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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해 보이는 M의 비주얼 속 세심한 감성이 느껴지는 로고 실루엣 속에서 메종의 수많은 뷰티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볼마크는 미니멀한 직선을 통해 메종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면서도 트렌디한 

메종만의 유니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메종CI의 타이포는 유러피안의 감성과 트랜디한 형태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심플함과 모던함을 표현하였습니다.

CI / 기업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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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차세대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와 제품생산을 

통한 세계적 뷰티플랫폼기업으로 성장

To be a global leading 

beauty platform company through 

next generation bio-health care 

research and product manufacturing

MISION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한 가치 실현

To realize of healthy values 

through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mankind

The logo silhouette of M which looks strong but also contains delicate
emotions delivers numerous beauty stories of Maison. The symbol mark captures

Maison’s unique identity through a minimal straight line, emphasizing
global and trendy Maison’s uniqueness. 

The typo of Maison CI has a European sensibility
and a trendy shape at the same time, expressing simplicity and modernity.



History / 지금까지의 메종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메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 벤처기업인증
2019 Certified as the Venture Company

Maison was certified as the venture company in 
recognition of its superb technology and business 
plan. 

메종은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4Q 캄보디아 공식 진출

3Q 태국 공식 진출

2Q 말레이시아 공식 진출

1Q 맞춤형화장품 전문 브랜드 BLANC 런칭

2019

2018

2017

2Q 주식회사 메종 신사옥 이전

1Q 코스메슈티컬브랜드 DR.MAISON 런칭

4Q 벤처기업인증 / 특허출원 아세안 110만불 수출

3Q 부설연구소 설립 “메종생명과학연구소”

2Q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지사 설립

1Q 베트남 공식 진출

4Q 주식회사 메종 설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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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무역의 날 ‒ 수출 첫걸음상 수상
2017 Trade Day - Received the First Step
to Export of This Year Award

The First Step to Export of This Year Award is given b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to SMEs 
which achieved the export more than $10,000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export performance, market expansion 
activities and future potential. Maison received this award 
by signing deals worth of $ 3 million with Southeast Asian 
buyers from Thailand, Malaysia, etc. with “Blanc”, the 
cosmetics brand customized for Southeast Asian market.

수출 첫걸음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1만불 이상 수출을 최초로 달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실적, 시장개척활동, 기술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메종은 동남아 시장 맞춤형 화장품인 

'블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바이어와 약 300만달러 계약성과

를 올려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8 광주광역시장 표창
2018 Awarded by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ng-chul Yang, the CEO of Maison was awarded by 
the mayor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to fostering regional medical 
industry through self-manufactured bio-absorbable 
functional cosmetics. 

양정철 메종대표는 자체 생산한 생체흡수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 지역 

의료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To be better than today, Maison will strive move toward for tomorrow.

2Q Moved to Maison’s new office building
1Q Launched DR.MAISON, the cosmeceutical brand

4Q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 Patent application / ASEAN export of $1.1 million
3Q Established the research institute “Maison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2Q Established branch offices in Malaysia, Vietnam, Thailand and Cambodia
1Q Officially entered into Vietnam market

4Q Officially entered into Cambodian market
3Q Officially entered into Thailand market
2Q Officially entered into Malaysia market

1Q Launched BLANC, customized cosmetics brand

4Q Established Maison Co., Ltd. 



Achievement / 성과 CSR / 사회공헌 활동

메종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나눔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종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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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은 설립 후 다양한 성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종의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Maison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through various performances 
since its establishment. You can have high expectation on Maison’s future. 

Maison strives to realize the value of sharing and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wit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missions.

We will promote mutual growth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o that various activities of Mais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2019

2018

수출 MOU 1,500만불  달성

IB 및 VC 투자유치

수출 100만불 달성

2년 연속 1,000% 이상 성장

기술보증기금 및 VC 투자유치 8억

Signed the export MOU of $15 million
Attracted IB and VC investments

Achieved the export of $ 1 million
 Maintained over 1,000% growth rate for 2 consecutive years

 Attracted investment from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nd VC worth 800 million KRW

2017
수출 첫 걸음상 수상

Received the First Step to Export of This Year Award

광주전남 의료산업협의회

후원사

Sponsored the Gwangju 
Jeonnam Medical 

Industry Association

2019
경희의료원 아너소사이어티

위촉

Entrusted by the Honor 
Society of Kyung Hee 

Medical Center

2019

광주전남 지역사회

소외계층 물품 후원

Donated commodities for 
underprivileged class of 
Gwangju and Jeonnam 

region

2018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

암센터 내 뷰티클리닉 후원

Sponsored the beauty clinic 
in the Humanitas Cancer 

Center of Kyung Hee 
University 

2018



Media & Press
 언론보도

천연화장품으로 동남아 두드린 '메종' 양정철 대표
June Yang, CEO of Maison, touched 
the Southeast Asia Market with Natural 
Cosmetics

