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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생산시설

Research Institute and production facilities

테라에코는 2019년 공장확장 및 CGMP급 설비증설을 통한 화장품 제조·생산을
위한 원스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몸담아 온 전문가들과 함께

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OEM/ODM, 브랜딩 컨설팅으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이며

테라에코는 자연친화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연구소 기업으로서의 특허성분 개발과 차별화된
연구개발은 물론 감성 넘치는 예술 작품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심미적 감성을 추구합니다.
TERAECO is a brand specialized in
nature-friendly cosmetics.

효율적으로 최상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n 2019, TERAECO completed the one-step system for manufacturing and pro-

duction of cosmetics through plant expansion and CGMP-level facility expansion to produce the best products in a more thorough, systematic and efficient
manner.

In addition, we have the ability to conduct all the cosmetics related project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 Production through OEM/

ODM as well as branding consulting thanks to our experts who have been involved in cosmetics for more than 20 years.

테라에코(TERAECO)는 언제나
피부건강을 생각합니다.

As a research institute, we try to develop patented
ingredients and do R&D in a differentiated way.

Furthermore, we also seek to reach more deep,
esthetic beauty beyond mere artificial one by
collaborating with emotional works of art.

자연을 더할수록
피부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본사 및 연구소 | Headquarter and Research Institute
전북 정읍시 금구길 29,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RFT 실용화연구동 303호
29, Geumgu-gil, Jeongeup-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s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RFT No. 303

생산시설 | Production facility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48번길 149-45, 107블록 19로트
전화. 032-813-1238 이메일. teraeco125@gmail.com

19 lot,107 block, 149-45, Cheongneung-daero 448beon-gil,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032-813-1238 e-mail. teraeco125@gmail.com

www.teraeco.kr

Whenever you add the nature to your skin,
the life force of skin gets stronger.
TERAECO always thinks about your skin health.

무하 마스크시트 3종

피부관리

3 Types of Mucha Mask Sheets

Skin Care

아르누보 양식의 대가
알폰소 무하의 명작

네롤리 워시 & 로션
Neroli Wash & Lotion

오렌지꽃 추출 네롤리 에센셜 오일 함유
판테놀, 알란토인 고보습 성분

테라에코가 고기능 천연 재료로 만든
명품 마스크시트 입니다

Containing orange blossom extract, Neroli essential oil
Highly moisturizing ingredients of panthenol, Allantoin.

The masterpieces by Alfons Mucha,
a Czech artist specializing in Art Nouveau.
TERAECO presents a luxury mask sheet that utilizes
high-quality natural materials.

아르간 나인 헤어에센스
Argan 9 Hair Essence

식물성 오일 10여종 함유
헤어 에센스/ 모발 코팅막/ 모발 윤기
모로코산 유기농 아르간

Containing 10 types of botanical oil
Hair essence / Hair coating film / Hair gloss.
Moroccan organic Argan.

스토리
Stor y

테라에코는 2010년 벤처창업 후 자연 추출물 성분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R&D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R&D
과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화장품 제조·생산 설비시설

투자로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기업인 에이블씨앤씨(미샤), 엘앤피코스메틱(메디
힐), 에스디생명공학(SNP), 제이준코스메틱, 토니모리 등의 화장품 OEM/ODM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Since its venture start-up in 2010, TEARECO has continued research and devel-

opment using natural and organic ingredients and registered patents, strengthening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R&D subsidiary research institutes. Furthermore, we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R&D projects.

It is recognized for its technological prowess through cosmetics OEMs/ODMs
with prominent domestic brands such as Able CnC (Misha), L&P cosmetics (Mediheal), SD biotech (SNP), JAYJUN Cosmetics, and TONYMOLY due to its steady

investment in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facilities, and is receiving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for its own brand products.

미백, 피부탄력, 세포재생

Whitening, Boosting Skin Elasticity, Regenerating Skin Cell

리셀 비타민/ 콜라겐/ EGF
Re-Cell Vitamin / Collagen/ EGF

식물성 콜라겐, 과일 추출물, 피부 세포 재생 성분 EGF 함유
피부 노화 예방, 피부 보호, 미백, 피부탄력

무하 레드진생

Mucha Red Ginseng

고보습 홍삼
유수분 밸런스
미백

허브 추출물 함유 천연 시트 사용과
홍삼의 사포닌 성분으로 피부에 영
양공급과 탄력 부여 및 식물성 콜라
겐 함유로 피부탄력 유지
Highly moisturizing red ginseng
/ Balancing moisture / Whitening
We use natural sheets containing
herbal extracts.
Saponin content of red ginseng
provides nourishment and elasticity to skin and vegetable collagen maintains skin elasticity.

무하 로즈

무하 마유

Mucha Rose

Mucha Horse Oil

피부의 수분증발 억제로 수분공급과
보습효과. 천연식물성 물질 함유로
하루의 건강한 피부 힐링

화이트월로우, 육계, 오레가노 잎,
편백나무 잎, 초피나무 등 천연 추출물
마유의 고농축 영양성분이 지친 피부
에 탄력과 활력

장미 추출물
수분 증발 차단
피부 진정

Rose extract / Blocking water
evaporation / Skin sedation
Moisturizing Effect by providing
moisture and inhibiting its evaporation on the skin.
Healing the skin to be healthy all
day long with its natural plant
substances.

보습 마유
유수분 밸런스
미백

Highly moisturizing horse oil /
Balancing moisture / Whitening
Increasing elasticity and vitality of
the tired skin thanks to the highly
concentrated nutritional content
of the horse oil and natural
extracts such as white wallows,
carnivorous, oregano leaves,
cypress leaves, and Japanese
pepper.

Botanical collagen, Fruit extracts,
Containing cell regenerating ingredients, EGF
Preventing aging, Skin protection, Whitening,
Boosting skin elasticity.

탄력 재생, 노화 방지

Regenerating and boosting elasticity, preventing aging

TERA 20’s

TERA Twenties

청정 제주 해안에서 채취한 해양성 식용식물인 감태를 고보습
영양 성분과 함께 정제하여 얻은 순도 높은 추출물 미백기능

High Purity Extract from a combination of fresh
Kajime(oceanic esculenta plant) gathered under the sea
of Jejudo island and high moisture nutritional ingredient
has whiten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