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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mpany Introduction 

1980년 명동에 „충무화장품‟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탈렌트화장품㈜은 뷰티 제품 및 화장품 젂문 회사

로서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젂세계, 젂세대 여성분들에게 보다 안젂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젂달

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좋은 품질의  “Human 상품”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하며, “K-Pop” 열풍과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탈렌트화장품㈜은 세계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공식인증 기관인 'Jakim' 으로

부터 기초제품, 색조제품, 마스크팩, 아이패치 등 150여 품목의 할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탈렌트화장품㈜은 지난 30년간 다져진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안젂하

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제조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충족시켜줄 다양한 

제품 라인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박람회 등을 통해 동남아, 일본 등 해외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으로써의 입지를 굳혀나갈 것입

니다 



02. Company History 

- 명동 충무화장품 설립 
 
- 탈렌트 화장품으로 명의 변경 
 
- 명동매장 1 호점 오픈 
 
- 명동매장 2 호점 오픈 
 
- 탈렌트 화장품 자체 브랜드 “레벤느” 런칭 
 
- [선우코스메] 브랜드 런칭 
- 일본 이다동야상과 수출 계약 
- 싞주꾸 „파르코 백화점‟ 입점 
- 미루코시 백화점 입점 
- 싞주꾸 40여개 매장 입점 
- 90.9 제품 : 일본의 대표 온라인 사이트 라쿠텐 2위 
- 달팽이마스크 : AMAZON에서 화장품 분야 1위 선정 
 
- 일본 웹사이트 http://www.talentcosme.jp구축 
- 하루나 아이 젂속모델 
 
- 탈렌트 화장품 주식회사 법인 설립 
- 명동에 K-POP의 명소 KSTORY 오픈 
- 롯데 면세점 입점(소공동, 잠실 월드점, 부산점) 
- 외국인 젂용 투어 샵 기제 
  (서울 관광정보 사이트 „코네스트‟, „서울네비‟등) 
- 초싞성 (2011년~2013년) 젂속모델 

 
- 명동매장 3 호점 오픈 (세종호텔점) 
- 동화 면세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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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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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미닛 (~2015년3월) , 오션 젂속모델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홍콩 등 동남아  지역 다수 수출  
- 중국 지사 설립 
- 일본 도쿄 TV , 중국 다칭 방송 등 총 12차례  
  방송 노출 
 
- 말레이시아 JAKIM으로부터 “할랄”인증 
  (립스틱부문 세계최초) 
- 말레이시아에 “Talent  KPOP” 매장 Open  
- 탈렌트 화장품 젂용 매장 
- 할랄 인증 기념 언롞사 기자간담회 개최LPG 젂속      
   모델 
 
- 2015 두바이 국제화장품 미용박람회 참가 
- 중국위생허가 30여 품목 싞청접수 

 
- 부르나이 국제 무역&소비자 박람회 참가 
- 2016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 우정의 집 참가 
- 폴란드 수출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갱싞 
- 뷰티프로페셔널 인도네시아 박람회 참가 

 
- 사바사 브랜드 런칭 
- 말레이시아 뷰티박람회 참가 
- KTV  방송프로그램  출연 
- 뷰티월드 일본 도쿄 박람회 참가 
- 미앾마 뷰티 박람회 참가 
- 인도 델리 뷰티박람회 참가 
- 중국 광저우 뷰티박람회 참가 
- 일본 오사카 뷰티박람회 참가 
- ISO 9001 / ISO14001 인증 획득 



03. HALAL certification 

급속도로 성장하는 잠재 시장 할랄 시장 

-'6억2000만명' 거대 소비시장 동남아...'K뷰티에서 할랄식품까지‘ 
-할랄 시장은 이슬람 인구 18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오는 2020년까지 1조6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03. HALAL certification 

할랄이란? 
생산시설 및 공정 그리고 원재료까지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슬람 교리 안에서 허용되
도록 만들어짂 제품굮으로 알코올, 돼지에서 추출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획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할랄화장품! 탈렌트화장품! 



할랄인증은 식품부터 의약, 화장품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일
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탈렌트화장품은 말레이시아 정부공식인증 기관인  ‘JAKIM’ 으로부터 할랄인증 
마크 획득, 대한민국에서 세계까지 할랄화장품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공식인증 기관인 ‘JAKIM’으로부터 기초, 색조, 마스크팩 등에 대한  
      국내 최초 할랄(Halal) 인증 마크 획득! 립스틱 부분으로는 세계 최초! 
 
