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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로필	Company Profile

기업명 ㈜나우코스

홈페이지 www.nowcos.co.kr

설립일 2000년 03월 27일

대표자 노 향 선

사업자등록번호 130-81-69444

법인등록번호 121111-0074525

서울사무소 
(마케팅부문, 연구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지식산업센터 A동 1004호 
TEL 02-3482-1404     FAX 02-3482-1405

공장
본사·제1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0 
제2공장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아야목길 37 
TEL 044-862-2791     FAX 044-862-2795

직원수 151명

연구파트 기초제품 연구팀, 색조제품 연구팀, 품질관리팀

R&D 인력 
(생명과학연구소)

27명

본사·제1공장

제2공장

서울사무소

가산
디지
털단
지 7
호선

가
산
디
지
털
단
지
 1호
선

우림라이온스
밸리

에이스
테크노타워

10차

LG가산
디지털센터서울디지털

운동장

서울보증보험
구로지점
S&T중공업

STXV타워

마리오아울렛
1관

롯데팩토리
아울렛

5번 출구

에이스하이엔드
타워3차

뉴T캐슬

롯데캐슬
1동

디지
털3단

지사
거리

대륭포스트
타워6차

수출
의다
리

남천안IC

 고려산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

KTX경부선 /SRT수서고속철도

고등사거리

연기전의
일반산업단지

연기전의2
일반산업단지

대곡터널

광장
주유소

1번

국도

천
안
논
산
고
속
도
로

경부고속도로

◀   서
울
 방
면

대전 방면  ▶

공주
방면

▼
세종시
방면

▼

남천안IC

 고려산

세종첨단
일반산업단지

KTX경부선 /SRT수서고속철도

고등사거리

연기전의
일반산업단지

연기전의2
일반산업단지

대곡터널

광장
주유소

1번

국도

천
안
논
산
고
속
도
로

경부고속도로

◀   서
울
 방
면

대전 방면  ▶

공주
방면

▼
세종시
방면

▼

제2공장

제1공장

서울사무소



CEO	메시지	CEO Message

President and CEO      노	향	선	
Roh Hyang-seon

연혁	History

안녕하십니까? 나우코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나우코스는 화장품 전문 OEM/ODM기업으로 2000년 3월 설립 시기

부터 사훈을 정직, 창의, 협동으로 정하고 고객사와의 신뢰, 고객사의 요구를  

넘어서는 창의적 상품개발, 내적 협력뿐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력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나우코스는 고객사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얻어냈고, 이는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우코스는 Beauty Solution Partner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현재 함께하고 있는 우량 고객사의 공급품목수가 증가되고, 중국 

상해 공장과 연구소를 준공하면서 나우코스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최적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종시에 있는 나우코스 

제2공장의 준공과 과감한 신규설비 투자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등은 나우코스의 새로운 도약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획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토탈 제안이 가능하고 국내 및 중국 2,500SKU 

이상 R&D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단기간에 고객맞춤 제품 생산이 가능한  

나우코스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나우코스는 Beauty Solution Partner로 

Global OEM/ODM 전문기업으로 당당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나우코스는 글로벌화장품 OEM/ODM전문기업으로 고객과 함께 행복한  

회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고객사와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두를 위한 Beauty Solution Partner가 되고자 합니다. 

나우코스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맞춤 Beauty Solution으로 진정한 

성공 Partner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17
04  이란 뷰티&클린박람회 참가
05  상해 뷰티엑스포 참가
11  홍콩 코스모프로프 참가
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016
-  상전이복합체를 활용한 기능성 멜팅케이크업 화장품 개발
-  세종 제 2공장 증축     -  동물용의약품 KVGMP인증
04  테헤란 뷰티 박람회 참가
05  상해 뷰티 엑스포 참가
11  홍콩코스모프로프 참가

2000
03  ㈜나우코스 법인 설립
12  전의공장준공, 공장등록 

 화장품제조업허가 취득

2002
02  생명과학연구소 국가공인연구소 인증 

품질시스템인증서 취득 
(KSA 9001:2001/ISO 9001:2000)