광주테크노파크-메종, 뷰티 화장품 수출...K뷰티 위상 잇는다
Gwangju Technopark - Maison, Export the 
Beauty Cosmetics, Keeping the Popularity of 
K Beauty 

광주화장품기업, 동남아 현지바이어 초청 제품교육 실시
Conducted Training Programs for Gwangju 
Cosmetics Companies and Southeast Asian 
Buyers

광주 광의료기업, 말레이시아서 대규모 수출 계약
Gwangju Photon Medical Company Signed 
Large-scale Export Contract in Malaysia

광주,전남 18개 수출기업 '나눔' 동참
Participated in “Sharing” of 18 export 
compani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광주,전남기업 '수출 첫걸음상'수상 / 메종 시장개척 인정
Received the First Step to Export of This 
Year Award from Gwangju and Jeonnam 
companies / Recognized of its market expansion

Bio-health care of Maison
메종의 바이오헬스케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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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은 다릅니다.

초기의 메종이 기능성화장품 연구 및 제품개발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연구개발과 뷰티플랫폼을 결합시킨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Maison is different. 
Maison focused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cosmetics at its initial stage,
but we expanded our business area to combine R&D in bio-health care and beauty platform,

building our exclusive field. 



Inner Beauty

메종 이너뷰티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것을 넘어서 이너뷰티의 접목으로 피부와 건강에 좋은 

'뷰티헬시음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의 테스트 및 LED마스크와 같은 뷰티기기 체험 등

피부건강을 위한 뷰티클래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뷰티 공간의 카페입니다. 젤리와 액상형태의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만든 이너뷰티제품을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 먹기 쉬운 건강한 음료를 개발중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를 시작으로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뷰티클래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1년까지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넓혀 갈 예정입니다.

Inner Beauty
이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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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의 뷰티플랫폼은 코스메틱 연구개발을 확장시킨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beauty platforms of Maison consist of various platform
reflecting customer needs by expanding cosmetics R&D. 

Maison realizes the healthy beauty beyond concepts of 
simple cosmetics by combining with inner beauty.

Maison Inner Beauty provides “Beauty Healthy Beverages” great for skin 
and health beyond simple sight and taste but in combination with inner 

beauty. In addition, it is the beauty cafe where consumers can enjoy beauty 
classes and programs such as product test for consumer’s skin type, beauty 

device experience such as LED mask, and more. We are developing a jelly 
and a healthy beverage which converts the inner beauty products with good 

ingredients into smoothie that is easy to drink. Furthermore, we will introduce 
beauty class programs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starting from Southeast 

Asia where Korean culture is popular and will expand it to franchise business until 2021.

이너뷰티의 접목으로 단순한 화장품의 개념을 넘어 건강한 뷰티를 실천합니다.

Customized Cosmetics

By utilizing the accumulated big data of Maison,
we will lead the bio-customized cosmetics market.

메종의 축적된 빅데이트를 활용하여, 바이오 맞춤형 화장품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B2B

Maison will serve as the Cross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world. 

국내와 해외의 CROSS BRIDGE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Academy

We will open the Maison Academy for overseas students and 
take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beauty exchange.

해외교육생을 대상으로 메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국가간의 미용교류에 앞장서겠습니다.



메종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을 기반으로 맞춤형화장품을 처방합니다. 바이오 화장품은 천연 추출물 또는

바이오 기술에 기반 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을 말하며 주로 미백·주름개선·피부노화 방지 같은 기능을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메종은 바이오 화장품을 기반으로 R&D(연구개발)에서 C&D(Connect&Develop, 연계개발)로

나아가고자 하며, 이에 맞는 개개인의 피부타입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화장품을 처방하려고 합니다.

 메종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닥터메종의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대표적인 원료인 펩타이드의 성분을 연구·개발하여 바이오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에 발 빠르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Customized Cosmetics
맞춤형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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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prescribes the customized cosmetics based on biotechnology. 
Bio cosmetics refers to cosmetics containing natural extracts or ingredients 
based on biotechnology, and it is functional cosmetics such as brightening, 

wrinkle improvement, and anti-aging. Maison is heading toward C&D 
(Connect & Develop) beyond R&D based on bio-cosmetics, and will 

prescribe customized cosmetics to suit individual skin type and condition.
Maison’s accumulated big data enables us to prescribe Dr. Maison’s individually 

customized cosmetics. We will lead the market of bio-customized cosmetics by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peptide ingredi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ingredient in gene recombination technology. 

