 일터에 대한 만족감이 기업의 무한 성장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구성원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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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희망찬 꿈이 가득한 일터를 만드는 밑바탕이자 기업의 혁신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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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및 관계사
제품 할인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일
조기 퇴근

경조 휴가 및
경조금 지원

생일 축하선물
지급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시 30분 퇴근

점심식사
법인카드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사업 지원

분기별
제품 지원

팀 회식비
지원

설, 추석
명절선물 지급

매주 새로운 간식
스낵바 운영

태아검진
1일 유급 휴가

가족 친화
우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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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PRINCIPLES & MISSION

브이티 원칙 & 미션
VT Principles & Mission
VT는 K-뷰티 Icon으로써 트렌디한 감성과 창의적인 제품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 VT를 만나는 모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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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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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신속성

창의성

즐거움

Communication

Speed

Creativity

Pleasure

고객과 시장,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판단 및 의사결정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모든 구성원과 고객, 파트너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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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GLOBAL

브이티 글로벌
VT Global
브이티코스메틱은 2016년 중국 수출액 100억 돌파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K-뷰티 수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위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거점 시장인 일본에서는 일본의 거대 온라인 쇼핑몰 큐텐재팬(Qoo10 Japan)의 메가와리(메가할인)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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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가 전 카테고리를 통틀어 종합 판매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중국 뷰티 시장에서는 철저한 현지 소비자에 대한 분석 전략을 통해,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티몰이 주관하는
'티몰 글로벌 2021 글로벌 파트너 서밋'에서 '1억 RMB 클럽상'(100 million Club)을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브이티코스메틱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수 인증 제도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을 획득하는 등 K-뷰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 기업으로써
글로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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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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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GLOBAL

EUROPE

NORTH
AMERICA

ASIA

VT COSMETICS BRANDBOOK

2017-2021년도 VT 매출 성장

3

(단위 : 억원)

*

1036

배 성장

AFRICA

전년 매출

상승 매출

745
727

SOUTH
AMERICA

691

AUSTRALIA

26

310

국가 수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미국, 캐나다, 칠레,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노르웨이, 헝가리, 독일, 영국,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상목표 추정치)

*17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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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HISTORY

브이티의 역사
VT History
고객의 아름다운 건강함과 삶의 행복을 만들어 온 VT의 지난 히스토리를 소개합니다.

VT COSMETICS BRANDBOOK

2016

2010

2018

VT BRAND 런칭

시카히알론 라인 런칭,

영양 라인 프로그로스 (PROGLOSS) 런칭

기업부설 디자인 연구소 인정

방탄소년단 콜라보 라인업 출시

수분 라인 슈퍼히알론 (SUPER HYALON) 런칭

매출액 300억 돌파

(VT X BTS Line Up)

2017

곤센 설립

방탄소년단 광고모델 및
콜라보 제품 계약

*대표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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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2021

VT X BTS 2nd EDITION 2019

일본 큐텐(Qoo10) 메가할인종합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뷰티 카테고리 판매 1위 2년 연속 달성

모회사 GMP와 합병, 브이티지엠피 사명 변경

울산현대축구단 공식스폰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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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CERTIFICATION

브이티 활동 & 인증
VT Activity & Certification

Official Sponsor

Derma Test

Influential Brand

Eve Vegan

울산현대축구단
공식스폰서 계약체결

독일 더마테스트 인증
(화장품 안전성 획득)

유럽화장품인증 CPNP 인증
(시카 라인 11종류 인증)

프랑스 비건 화장품 인증
(시카 싱글오리진 에센스 100)

100 million Club

@cosme

Qoo10

Best Family Friendly

티몰 글로벌 2021 글로벌 파트너 서밋

일본 뷰티 플랫폼 앳코스메
시트마스크 부분 1위 달성

일본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Best Seller 달성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우수 기업

브이티코스메틱은 모든 측면에서 최고를 달성함으로써

VT COSMETICS BRANDBOOK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억 RMB 클럽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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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은 줄이고
케어는 더 강력하게
민감해지고 지친 피부를 구원해줄
그린 에너지

LINE 1

CICAHY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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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
CICA HYALON

CENTELLA ASIATICA
예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섬 주민들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민간 약재로
알려진 병풀추출물, 그 중에서도 특히 효능이 뛰어나다는
아프리카 청정 지역의 원료를 사용

VT COSMETICS BRANDBOOK

병풀을 함유한 VT 독자 복합 성분의 힘 !