2003
02  연구개발벤처기업 인증 

(제031522021-1-0040호)
04  수출기업화사업기업체 선정(충남)
07  유망중소기업선정우량기업선정

2004
12  색조공장 증축

2005	
03  신기술기업벤처기업 인증 
04  마스카라 전문TF발족
08  수출유망기업선정(중소기업청)

2006	
07  화장품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출원

2007
06  수출유망기업선정

2009
03  특판영업 신설

2010
05  상해화장품박람회 참가
07  소비자품평단시스템 도입
11  홍콩코스모프로프 참가

2011
03  충남 화장품협회 회장 취임
05  상해화장품박람회 참가
11  홍콩코스모프로프 참가

2012
08  연구소 서울이전 및 확장
10  무수화 자외선차단제품 개발 국내 최초
11  무방부제 화장품 개발완료

2015
03  상해 나우코스 오픈
04  테헤란뷰티박람회 참가
05  상해 뷰티엑스포 참가
11  홍콩코스모프로프 참가

2014
01  벤처기업인증획득 100%금연기업 선언
03  ISO 22716
04  CGMP
05  상해 뷰티엑스포 참가
11  홍콩코스모프로프 참가 / 세종시 기업인 대상 수상

2013
05  상해화장품박람회 참가 / 오송화장품박람회 참가
06  코스메도쿄2013 참가
07  생명과학연구소 확장



비전	&	핵심가치	Vision & Core Value

기업이념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통해  
‘창조 경영’을 지향합니다

최고의	제품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과 성공을 이끌어 냅니다

나우코스는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확실한	선택과	집중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Now	+	Cosmetic	NOWCOS
현재에 충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지향하는 화장품기업.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현재를 완성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세계시장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우코스는 “즉시 실행” “될 때까지” 정신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연구소와 마케팅팀의 협업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개발을 즉시 실행하고 될 때까지 철저한 품질 기준과 최고의 기술력인 나우코스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나우코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약속합니다

R&D
최고 수준의  
R&D 능력

관리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서비스
고객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기능



제품	소개	&	개발	안내	Product Introduction & Business Process

기초(스킨케어)	  화장수, 에멀전, 에센스, 크림, 클렌징, 팩류, 바디제품, 헤어제품

색조(메이크업)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BB/CC크림, 컨실러, 투웨이케익,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블러셔, 쉐이딩, 립스틱, 립글로즈, 마스카라, 헤어마스카라

기능성	  자외선차단 기능성, 미백기능성, 여드름기능성, 탈모완화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팩트	 	쿠션팩트, 매쉬팩트, 블러셔(메쉬, 쿠션)

팩류	  필오프팩, 마스크팩, 워시오프팩

쿼지드럭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제품	 	샴푸, 컨디셔너, 풋케어, 귀세정제, 탈취제, 보습미스트, 에센스

화장품	
OEM/ODM	

(기초/색조/바디)

기능성화장품	
전문연구개발	

(미백/주름/ 
자외선차단)

해외수출사업	
(제품/반제품 수출)

동물용		
의약(외)품

의약외품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충전/포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는  

수탁 생산 방식입니다.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상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관리 및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제조회사에서 

주도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적극적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개발	프로세스

최고의	OEM/ODM	컨설팅으로	고객과	함께합니다

고객의뢰 부자재	입고

상담 상담 생산 출고

ODM

OEM

개발	협의 개발	협의 컨셉	확정

생명과학연구소

상품기획

견본품	확정

생명과학연구소

디자인개발

판매관리

생산

제조포장

품질관리

납품

출하배송

물류관리

Flow



주요	고객	Main Clients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히트제품]	스킨케어	

김정문	알로에	
라센스	로에	큐어	플러스	크림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미백진고

쏘	네추럴		
센텔라스카	연고

엔비		
아토솔루션	퍼펙트	풀세트

메디큐브		
레드라인	기초	3종	세트(토너/세럼/크림)

토니모리	
토마톡스	매직	마사지	팩

카오리온	
프리미엄	블랙헤드	O2버블	머드팩

숨37도		
버블-디	마스크

미샤		
퍼펙트	립앤아이	리무버

쉬드엘		
피니쉬드	아크네	클리어	페이스	폼	클렌저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히트제품]	스킨케어	

