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체 명
더 블레스문

대 표 자
문은빈

THE BLESSED MOON MOON EUNBIN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84, 1층

 공장 : -

사업자등록번호 875-38-00464 설립연도 2018

종업원수 8 홈페이지 www.theblessedmoon.com

전년도 수출액 \ 25,860,000 전년도 매출액 \ 63,938,115

업 태 화장품 업 종 도매 및 소매

주력영업제품 화장품 주요수출국가

중국,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

본, 동남아, 홍콩

인증 및 

지재권 현황

출원(등록)국 출원(등록)
구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한국 등록 2018.12.26 40-2018-0027626 브랜드 상표특허 등록완료

한국 출원 2018.10.11 30-2018-0046705 브랜드 디자인 특허 등록완료

한국 등록 2019.03.18 30-2018-0011825 브랜드 디자인 특허 등록완료

유통채널명 or 바이어명
수출국

가
수출액 내용

코스트코(COSTCO) 미국 45,000,000원
전시회에서 만난 코스트코(COSTCO) 벤더 
등록 & 45,000,000원 수출 완료

FEDOMA 홍콩 12,540,000원
전시회에서 만난 홍콩 바이어와 
FEDOMA와 홍콩 총판 계약 체결 & 
12,540,000원 수출 완료

P&S International 태국 2,113,200원

상담회에서 만난 태국 바이어(P&S 

International)와 계약 체결 및 2,113,200원 

수출 완료

Bridge The Style 일본 7,200,000원

상담회에서 만난 일본 바이어(Bridge The 

Style)와 계약 체결 및 7,200,000원 수출 

완료

Kotra(상하이무역관) 중국 1,183,392원
중국지역 온라인 전시회 연계 온.오프라인 

후속 마케팅 사업과 관련, 방송 제작을 
위한 샘플 구매

Green Link Air Cargo 
Service LLC

아랍 1,047,208원
KOTRA가 주관한 [나이로비 온라인 

샘플판매]에서 샘플 판매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한국 등록 2019.03.18 30-2018-0005965 브랜드 디자인 특허 등록완료

한국 출원 2018.09.27 40-2018-0133441 브랜드 상표특허 출원완료

대만 출원 2019.03.27 108015515
해외 브랜드 상표특허 

출원완료

중국 출원 2019.03.27 37112771
해외 브랜드 상표특허 

출원완료

일본,미국,싱가포르,베

트남
출원 2019.03.21

KR-2019-000029

0 
해외 마드리드 특허 출원완료

대만 출원 2019.04.03
D09045-I001-000

0
해외 디자인 특허 출원완료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 미국 아마존, Shoppee(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Costco E-Commerce, Yes style(전 세계) 진행 

중

- Cosmo Prof -> We Cosmo 해외 바이어 연결 중

- 인도 Shopclues, 두바이 Sharat DG 진행 예정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블레스문 / THE BLESSED MOON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비타킷 제품규격 Unit 78Ø x 180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수분크림 : 워터킷 (WATER KIT)

➋ 비타민 아이크림 : 아이킷 (EYE KIT)

➌ 비타민 폼클렌징 : 클린킷 (CLEAN KIT)

➍ 비타민 스킨케어 3종 세트 : 스킨케어 컬렉션 (SKIN CARE COLLECTION) 아이

킷/워터킷/클린킷이 모두 포함

소비자가격

아이킷 – 47.71

워터킷 - 45.57

클린킷 - 36.32

컬렉션 - 42.73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아이킷 - 15.01

워터킷 - 13.67

클린킷 - 10.68

컬렉션 - 13.12 (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PE

- 용도 : 스킨케어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인턴 정혜원
production@theblessed

moon.com
051-831-4106 010-9475-4686

3. 제품정보



- 특징 : 

➊ 비타민 화장품의 변질과 변색 현상, 유통기한 문제를 해결한 ‘바르는 비타민’

➋ 비타킷은 (폼클렌징/수분크림/아이크림)으로 구성되어, 내 소중한 피부를 위핸 

세안도 스킨케어도 매일매일 프레시 하게 사용 가능

➌ 1회당 1캡슐로, 그 어떤 외부 영향도 받지 않고 비타민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

➍ 6가지 영양 비타민이 들어간 슈퍼캡슐.

➎ 얼굴은 물론 몸까지 케어 가능한 넉넉한 양.

- 주요타겟층 : 화장품 미니 바람이 불면서 화장품 편집샵이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는 
미니 화장품만 모아 판매하는 별도의 존을 만들어 작은 용량을 선호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12,348,490 \

- 주요판매채널 : 와디즈, 미국 아마존, Shoppee(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Costco, E-Commerce, Yes style(전 세계) 진행 중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CPNP 비타킷(4종) 출원

유럽CE, 

유럽화장품제품

협의회, RP 

(Responsible 

Person)

진행 중

NMPA 비타킷(4종) 출원
국가의약품관리

총국
진행 중

BPOM 자사 전제품 출원 중 출원 중
인도네시아 

식약청 
예정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2020년 07월 08일

대표자 : 문은빈         ( )

부산시 상해 무역사무소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