CICA
HYALON
CICALIAO

원물에서 추출한 성분과 고형분의 파우더가
혼합된 피부 집중 케어 효능 성분

TM
CICAHYALON TM
건조하고 여린 피부의 진정을 위한 시카리오와
수분 장벽 강화를 돕는 3중 히아루론산이 더해진 시카 히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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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종
MAIN PRODUCT l VT CICA REDNESS MOISTURE COVER CU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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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LINE 1
CICA HY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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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 DAILY
SOOTHING MASK
하루 한 장, 간편하게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간편함
#집중진정케어
바쁜 아침, 저녁 시간에 쉽고 빠르게 지치고 메마른 피부에
퀵 수분케어 하루에 한장씩 톡 !
뽑아쓰는 데일리 스페셜 마스크

SKIN TYPE l 민감성 및 모든 피부
SCENT l 시카 알러젠 프리향 TEXTURE l 투명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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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g, 30ea 22,000원

1
2
3

귀차니즘 없이 간편하게 퀵 진정 마스크
한 장씩 뽑아 사용하는 티슈 타입으로 바쁜 아침, 저녁 시간에
쉽고 빠르게 피부에 수분 및 진정 케어
메마른 피부에 순한 수분 & 진정 케어
건조하여 메마른 피부에 수분 및 진정케어로 거친 피부 결
정돈을 돕는 워터 제형이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 케어
얼굴에 착 붙 투명한 누드씰 원단
0.25mm의 얇은 두께의 원단으로 피부에 편안하게 부착되며
실크 같은 부드러움으로 피부 수분 및 진정 케어

LINE 1
CICA HY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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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 CARE
SPOT PATCH
톡 붙이는 감쪽 커버
시카 케어 스팟 패치
#상처보호
#생활방수패치
스팟 케어가 필요할 때! 삼출물 흡수를 돕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사용으로 올라온 국소 부위에
손 대지 않고 톡 붙이는 감쪽 커버 스팟 패치

SKIN TYPE l 모든 피부
SCENT l 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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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l 하이콜로이드 원단

12ea I 3,000원

1
2
3

48ea I 5,900원

삼출물 흡수를 돕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상처에서 분비되는 삼출물 흡수를 돕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 사용으로 오염물질로부터 상처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
얇은 테두리로 강한 밀착 바벨링 공법 적용
바깥 테두리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바벨링 공법이 적용되어
뛰어난 밀착력과 눈에 띄지 않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물과 땀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생활 방수 기능
강한 밀착력으로 세수, 수영, 메이크업 등 물이나 땀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생활 방수 효과로 덧나지 않게 케어해주는 스팟 패치

LINE 1
CICA HYALON

VT COSMETICS BRANDBOOK

CICA CARE
CICA CREAM
피부 기초체력 강화
시카 크림
#베스트템
#산뜻진정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수분을 전달하고
흐트러진 유·수분 밸런스 케어로
편안한 피부 보습을 완성하는 시카 크림

SKIN TYPE l 민감 피부
SCENT l 시카 알러젠 프리향 TEXTURE l 젤 크림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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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28,000원

1
2
3

피부 적신호로부터 편안하게 수딩 케어 완성
시카 3-CARE 진정 + 보습 + 수분 장벽 강화로 연약한 피부의
체력을 높여주고 건강한 피부로 완성하는 릴리프 시카 크림
톡 터지는 풍부한 수분감으로 깊은 보습막 형성
젤 크림 타입으로 보습막을 겹겹이 쌓아 올려 건조할 틈 없이
가벼우면서 지속력 있는 보습을 완성하는 레이어링 수분 시스템
번들거림, 끈적임 없는 유, 수분 밸런스 크림
묵직하고 끈끈한 크림이 아닌 산뜻하지만 깊이감 있게 흡수되어
번들거림 없이 피부 속까지 편안한 유·수분 밸런스 케어

화장품답게
화장품과는 다르게
주어진 한계를 거부하고
선을 넘은 수분

LINE 2

SUPER HY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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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
SUPER HYALON

VT COSMETICS BRANDBOOK

화장품답게 화장품과는 다르게 !

SUPER
HYALON
G:H8
TM

G:H8 TM
히알루론산을 부스팅하는 감마-PGA와 8가지
복합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블루 솔루션

TEXTURE
8종 히알루론산이 더해져 수분을 차곡차곡 레이어링하며
금방 마르지 않도록 보습막을 형성하여
산뜻하고 깨끗하게피부 유수분 밸런스

HIP
베이직부터 스페셜까지, 뻔하지만 뻔하지않게
남녀노소 모두가 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슈퍼 노멀 제품으로
차고 넘치는 화장품 홍수 속, 주어진 한계를 거부하고
화장품답지만 화장품과는 다른 새로운 K-뷰티를 제시합니다.
LINE SKU l 18종
MAIN PRODUCT l VT SUPER HYALON ALL IN ONE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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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은 힙한 아이덴티티