페리페라		
펄리나잇	소녀	핸드크림(홀리데이	컬렉션)

CLIV		
액티브	리절런스	아이크림

CLIV		
블랙헤드	리무버	코팩

Colourmix		
Fresh	Nation	B5	Hydropower	Toner

Colourmix		
Fresh	Nation	Collagen	Complex	

Essence

Saranghae	
Pore	Refining	Charcoal	Mask

Colourmix		
All	In	One	Dramatic		
Multi	Purpose	Cream

Colourmix		
Fresh	Nation	B5	Hydropower	Cream

Colourmix		
Fresh	Nation	B5	Hydropower	

Complex	Essence

千纤草(HERBETTER)		
晶肤焕采素颜霜(Whitening	And	
Brightening	Pure	Skin	Cream)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히트제품]	메이크업&선케어

토니모리		
7days	타투	아이브로우

미샤		
더	스타일	3D	마스카라

미샤		
더	스타일	4D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리얼	헤어	메이크업	틴트	

페리페라		
페리스	틴트	워터

맥퀸	코리아		
세럼틴트

AHC		
인텐스	컨튜어	밤

CLIV		
맥스	히아루로닉	스템셀	비비크림

CLIV		
맥스	히아루로닉	UV	스템쎌	선블럭

셀린저		
라바	옐로우	프레쉬	선블록

梦妆(Mamonde)		
花妍水亮气垫腮红	

(High	Cover	Cushion	Blusher)

오띠		
오브제	디아트	텐션	팩트



CHD	메딕스		
닥터	미코클로딘	샴푸액	

CHD	메딕스		
에센스	팩	린스	

CHD	메딕스		
아로마	마일드	샴푸

더마독		
인텐샴푸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히트제품]	동물용의약(외)품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신제품]	스킨케어	

에이프릴	스킨		
리얼	카렌듈라	필	오프팩

리더스	코스메틱	
라보티카	트랜스포밍	리퀴드	호일	마스크

김정문알로에	
라센스로에	큐어	하이드라	수딩	토너

김정문알로에	
라센스로에	큐어	하이드라	수딩	에멀전

김정문알로에		
큐어	에센셜	크림

오띠		
플래티넘	아우리	라인

닥터원더		
칼라민	더마	토너

닥터원더		
칼라민	더마	크림

컬러그램		
틴트리무버

컬러그램		
립앤아이	리무버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셀트리온	
FIKA	핑크	톤업	팩트

포렌테라	
올데이	365	에어쿠션

한스킨	
커버백	쿠션

스위스퓨어		
새틴	커버	파우더	쿠션

포덤코스메슈티컬즈	
실키	알엑스	블레미쉬	밤

웨이크메이크	
철벽-프루프	볼륨마스카라

미샤		
팝-업카라	[롱롱팝],	[볼륨팝]

웨이크메이크	
철벽	아이라이너

오띠		
프로무드	립스틱	캐시미어	매트

오띠	
매직	카멜레오닉	컬러	루즈	틴트

[신제품]	메이크업



뉴앤히트	아이템	New&Hit Items

셀트리온	
위드피카	아쿠아	퍼펙트	선젤

다름인터네셔널	
월리	토마토	멜팅	선	스크린

비레머디스	
UV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저

미샤	
세이프	블록	에어리	선워터

미샤	
세이프	블록	에어리	톤업	선

[신제품]	선케어



연구소	소개	및	연구	분야		R&D Center Introdution / R&D Field

The	Sprit	of	Beauty	with	a	State	of		
the	Art	Technology
BT(Bio-Tech),	NT(Nano-Tech),	GT(Green-Tech),		
ET(Emotion-Tech)를	접목한	연구로	나우코스의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명과학연구소

시장의 TREND와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스킨 케어, 메이크업,  
헤어 케어, 향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과  
아크네폼, 탈모 방지 샴푸/토닉 등 의약외품 연구를 통해  
효능,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하면서도 고객의 감성을 채워주는  
신제형, 신소재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인	9개	카테고리에	역량	집중강화

동물용 
의약(외)품

슬리핑팩핸드크림클렌징제품

선제품립글로스 
/립밤

립스틱아이라이너마스카라



연구	성과	R&D Result

지속적인	특허	등록(9건)

