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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듭니다

Research & Development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OEM&ODM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회사소개



“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2002년 설립한 ㈜바이오코스텍은 화장품 OEM, ODM 전문 기업으로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든다” 란 이념 아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연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최고 품질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회사소개 -연혁

2002

2002.4 
식약청화장품제조업(제 314호) 등록
바이오코스텍설립

2005

2005.09
중앙연구소설립
㈜바이오코스텍법인전환

2005.11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인증

2015~
2017

2015.06 
산업안전보건공단 Clean 사업장인정(제77797호)

2016.07 
CGMP 공장신축(인천광역시서구도담로)

2017.02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2017.1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인증

2018~

2018.05
우수제조관리기준 ISO22716 인증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인증

2018.08
할랄제품인정 (JOCCL-KR 18/069)

2019.07
천연복합추출물을함유하는화장료조성물특허
(제10-2002894호)

2012

2012.12
인천광역시비전기업(제2012-91호)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제조업(제562호) 등록
화장품제조판매업(제844호) 등록



회사소개 -주요인증현황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인증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인증
(제2012-91호)

우수제조관리기준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할랄제품 인증
천연복합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 특허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인증



회사소개 -조직도

대표이사

중앙연구소관리본부

경영지원부

생산본부

연구개발부 제조부 생산관리부
자재관리 및
제품출하부

시설관리부

전무이사
(CGMP 위원장)

마케팅부

품질보증부

품질보증팀
영업관리부

(국내 및 해외영업)



회사소개 – 사진



R&D 센터



R&D센터소개

㈜바이오코스텍 연구소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중앙연구소 인가를 받아

화장품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원 출신의 대표이사가 프로페셔널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고의 시스템과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D센터소개 – 주요연구개발활동

천연성분을이용한화장품개발

동결 건조 호박 분말을
이용한 핫 마사지 팩

프랑스산 장미 꽃잎을
이용한 수분 진정 팩

핀란드산 Lingon
berry seed oil을

이용한 화이트닝 제품

아티초크잎 추출물을
이용한 모공케어

세럼&토너



R&D센터소개 – 주요연구개발활동

기능성스페셜제품개발

강력한 클렌징력의
샤벳타입 클렌징 크림

천연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각질 필링젤

주름을 감춰주는
컨실러 기능의 프라이머

여드름 피부용
스팟 세럼과 토너

알파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크림

EGF와 활성펩타이드를
이용한 탄력 개선 제품

끈적임과 백탁이 없는
W/S 선크림

천연성분을 이용한
무방부제 제품



R&D센터소개 – 연구소

중앙연구소 전경



R&D센터소개 – 연구소

미생물 실험실

이화학실험실



생산인프라



생산인프라

㈜바이오코스텍은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우수 제조관리기준) 등을 획득하였으며,

최첨단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인프라

정제수시스템

역삼투법(Reverse Osmosis Ro)과 전기분해이온 교환 장치 시스템(Electro Deionized System)을 접목하여

초순수에 가까운 정제수를 생산합니다.

자동칭량시스템(RWS: Raw material Weighing System)

원료 입고부터 칭량, 제조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칭량원료의 오투입을 방지하는 등 제조기록에 대한 추적성을 강화하여 불량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연계하여 재고관리, 배송관리, 물류관리 등

창고에서 일어나는 물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인프라 -제조실

제조실 전경

정제수 시스템



생산인프라 -충진실

제1충진실

제2충진실



생산인프라 – 포장실

포장실 전경

포장 작업



생산인프라 -창고

완제품 창고 전경



제품소개



제품개발프로세스

견적고객의뢰 제품상담
신제품
개발

품평 처방확정

제품 출하 계약
발주서
접수

원부자재 발주
및

입고
생산Q.C

제품 개발설계

제품연구및개발단계

제품생산단계



제품소개 – 베이직스킨케어

베이직스킨케어

토너, 에센스, 에멀전, 크림 등 얼굴
세안 후 피부결을 정돈하고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소개 – 스페셜스킨케어

스페셜스킨케어

자외선차단, 트러블완화, 주름개선, 
미백 등 다양한 유효성분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소개 – 클렌징/필링

클렌징/필링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소개 – 베이스메이크업

베이스메이크업

프라이머, BB크림 등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소개 – 헤어/바디

헤어/바디

두피,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모발을 보호하는 헤어케어 제품 및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에

도움을 주는 바디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소개 – 기타제품

기타제품

향수, 브러쉬클렌저 등
기타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협력사

바닐라코 닥터지 닥터영 에스네이처 세컨디자인 약손명가 코스메틱

야다나의 봄날닥터 크롬셀 JW Cosmetics 타임 인 네이처 인앤아이

Cailyn(미국) 

마더 메이드 메디필 조에코스메틱 큐비 앤 맘 조아산 코스메틱 템버린즈

Double Dare(미국) 



“제품이아닌작품을만듭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