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효원HM

대 표 자
(한글) 김현미

(영문) Hyowon HM (영문) Kim Hyun Mi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37번길 5(구랑동, 1204-1번지)

 공장 : 상동

사업자등록번호 606-22-37928 설립연도 2007. 05. 01

종업원수 20 홈페이지
www.rimaccosmetics.com

(리뉴얼중)

전년도 수출액 $ 5,000 USD 전년도 매출액 41 억원

업 태 제조, 도소매 업 종 화장품, 조선기자재

주력영업제품 화장품, Steel Structure 주요수출국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인증 및 

지재권 현황

ISO 9001:2015
ISO 14001:2015
상표등록 - 미국, 중국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아마존 입점 및 해외 네트웍 구축 추진 중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리맥 Rimac COSMETIC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이사 안재영 jyahn007@naver.com 051-621-6124 010-3316-5571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리맥3종세트 제품규격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선크림 & 핸드크림, 마스크팩, 남성용 스킨 & 로션

소비자가격 150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130 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화장품

- 용도 : 햇빛차단, 손보호, 피부 수분유지, 초미세먼지 차단 등

- 특징 : 리맥 전제품 노벨 화학상 수상 성분의 항산화 물질 ‘플러린’ 다량 함유

플러린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미량 물질의 연구에서 발견된 탄소 동소체로 199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음. ‘플러린’은 나노소재 물질로 주름, 노화, 기미 생성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며, 비타민C보다 무려 125배 뛰어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안티에이징 제품 임. 

- 주요타겟층 : 남녀노소 전 연령층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40억원

- 주요판매채널 : 미국 아마존, 중소기업명품마루 KTX 서울역, 동대구역, 네이버 스토어

팜 외

<리맥 (Rimac) - 건강한 피부를 생각하는 프리미엄 자연주의 브랜드>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감으로!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오늘을 만들어드립니다.”

- 리맥(Rimac)은 스페인어로 빛나다의 의미 ‘rielar’ 와 프랑스어로 화장품이라는 의미 

  ‘maquillage’ 의 합성어로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감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화장품이라는 의미 임.

- 내추럴리즘을 지향하며 순수한 자연의 느낌을 전달해주는 리맥 (Rimac)은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자연주의 화장품 임. 

-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지친 피부에 최적화하여 피부건강 유지를 위해 

  영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 노벨상 수상 물질 ‘플러린’과 약용성분, 천연 식물성분을 적용한 고영양성 처방으로 

  건강하고 노화방지를 억제하여 항상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 지향 함.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피부 첩포에 의한 일차자극 인체적용시험 (33명 대상) - 결과 : 피부 자극 지수 0.00

  → 비자극 제품 판정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