정부과제의	실제	제품화	능력
리피드 캡슐레이션을 통한 난용성 유효성분 안정화 제형 개발

아미코스메틱 BRTC  
살몬필렉스볼륨아이크림

퓨어힐스 프로폴리스  
캡슐 인 슬리핑 팩

오띠 로얄 골드 뉴트리션  
캡슐 크림

휴메이저 베소네 안티  
옥시던트 캡슐크림

코스메랩 지나인 스킨 화이트 
밀크인캡슐 아이크림

•발관리 전용 화장료 조성물

•목욕용 마사지 전용 화장료 조성물

•스피루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을 위한 화장료 조성물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완화용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분말상의 화장료 조성물

•인열강도가 향상된 하이드로겔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수분지속성 젤형 화장료 조성물

•필오프 타입 착색 지속형 네일 팩 화장료 조성물

•리피드 캡슐 함유 화장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주요	생산품목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제2공장(2016년	6월	세종시	신규공장	준공)

공장	소개	Factory Introduction

회사명 ㈜나우코스 대표자 노 향 선 주소
제1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0
제2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아야목길 37

생산설비
호모믹서, 립스틱믹서, 헨셀믹서, 토너자동충전기, 크림자동충전기, 대용량 자동충전기, 마스카라 자동충전기, 스월충전기, 립스틱 자동충전기,  
형상파우치 충전기, 튜브실링기, 마스크팩 자동충전기, 고온자동충전기, 피스톤수동충전기, 2-Base 리무버 자동충전기, 타정기 등

생산품목
기초화장품류(스킨, 토너, 로션, 크림 등), 색조화장품류(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틴트, 립스틱, 밤류, 쿠션팩트, 파우더류, 컴팩트류),  
헤어제품류(샴푸, 린스 등), 바디제품류(로션, 샤워 등), 클렌징폼

인증사례 CGMP, ISO22716, ISO9001

주요	생산품목

의약외품, 동물용의약(외)품, 헤어, 바디, 마스크팩 
 동물용의약품 KVGMP 인증 획득

제1공장

공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검사	설비	보유	목록표
NO 구분 보유 설비명

관리번호 
(NC-QC-)

보유대수 용량/공칭능력 제작사 구입년월
교정일자(차기교정일)
교정기관

1
성분분석  
설비

초음파 분해기 04-01 1 40KHz 화신기계 2001.06 -
회화로 05-01 1 0~200℃ 한영 2002.08 -
데시케이터 08-01 1 210mm 삼신 2006.05 -
인큐베이터 42-01 1 2016.07 -
고성능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5-01~02 2 0.001~10㎖/min 영린기기
2010.04 
2016.07

-

UV-분광광도계 19-01 1 Mecasys 2012.10 -

비선광도계 27-01 1

선광도-5~+5 
Brix 0~85% 
국제당도  
-130~+130℃z 
온도 15~40℃

일본(ATAGO) 2016.07 -

수분측정기 28-01 1 A&D(MX-50) 2016.07 -
융점측정기 31-01 1 ENGD(SMP10) 2016.07 -

2
미생물 
시험 설비

인큐베이터 26-01 1 2016.07 -
무균실험대 36-01 1 2016.07 -
알콜램프 37-01 1 2016.07 -
Vortex Mixer 39-01 1 2016.07 -
Colony Counter 40-01 1 2016.07 -
고압멸균기 41-01 1 2016.07 -

3
제품측정  
설비

네오메타 01-01 1 1 ~ 1,999g Sun Scientific 2000.11 2016.04.22(2017.04.22)
(주)나노하이테크

화학 천칭 저울 06-01 1 0.01/220g Precisa 2002.11 2016.04.22(2017.04.22)
(주)나노하이테크

전기지시저울 07-0107-01 11 0.01/3200g AND 2002.11 2016.04.22(2017.04.22)
(주)나노하이테크

비중계 13-0113-01 11 0.700/1.850 대광계기계측 2007.12 2011.11.15(2016.11.15)
주식회사 삼덕과학

NO 구분 보유 설비명
관리번호 
(NC-QC-)