메종의 B2B플랫폼은 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양질의 비즈니스 상담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최근 해외유통업체의 한국브랜드 선호도는 매우 

높은편이지만 직접 서칭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메종 B2B플랫폼 사업은 해외유통업체에서 

판매를 원하는 한국의 관심있는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서칭을 도와주고 국내브랜드와 연결시켜 화장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뷰티브랜드의 수출 첫 단계인 해외수출인증부터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해외유통업체의 연결까지 화장품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메종의 

B2B플랫폼은 국내와 해외의 cross bridge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B2B
B2B플랫폼

B2B platform of Maison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to efficiently proceed with 
good quality business consulting to provide the best business platform. Overseas 
distributors prefers Korean brand but also suffers from the limit of direct search.
Thus, Maison B2B Platform will play a role in helping the overseas distributors to 

search Korean products and brands and connecting distributors to Korean brands, 
providing guidance for cosmetics sales. The platform will serve as an overall guide 

in cosmetics export from the overseas export certification, the first step for 
Korean beauty brands to export their products, to the connection to the overseas 

distributors. Maison's B2B Platform will serve as Cross Bridge for home and abroad. 



메종 아카데미에서는 각자 지니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만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강화시켜 해외교육생(바이어)을 대상으로 메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다양한 국가간의 미용교류를 통한 K-BEAUTY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메종 아카데미의 메이크업, 

뷰티인플루언서, 화장품 창업 등 심화과정(7일코스,1개월코스,3개월코스)을 통하여 한국의 유명 메이크업아티스트나 

화장품연구개발전문가를 초빙하여 K-Beauty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제품을 배우고 선진화된 한국 화장품제조사를 

방문하여 해외바이어가 한국의 화장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한국의 미와 멋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메종 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꾸준한 배움으로 성장 하게 되어 최종목표인 

교육생만의 완성된 기술 습득 또는 자신만의 화장품브랜드를 런칭 할 수 있게 됩니다.

Academy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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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Academy has a systemic curriculum to strengthen each professional 
capacity. In particular, we will strengthen our own platform for cosmetics only 
and open the Maison Academy for overseas students (buyers) to promote the 
K-Beauty industry through beauty exchange with various countries. Advanced 
Courses of Maison Academy such as Make-up, Beauty Influencer, Cosmetics 

Company Establishment (7 days, 1 month, 3 months respectively) invite famous 
make-up artists or cosmetics R&D specialists of Korea to learn the K-Beauty 
style make-up and products. Overseas buyers will have the chance to visit 

advanced Korean cosmetics manufacturer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n 
Korean cosmetics and to experience Korean beauty and fashion. Systematic and 
professional training of Maison Academy will enable trainees to grow up with 

steady learning and to acquire their own perfected skills or to launch our own 
brand of cosmetics, the final goal.

우리는 연구합니다. 고객의 피부를 !

우리는 개발합니다.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

메종은 

동남아시아 맞춤형 화장품 브랜드 ‘블랑’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닥터메종’

을 런칭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smetic
코스메틱

We research your skin!
We develop products suitable for you!

Maison launched 
“Blanc”, cosmetic brand customized for Southeast Asia &

“Dr. Maison”, the cosmeceutical brand
for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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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종은 2019년 피부과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닥터메종을 런칭하여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많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펩타이드 성분에 주목하였습니다. 펩타이드란 인체 단백질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의 중합체로 

특정 조합의 펩타이드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원료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최고의 화장품 성분소재입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고민에 집중하여 피부세포를 일깨워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닥터메종의 화장품의 모든 제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름개선, 고보습, 손상된 피부 개선과 함께 건강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Maison launched Dr. Maison in 2019 in consultation with dermatologists and 
entered into the cosmeceutical market and focused on peptide among many 
cosmetic ingredients. Peptide is a polymer of amino acid, the constituent of 
human body protein, and has a lot of efficacy, receiving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ingredient. Peptide is one of the best cosmetics ingredients 
which various biotechnology research is in progress. The peptide which stimulates 
the skin cells by focusing on various skin troubles of consumers plays a key role 

in all products of Dr. Maison and provides healthy skin by improving wrinkles, 
moisturizing, and enhancing the damaged sk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