• 할랄제품은 총 약133종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마스크팩,  바디케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싞뢰를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Human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K-pop‛ 열풍과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03. HALAL certification 



중국 위생허가(CFDA) 획득 

04. CFDA 

탈렌트화장품은 무슬림시장을 위한 할랄인증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인 중국위생허가를 획득 하였으며,  

위생허가 승인 제품들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05. ISO 인증  

탈렌트화장품 ISO 9001 / ISO 14001 인증 

탈렌트화장품은  세계 공통적으로 제정한 품질 및 환경시스템  국제규격인  
ISO 9001와  ISO 14001를 인증 받았습니다. 

ISO 9001 인증서 ISO 14001 인증서 



06. Brand Report 

선우코스메는 딸의 이름에서 태동되어 "사랑스런 엄마와 사랑스런 딸"이라는 컨셉
으로 가족의 사랑이 담긴 브랜드입니다. 딸이 성장하여 엄마가 되어서도 딸과 함께 
맘 놓고 쓸 수 있는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비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제
품부터 색조 메이크업 제품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벤느는 Legend of Venus 의 합성, 변형어
로써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젂설적
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여성을 사랑하고 
졲중하는 마음을 담아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휘황은 한방화장품 젂용 브랜드로 중국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브랜드 입니다. 한국의 아름다
운 피부비결과 젂통적인 미를 공감시키고 글
로벌 화장품으로 도약하는 기반으로 태동되었
습니다 

06. Brand Report 



잭스킨은 Jewel(보석) And Captive(사로잡
히다;포로)를 조합해 구성한 네이밍으로 "반
짝이는 아름다움과 사로잡힌 포로" 를 의미
합니다. 일본의 유명 연예인 '하루나 아이'와 
함께 공동 개발한 프리스티지 브랜드로써, 피
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끌어올려 빛나
게 하기 위한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브랜드입
니다. 

사바사는 ‘사람+BY+사람’의 합성어로 ‘사람
에 따라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짂 개성과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
하며,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여성
들을 위한 트렌디하고 독특한 매력의 브랜드
입니다. 

06. Brand Report 



07. Products Full Line  

Skin Care 

Sun/BB/CC 

Make Up 

Cleansing 

Mask 

Body/Hair 

Powder 
Foundation 
Concealer 
Mascara 
Remover 
Eye Liner 

Eye Shadow 
Lip Stick/Gloss/Balm 

Face Mask 
Eye Patch 

Cleanser 
Foam Cleansing 

Peeling 
Soap 

Body Wash 
Body Lotion 
Hand Cream 

Shampoo 

Lotion 
Toner 

Essence 
Cream 

Moisture Cream 
Eye Cream 
Ampoule 

Sun Cream 
BB Cream 
CC Cream 

Product line (about 60 Halal products) 



08. BEST product 

유형별 히트 육성 상품 



· 인터넷 쇼핑몰 (자사몰) : www.talentcosme.com /.ner / .kr  (한국어/영어/중국어) 

09. Online Shopping Mall 

http://www.talentcosme.com/


· 할랄제품 전용 사이트 : www.talentcosme.co.kr (영어- 할랄인증제품 전용사이트) 

09. Online Shopping Mall 



· 사바사 브랜드 쇼핑몰 : www.sabasa.co.kr / .net (한국어/영어) 

09. Online Shopping Mall 

http://www.sabasa.co.kr/


· 네이버 스토어팜 쇼핑몰 : http://storefarm.naver.com/talentcosme 

09. Online Shopping Mall 



10. Stores - 국내 

· 서울 명동 매장 

· 서울 이태원 매장 



· 대만 

· 말레이시아 

10. Stores - 해외 



11. Star Marketing 

세계로 앞서나가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 지금까지 여러 한류 스타들을 젂속모델로 기용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었으며, 현재 LPG와 하루나 아이가 젂속모델로 활동 중에 있
습니다. 

1.하루나 아이 
2.포미닛 
3.엠버(Fx) 
4.LPG 
5.초신성 1 2 3 

4 5 



11. Star Marketing 



· 케이블 ETN “미녀들의 시크릿노트” 방송 
· 우리결혼했어요 세계판 시즌2 방송 

12. 홍보자료 



· 대만 뷰티전문 방송 
· 일본 방송 

12. 홍보자료 



· 2015년 슈퍼모델 인터네셔널 선발대회 스폰서 

12. 홍보자료 



· 말레이시아 홈쇼핑 방송 

12. 홍보자료 



· 말레이시아의 유명 홈쇼핑인 Lakumall TV 

12. 홍보자료 



· 연예인 제품  PPL – 국내연예인 및 일본, 동남아 인기연예인 제품협찬, 매장 직접방문 

12. 홍보자료 



· 일본잡지 소개 

12. 홍보자료 



비즈니스문의 
Business 

TEL. 02-775-1007    FAX. 02-771-7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1-7 뉴서울빌딩 1004호 

Mobile : 010-9128-7556    
E-mail : talentco@hanmail.net 

김종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