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앤지뷰티플러스



SELF  CARE  SYSTEM 전문기업

GNG Beauty Plus

Mission

Vision

신체의 바른 균형을 위한 운동기 그리고 바른생활습관 교정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플러스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까지 7개국에 바른생활습관 프로그램 및
셀프케어 운동기를 통한 셀프케어 시스템을 보급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외 최초 뇌경막운동기 개발 기술 특허 등록
바른생활습관 개별 맞춤 상담 및 운동기 제작
셀프케어 컨텐츠 개발 및 교육

Selfcare System Beyond Science

Competence



Core Business

제품 개발

셀프런/셀프페이스/뉴로페이스

뇌경막에서부터 시작되는
몸의 불균형 교정

건강 코칭을통한 퍼스널 맞춤형
우선순위 솔루션 제공

바른생활습관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



Better Value

Thanks Consideration Sharing Honesty

감사는 생각하다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려는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사려깊음
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나눔으로 풍성함을 누립니다.

사려깊음은 사랑입니다. 나눔은 축복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정직한 삶으로 빛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정직은 열매입니다.감사는 기쁨입니다.



Company Culture

수평적 조직 구조 음료 및 간식 제공자율복장 주 1회 요가 타임OKR 팀 프로젝트 기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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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정시영대표

DeveloperCEO

뇌 경막의 균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세계 유일하게 
뇌경막의 불균형을 물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셀프 DR 1.2.3 운동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뇌경막의 균형과 장부의 상관관계, 올바른 생활습관 등이
우리 삶의 질과 연계되어 있음을 역설하면서 “원인을 찾아서”라는 제목 으로 
3,000여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지앤지뷰티플러스 기업 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뇌와 건강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제품들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특허를 획득하여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지앤지뷰티플러스 대표 정시영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기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창업 이래 오직 한길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지앤지뷰티플러스의 셀프케어 시스템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건강을 세우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로서의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성공의 여정에 동참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박균섭소장

We are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한 몸과 마음에 연관이 있을까요?

병원을 찾는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대의학의 이점은 단연 신속한 응급 처치와 즉각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일만큼이나 쉽게 느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종종 가려지곤 합니다

Lifestyle Effect

질병의 결과 치료 vs 질병의 근본 원인 제거

Back to the Basic“ ”
“처음모습 그대로, 아름다움 그대로” 셀프케어시스템 전문 기업 GNG BEAUTY PLUS는 근.골격계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며,

바른생활습관 형성을 도와 스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물이 새는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해 계속해서 바닥만 닦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

Brand Stroy



Dura mater Reset
미처 알지 못했던 신체 불균형의 근본 원인 “뇌 경막”

뇌경막을 영어로는 DURA MATER 혹은 DURA라고 

합니다. 뇌막은 3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뇌척수막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이 뇌경막

입니다. (뇌막의 역할은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

을 하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됩니다.)

생명회복의 운동법입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틀어진 

뇌경막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틀어진 경막을 회복할 기회를 놓친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지앤지플러스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엄마의 뱃속을 나오는 순간 뇌 경막은 

균형을 잃습니다. 이는 단순한 압력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지만 그대로 두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출산할 때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입아기들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입

천장에 대고 빠는 행동은 바로 신이 인간에게 준

뉴로페이스 381, 셀프페이스 22와 셀프런 12.6의 탄생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자연 회복운동을 모방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Brand Stroy



뇌의 경막은 머리부터 천추까지 하나의 긴 다발로 

이어져 있고 근육과 신경과 인대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주관하는 기본틀을 형성하는 지주대입니다. 

이 경막이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경막과 연결된 전신의

균형이 깨지고 비대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옵니다. 

뉴로페이스 381, 셀프페이스 22, 셀프런 12.6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낸 물리적인 뇌 경막 

운동기입니다. 뇌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블랙박스

입니다. 뇌의 환경에 따라서 몸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지앤지플러스의 운동기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환경을 

바꿔주며 근골격계의 밸런스를 최적화 시켜주고 그로 

인하여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인하여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미처 알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한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Brand Stroy



제품 특허 여성벤처기업



7가지 바른생활습관 프로그램

6개월 간 1:1로 이루어지는 개인별 맞춤 생활습관교정 프로그램
체형별 맞춤 운동기 4회 제공 
4회차 대면 밀착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추적 관리  

Our Solution

7가지 바른 생활습관 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건강의
우선순위를 찾아드리며 맞춤 운동기를 제공해드립니다.

바른생활습관 프로그램 과정



Before 2013

Since 2013

뉴로페이스381

셀프페이스22

Since 2015

Our Solution

셀프런12.6
개인 맞춤형 특수 장착을 통한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밸런스 운동기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고 운동
뇌경막에 의한 근본적인 신체 불균형 교정 

좌우 안면 비대칭 교정 
얼굴형에 따른 라인별 운동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고 운동
순환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 

바른 자세, 바른 보행 유도 
몸의 충격 최소화
전,중,후족부 서포트와 전신 순환 유도
어떤 신발에도 착용 가능한 얇은 실리콘 재질



지앤지뷰티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