보유대수 용량/공칭능력 제작사 구입년월
교정일자(차기교정일)
교정기관

3
제품측정  
설비

온도계(알콜) 16-01~10 10 -20~110℃ 조이랩 2011.03 -

온도계(수은) 23-01~02 22 0~50℃50~100℃ 대광계기 2015.04 2016.04.25(2017.04.25)
(주)나노하이테크

전기지시저울 29-0129-01 11 A&D(GF-4000) 2016.07 -
-

점도계 30-0130-01 11
0.01/250RPM 
40McP(M:백만)

Brookfield 2016.07
-
-

pH Meter 32-01 1 pH 0 ~ 14 STARA2115 2016.07 -
비중병 34-01 1 USA 2016.07 -
인장테스크 35-01 1 일본(MCT1150/500N) 2016.07 -

4 기타설비

Micro Pipet 06-01 1 100~1,000㎕ BioPelle 2001.06 -
Micro Pipet 07-01 1 100~1,000㎕ HTL 2001.06 -
냉암소 09-01 1 227L 대우 2006.05 -
원심분리기 24-01 1 17000RPM 한일 사이메드 2007.06 -
진공펌프 11-01 1 5x10-4Torr 우성진공펌프 2007.06 -
Homo Mixer 12-01 1 600/12000RPM PRIMIX 2007.08 -
탈포기 17-01 1 740mmHg 조이랩(KARTELL) 2011.05 -
Hot Plate 18-01 1 상온~380℃ 미성과학 2012.02 -
자외선살균옷장 20-01 1 그린플로우테크 2013.06 -

표준분동 21-11 11 CAZONCAZON 2013.11 2016.04.25(2017.04.25)
(주)나노하이테크

Water Bath 22-01 1 창신과학 2014.03 -
인큐베이터 24-01 1 0~60℃ 동서과학(주) 2015.05

표준온습도계 25-11 11
0~50℃(IN) 
-50~70℃(OUT)

NONE 2015.08
2015.08.13(2016.08.13)
(주)나노하이테크

Hot Plate 33-01 1 상온~320℃ 국내 2016.07

Agi Tator 38-01 1 0/11000RPM 2016.07

설비	보유	현황(나우코스	세종)
설비 이름 설비대수(대) 일 CAPA(8시간 기준)
대용량 튜브 실링 1대 1 10,000
소용량 튜브 실링 2대 2 20,000
크림자동충전기 1대 1 8,000
스킨/로션大자동충전기 1대 1 9,000
스킨/로션中자동충전기 1대 1 9,000
스킨/로션小자동충전기 1대 1 9,000
리무버자동충전기 1대 1 9,000
가온자동충전기 1대 1 6,000
피스톤수동충전기 3대 3 7,000
진공수동충전기 2대 2 7,000
마스카라수동충전기 2대 2 10,000
브로우충전기 1대 1 10,000
성형수동충전기 2대 2 4,000
타정기수동 2대 2 5,000
파우치충전기 1대 1 70,000
파우치 충전기 1대(신형) 1 80,000
마스크시트충전기 1대 1 40,000

제조시설	및	기구
순번 제조시설 및 기구 규격

1 Vacuum 유화가마(유, 수상가마 포함) 1,000L
2 Vacuum 유화가마(유, 수상가마 포함) 300L
3 Vacuum 유화가마(유상가마 포함) 100L
4 Vacuum 유화가마 50L
5 Disper Mixer 7.5rp, 0~3600rpm
6 Disper Mixer 5rp, 0~3600rpm
7 Atomizer 30~40L
8 Hensel Mixer 30~40L
9 리프트 1.2m*1.2m, 3HP
10 BULK 저장통 1000L / 600L / 400L
11 바닥 저울 0~2000kg
12 조제용 저울 10g~100kg
13 Mono Pump 110~500rpm, 3HP

14 립스틱 충진기(고광택)
4Nozzle Silicon  
안개분사식(-40℃)  
급속냉동기 포함

15
파우더 성형기 
(Powder Press Mould 3Set)