LINE 2
SUPER HYALON

VT COSMETICS BRANDBOOK

SUPER HYALON
ALL IN ONE ESSENCE
수분과 보습에 올인
올인원 에센스
#진정&수분 이거 하나로 끝!
#면도후필수템
핸드메이드 보습 캡슐이 함유된 산뜻한 푸른 젤 크림으로
번거롭고 까다로운 스킨케어를
한 번에 끝내주는 슈퍼 히알론 올인원 젤 에센스  

SKIN TYPE l 민감성 및 모든 피부
SCENT l 슈퍼히알론 공통향 TEXTURE l 반투명 푸른 빛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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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l 26,000원

1
2
3

귀차니즘 타파! 토탈케어 올인원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하나로 담아 번거롭고 어려운 스킨케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피부 케어
리포좀 핸드메이드 캡슐 함유로 더블 보습케어 완성
유효성분을 리포좀화한 캡슐이 함유되어 보습을 극대화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는 유 . 수분 밸런스 케어 완성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피부 코팅
피부 깊이 꽉 찬 보습을 전달하고 산뜻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으로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올인원

LINE 2
SUPER HYALON

VT COSMETICS BRANDBOOK

SUPER HYALON
CAPSULE MASK
청량한 보습 에너지
슈퍼 히알론 캡슐 마스크
#피지제거
#수분톤피부
피지 케어 및 수분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분 클레이 제형으로 피부 결 정돈을 돕고 청량한
보습 에너지로 생기를 부여하는 워시오프 마스크

SKIN TYPE l 민감성 및 모든 피부
SCENT l 슈퍼히알론 공통향 TEXTURE l 푸른색 젤크림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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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g*10ea 25,000원

1
2
3

피지 케어를 돕고 촉촉한 수분감을 남기는 수분 클레이
크림 클레이 제형이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발리며 피지를 케어하는
동시에 세안 후에는 보습감을 남겨주는 수분 워시오프 마스크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의 수분 컨디션 UP
거칠어지고 메마른 피부에 G:H8TM 및 슈도알테로모나스
발효 추출물,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부족한 수분 전달
피부 밸런스 케어를 도와 매끄럽게 피부 결 완성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부드럽게 정돈하고 피부 밸런스
케어로 매끈 피부 결 연출

LINE 2
SUPER HYALON

VT COSMETICS BRANDBOOK

SUPER HYALON
CREAM
차곡 차곡 수분 레이어링
슈퍼 히알론 크림
#수분레이어링
#수분집중케어
청량한 수분을 전달하고 보습 캡슐이
영양을 채워주어 편안하고 생기 가득한 피부로
가꿔주는 수분 캡슐 크림

SKIN TYPE l 민감성 및 모든 피부
SCENT l 슈퍼히알론 공통향 TEXTURE l 푸른색 클레이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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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l 26,000원

1
2
3

바싹 마른 피부에 꽉 찬 영양감의 푸른빛 보습 캡슐
보습감과 영양감이 가득한 푸른빛 캡슐이 수분이 부족하여
메마른 피부에 깊고 진한 보습 영양감을 채워 피부 갈증 해소
가벼운 젤 크림 포뮬러로 시원한 수분 전달
수분을 가득 머금은 가벼운 젤 크림 포뮬러가 피부에 사르륵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시원한 수분 에너지를 전달
수분과 영양 레이어링으로 유,수분 피부 밸런스 케어
보습 캡슐로 영양감을 차곡차곡 쌓아주어 피부 컨디션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가꿔주는 수분 캡슐 크림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골드
힘 잃은 피부에
어린 광채 빛

LINE 3

PROGLOSS
20

LINE 3
PROGLOSS

GOLD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장 고귀한 성분 골드
한의학에서 증명된 해독효과 및 두드러기,

VT COSMETICS BRANDBOOK

고농축 트리플 광채 빛을 선사하다 !

GOLD
HONEYBENONE

염증성 피부에 사용하는 리얼 골드 성분

HONEY

TM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 꿀,
지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슈퍼 푸드 꿀
5가지 당류, 17종 아미노산, 10종 비타민이 함유되어
우수한 항염 효과 + 보습 효과에 도움

여겨지는골 드성분이 해독작용 및 피부 활성화 작용

IDEBENONE

골드+이데베논+꿀 3가지 성분의 골드 허니-베논이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 보호 및 항노화에 효과적인

보습 영양 . 윤기 부스팅 효과를 전달합니다.

