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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비모뉴먼트의 자산으로 Strictly Confidential 자료로분류되며승인되지않은정보의자의적또는타의적노출및이용이허락되지않습니다. 
승인되지않은정보유출의결과로발생한손해및손실에대한모든책임은모든유포자에게있으며, 그결과에대한법적인책임이있음을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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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중국 Top10 뷰티그룹, 국내유명 OEM 및연예기획사의합작
기업으로 2016년설립되었음

회사소개

㈜비모뉴먼트소개, 주주구성

중국 종합 뷰티 그룹

국내 선도 OEM

중국유통및
마케팅

제품생산

51%

20%

14%

15%
유명 대형 기획사

및 미디어 Influencer

마케팅

CEO 및 기타

회사상세소개 : 별첨자료참조



4

Contents

 회사소개요약

 브랜드소개

 제품소개

— Chapter 스킨고메

— Chapter 7:33

— Chapter Alba

 판매및마케팅현황



5

d’Alba(달바)의스토리는이탈리아청정지역 Alba에서시작

브랜드소개

Alba in Italy

d‘Alba는 ‘땅속의다이아몬드’라불리는

흰송로버섯을비롯한자연의선물로가득한

이탈리아청정지역 Alba에서유래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새벽’이라는뜻을가진 d’Alba는

새벽의때묻지않은청정함과 Alba의진귀한

원료를담아그꾸밈없는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피부를깨워드리고자합니다.

Bra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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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a는컨템포러리브랜드로서매시즌고객의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새로운챕터로브랜드스토리를이어감

브랜드소개

Brand Story

…

‘챕터’라는이름의테마단위로신제품라인업출시

달바의브랜드철학위에서
매시즌고객의트렌드와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새로운챕터출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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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안컨템포러리뷰티, d’Alba만의 4가지약속

브랜드소개

d’Alba 브랜드철학

Alba in Italy

Healthy ingredient

이탈리아청정지역에서직접공수한건강한성분

Value for money
합리적가격으로동급최고의고객만족

Classy package
고객의품격을높이는이탈리안감성의패키지 Visual

Life friendly

고객라이프스타일에맞는새로운뷰티트렌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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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a의타겟고객은실용과고급스러움을동시에추구하는소비자
‘Skin Gourmet’

브랜드소개

타겟고객 ‘Skin Gourmet’의페르소나정의

■ 나이 / 성별 – 32세 / 여성

■ 직업 – 대기업계열사입사 5년차

■ 소득수준 – 연수입 4000만원

■ 교육수준
어학연수등해외생활경험이있으며, 해외브랜드에대한선호가있음

■ 생활패턴
야근또는지인들과의모임으로매우바쁜일상, 주말은휴식또는여행선호

■ 소비패턴
명품도있지만, 많이알려지지않은고퀄리티브랜드구매역시선호함

■ 주요정보수집채널
지인추천, 구독중인블로거/유투버추천, 뷰티전문매체혹은커뮤니티

■ 주요쇼핑패턴
추천을통한제품인지후인터넷후기딥서칭을통한품질확인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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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욕실스킨케어제품이가장많은관심을받고있음

Best 상품소개

백투데이즈
클린밤

(50ml 22,000원)

판타스틱
워터풀마스크

(100ml 28,000원)

화이트트러플
미스트세럼

(100ml 29,000원)

세안후바로뿌리는
올인원스프레이세럼

끈적임없는탁월한
사용감 & 매력적향기로
재구매의사 97%*

* 미스트 세럼 구매자 대상 자체 설문 결과 (2017-01-23~2017-01-31, 51명) 

화이트트러플
안티링클크림
(50g 59,000원)

바르는순간느껴지는
리프팅효과

화이트트러플추출물
2.9%와펩타이드를

함유한최고의안티에이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흘러내리지않는
뿌리는마스크팩으로

바쁜출근시간, 샤워
중에도간편하게

수분충전

세정력과보습은좋은데,

위생이걱정됐던클렌징밤

이제
#뾰족어플레이케이터로
간편하고위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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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a의첫번째테마 ‘스킨고메’는재료부터플레이팅까지까다롭게
고르는피부미식가를타겟으로개발되었음