8분할

순번 제조시설 및 기구 규격

16 Skin 여과기
1u Filter, 0.25HP,  
∮400*650HP*3EA

17 Tuve Sealing 기
∮25, ∮30, ∮35,  
∮40, ∮45, ∮50

18 립스틱 Vessel 30L 30L
19 Air 세병기 2Nozzle
20 Vacuum 충진기(스킨, 로션) 4Nozzle, 가압 Tank
21 Cream 정량 충진기 1Nozzle
22 마스카라 충진기 3~20mL, 50L

품질관리시설	및	기구
순번 품질관리시설 및 기구 용도

1 네오메타 경도 측정
2 Vortex Mixer 미생물 실험
3 Clony Counter 미생물 실험
4 초음파 분해기 분석 실험
5 Hood 분석 실험
6 Micro Pipet 미생물 실험
7 인큐베이터 안정도 실험
8 무균실험대 미생물 실험
9 회화로 분석 실험
10 화학 천칭 저울 분석 실험
11 전기 지시 저울 성상 실험
12 데시케이터 분석 실험
13 pH Meter pH 측정
14 Agi Tator 재형 실험
15 원심분리기 분석 실험
16 진공펌프 성상 실험
17 Homo Mixer 재형 실험

순번 품질관리시설 및 기구 용도
18 비중계 비중 측정
19 비중컵 비중 측정
20 점도계 점도 측정
21 Hot Plate 가열/혼합

22
고성능 액체크로마토  
그래피

분석 실험

23 온도계(알콜) 온도 측정
24 탈포기 성상 실험
25 고압증기 멸균기 미생물 실험
26 UV-분광광도계 분석 실험
27 ICP-OES 분석 실험
28 Micro Wave 분석 실험

공장	소개	Factory Introduction (설비 소개, CAPA 등)



제품 부자재원료

품질	관리	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표준견본	설정

원료	입고

계량

반제품	제조

표준견본	설정

자재	입고

표준견본	설정

충전	및	포장

완제품창고

품질	보증	확립	

순회/완제품검사

공정/반제품검사

출하검사

원료검사

계량검사

자재검사



보유	인증	Certification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 인증(2공장)

SGS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22716 인증(1공장)

SGS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22716 인증(2공장)

SGS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9001 인증(1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신고증 자유판매증명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중소기업 확인서 강소기업인증서



수상	경력	Award

산업자원부 장관상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LG생활건강 우수 제조업체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해외	박람회	Global Exhibition

고객사 주요 품목 공급 예정

Colourmix 토너, 클린징폼,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 2016년 상반기

Easy International 에어쿠션 외 2016년 하반기

Merrez'ca 매쉬팩트, 세범파우더 2016년 상반기

JS International 타투아이브로우 2016년 상반기

Oriks 워터틴트, 메쉬팩트, 크림 2016년 상반기

Fureal 쿠션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 2016년 상반기

Neo Block 젤리팩트 2016년 상반기

아시아지역	마케팅	현황 중동지역	마케팅	현황

고객사 주요 품목 공급 예정

Jahan Saderat 
Industrial Group

크림, BB크림, 선제품 2016년 후반기

Maher Ara
리퀴드파운데이션, 파우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

2016년 후반기

Pakrokh 크림, BB크림 2016년 후반기

북미	등	마케팅	현황

고객사 주요 품목 공급 예정

JK Beauty Group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산소버블마스크,  
선제품

2016년 상반기

LLJ Partners 립제품, 아이브로우젤 2016년 하반기

YS Health 에어쿠션 2016년 상반기

Arcancil 아이라이너 2016년 하반기

KODI Professional 타투아이브로우, 2중층 립앤아이리무버 2016년 하반기



홈페이지&블로그	Homepage&Blog

나우코스	홈페이지(www.nowcos.co.kr)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나우코스 홈페이지에는 나우코스의 경영철학과  

연혁을 더불어 앞으로의 나우코스 만의 뷰티솔루션을 간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나우코스의 주요 고객사와 신제형, 스테디셀러 제형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blog.naver.com/nowcos-beautyground)
홈페이지에는 나우코스의 비전과 방향성이 담겨있다면 블로그에는 나우코스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있습니다. 최신 뷰티 트렌드를 공유하기도하고 나우코스의 크고 작은 소식도 함께 전하고 

공유하며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News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