안티에이징 성분 이데베논
현존하는 비타민C의 4배, 코엔자임 Q10의 10배 이상

LINE SKU l 6종
MAIN PRODUCT l VT PROGLOSS MASK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미국 피부 학회가 최고 등급으로 인정한
항산화제로 자연 노화 +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예방하고
피부 보호 & 영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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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
PROGLOSS

VT COSMETICS BRANDBOOK

PROGLOSS
MASK
촘촘한 보습 영양막
프로그로스 마스크
#꿀광보습
#금빛광채
쫀쫀한 영양감을 품은 앰플 제형이 고농축 영양 및
보습 에너지를 전달하며 광채 피부로 가꿔주는
프로그로스 마스크

SKIN TYPE l 건성 피부
SCENT l 프로그로스 향 TEXTURE l 점도 높은 앰플 제형

28gx6ea 24,000원

1
2
3

집중 영양 스페셜 케어를 돕는, 고농축 영양 앰플 마스크
쫀쫀한 꿀 영양이 깊이 있게 스며들고 영양 보습막을
도톰하게 형성하여 쉽게 마르지 않는 윤광 피부 연출
들뜸 없이 얼굴에 초 밀착, 내추럴 씰 원단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과 우수한 에센스 흡습성으로 피부에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
깊이감이 다른 영양 케어, 꿀 광채 빛 피부 연출
골드 허니-베논™ l 고농축 영양 및 보습 공급, 광채 케어
프로폴리스 추출물 l 보습 및 영양 공급
로얄젤리 추출물 l 피부 영양 공급
비폴렌 추출물 l 피부 컨디셔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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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
PROGLOSS

VT COSMETICS BRANDBOOK

PROGLOSS
GOLD CAPSULE MASK
각질 케어와 보습을 한번에
프로그로스 캡슐 마스크
#광채영양마스크
#각질케어보습
도톰하고 쫀쫀한 크림 캡슐 마스크 제형이
영양 보습 에너지를 전달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매끈한 피부 결로 가꿔주는 골드 워시오프 마스크

SKIN TYPE l 건성 피부
SCENT l 프로그로스 향 TEXTURE l 금펄을 함유한 크림 제형

5gx10ea 28,000원

1
2
3

거칠어진 피부에, 매끈한 영양 광채를 선사
거친 피부를 위한 꿀 광 영양 팩으로 영양 보습 케어와
마일드한 각질 정돈을 도와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 결 완성
리얼 골드가 함유된 도톰한 골드 젤 크림 마스크
젤 크림 제형에 리얼 골드가 함유되어 쫀쫀한 영양감을
전달하며 활력 있고 생기 있는 피부 연출
깊이감이 다른 영양 케어, 꿀 광채 빛 피부 연출
골드 허니-베논™ l 고농축 영양 및 보습 공급, 광채 케어
프로폴리스 추출물 l 보습 및 영양 공급
로얄젤리 추출물 l 피부 영양 공급
글루코노락톤 l PHA 성분으로 매끈 각질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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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
PROGLOSS

VT COSMETICS BRANDBOOK

PROGLOSS
FOAM CLEANSER
잔여감 없이 깨끗하게
프로그로스 폼 클렌저
#꿀보습세안
#쫀득버블
조밀하고 풍성한 버블이 피부에 닿아 마일드한 클렌징을
도와주며 세안 후에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 결로 케어해주는 폼 클렌저

SKIN TYPE l 건성 피부
SCENT l 프로그로스 향 TEXTURE l 크림 폼 제형

300ml 15,000원

1
2
3

쿠션 거품으로 마일드 데일리 케어 클렌징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과 피지를 잔여감 없이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어 개운한 폼 클렌저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한 영양 보습 케어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과 호동씨오일을 함유하여 보습 & 영
양 케어를 돕고 당김 없이 촉촉하고 쫀쫀한 피부 결 케어 완성
빈틈 없는 영양 세안, 꿀 찬 보습 케어 클렌저
골드 허니-베논™ l 고농축 영양 및 보습 공급, 광채 케어
마 트리카리아꽃 추출물 l 각질 케어 및 윤기 부여
호동씨 오일 l 보습 공급
로얄젤리 추출물 l 생기 및 활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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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CONTACT

VT 브랜드 사이트
gb.vt-cosmetics.com

인스타그램 PICK
@vtcosmetics_pick

유튜브 공식 채널
https://url.kr/2ah4e9

VT 아카이브 사이트
vt-archive.com

인스타그램 TOON
@vtcosmetics_toon

유튜브 글로벌 채널
https://url.kr/4hrb2c

VT 코스메틱 공식사이트
vt-cosmetics.com

인스타그램 글로벌 계정
@vtcosmetics_global

CONTACT US
국내
해외

sales@vt-cosmetics.com
globalsales@vt-cosmetics.com

COMPANY SUMMARY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vtcosmetics_official

인스타그램 일본 계정
@vtcosmetics_japan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판매제품

VT Cosmetics
정철, 김양평
2014년 7월 22일
화장품, 구강용품, 퍼퓸, 위생용품, 미용 소품

사업장 주소 강남사무실 I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6길 23
광주사무실 I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누리로 2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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