제품소개 – 테마 ‘Skin Gourmet’

유럽식정찬을모티브로화이트트러플(흰송로버섯) 추출물함유



13

스킨고메라인공식판매가격구성

제품소개 – 스킨고메제품라인업

앰플밤
안티링클크림 (50g)

앰플밤
화이트닝크림 (50g)

앰플밤에코모이스처라이징
크림 (50g)

천연 95%1 수분크림
임산부/육아맘타겟

(all day 크림)

미백기능성크림
즉시톤업수분크림

(데이크림)

주름개선기능성크림
강력한리프팅효과

(나이트크림)

1. 정제수대신연꽃수 49% 함유

리필캡슐 33,600원

공식가격 42,000원

www.dalba.co.kr

리필캡슐 38,400원

공식가격 48,000원

리필캡슐 47,200원

공식가격 59,000원

미스트세럼
(100ml)

토너 + 세럼 + 페이셜오일
+ 미스트를하나로

(올인원스프레이세럼)

공식가격 29,000원

http://www.d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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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세럼은일명 #욕실세럼으로올해의제품 2관왕으로선정됨

화이트트러플미스트세럼

4 in 1 세럼

바쁜현대인을위한
토너+미스트+페이셜오일+세럼한번에해결

주름개선 & 미백 2중기능성

아보카도오일 – 비타민 A, D, E 풍부
피부유연효과, 탄력부여

화이트트러플추출물 0.3%

피부재생에도움을주는고기능성원료

미세먼지쉴드 & 메이크업픽서

휴대용미스트로사용시아보카도오일막이
미세먼지침투와피부건조를막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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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a 스킨고메크림의 5대차별점

제품소개 – 상품특징

‘달바스킨고메’ 크림의차별점

업계최초 ‘리필캡슐’을구현해위생성과선택의폭 Up, 가격 Down

피부컨디션별맞춤형스킨케어프로그램

1. 이탈리아산화이트트러플(흰서양송로버섯) 추출물

7無, 10無를넘어 20無로피부트러블주의성분완전배제

동급제품대비합리적가격대구현

1

2

3

4

땅속의다이아몬드이탈리아산화이트트러플1 최대 2.9% 함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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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트렌드는단계세분화에서, 사용상황세분화로진화중

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맞춤형스킨케어

1
기초 Step 간소화 사용상황세분화

Skin Care
Cleanser

Toner

Essence

Lotion

Cream

Primer

Foundation

Concealer

Powder

Eye/Lip

First Essence

Finisher

Color make up

5.2개(2013)  5.0개(2015)

Source: Open Survey “Beauy Trend 2015”

출근전 (아침)

쉬는주말

주말집에서쉴 때

밖에서운동하는날

퇴근후 (저녁)

피부가거친날

미세먼지/강한자외선

D-day 전날

D-day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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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고메라인은트렌드에맞추어 2 Step으로간편하면서도
상황별보다세심한스킨케어가가능함

세안직후욕실, 1단계스킨케어

외출전
톤업 & 안티폴루션

자기전
주름관리 & 영양공급

주말
피부진정이필요할때

세안직후멀티세럼
(토너 + 세럼 + 페이셜오일 + 미스트)

맞춤형 2단계스킨케어

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맞춤형스킨케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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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화이트트러플

이탈리아산화이트트러플(흰송로버섯)은 피부노화방지에
탁월한효과를보이는최고급기능성원료

화이트트러플의효능

2

<화이트트러플노출에따른피부턴오버주기측정>

피
부
턴
오
버

(%
)

1주 2주 3주 4주

화이트트러플노출경과 (관찰단위 : 주)

화이트트러플
노출후

화이트트러플
노출전

약 30% 증가

대조군 화이트트러플사용실험군

피
부
항
상
성

(%
)

노출경과 1주 2주 3주 4주

약 50% 증가

<DPPH 실험법에의한피부항상성효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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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이트트러플대표제품 vs d’Alba 앰플밤

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가성비

d’Alba는기존화이트트러플유명제품대비트러플함유량은
10배높이고, 가격은파격적으로낮추었음3

린다요한슨화이트트러플크림

화이트트러플추출물 0.3% 함유

159,000 원 / 30ml
(53,000원 / 10ml)

달바앰플밤화이트트러플크림

화이트트러플추출물 2.9% 함유

42,000~59,000 원 / 50ml
(8,400~12,000 원 / 10ml)

x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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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지피부주의성분을모두배제하여모두에게안전한
제품을개발함 (전제품피부과저자극임상완료)4

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20無

달바는피부주의성분인합성향료를 배제하고천연에센셜오일을사용해 20無구현

화장품성분분석 App ‘화해’ 조회결과 (국내대표자연주의브랜드비교)

달바 네이처리퍼블릭 이니스프리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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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최초로 ‘리필캡슐’을적용해, 위생을높임1과동시에가격은
낮추고, 보다폭넓은선택의기회를제공함

상품컨셉및핵심고객가치정의 – 캡슐

5

‘캡슐’ 컨셉정의 ‘캡슐’의고객가치

…

경제적/합리적 구매가능리필 / 교체

오프너를이용해
간편하게교체

주름개선크림

천연보습크림

화이트닝
톤업크림

1. 합리적구매추세에따라대용량크림수요가늘고있으나, 기존의대용량크림은위생성이떨어지는심각한문제존재

위생성향상

선택의기회확대

리필캡슐은본품의 7~80% 가격으로구매가능
(본품외용기없이도리필캡슐만으로사용가능)

캡슐단위로보관및리필이가능해대용량(100g) 크림
대비위생성향상

피부타입및피부고민별세심한선택이가능함
(리필캡슐추가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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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리뷰

제품소개

http://blog.naver.com/ecom0920/220797026978 http://blog.naver.com/mokkogi/220824278490

http://blog.naver.com/ecom0920/220797026978
http://blog.naver.com/mokkogi/22082427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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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33’

Chapter 7:33 소개

두번째라인업 ‘7:33’는바쁜현대인을타겟으로반복되는일상속
피부의변화가시작되는시간과공간(욕실)을모티브로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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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인샤워마스크팩’ & ‘뾰족한어플리케이터앰플클렌징밤’
2종출시

Chapter 7:33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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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한여성, 특히바쁜직장여성들은스킨케어를위해
샤워타임을적극활용하고있음

Chapter 7:33 소개 – Spray Mask Pack

http://www.vogue.co.kr/ 에디터 이주현

1

VOGUE 뷰티트렌드

http://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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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기존의마스크팩들의경우바쁜아침또는샤워중
사용하기에는불편함이존재함

Chapter 7:33 소개 – Spray Mask Pack

평소사용은간편하나,

샤워중사용시떨어지기쉽고, 원하는
부위만사용이어려움

시트마스크팩

원하는부위에사용가능하지만,

욕실이라는환경과샤워라는상황고려시
위생적이지못함

크림형수분팩

사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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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의 ‘뿌리는마스크팩’은샤워중에도빠르고간편하게수분
충전과피부결개선이가능함

Chapter 7:33 소개 – Spray Mask Pack

판타스틱워터풀마스크특징

#뿌리는팩
스프레이타입으로간편하게사용

#인샤워마스크
특유의겔포뮬라로샤워하는동안에도
흘러내림 “0”

#SKIN BOOSTER
피부가푸석하게느껴질때, 빠른결개선과
수분충전

28,000원 / 100ml

1

뿌리는 타입의 겔 포뮬라가 피부에 밀착되어 흘러내림없이
건조한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관리해주는 워시오프 마스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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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뿌리는마스크팩’ 으로마케팅된제품들의경우실제로
미스트에가깝지만, 달바의마스크는제형이완전히차별적임

Chapter 7:33 소개 – Spray Mask Pack

기존제품 vs 달바뿌리는마스크팩

1

뿌리는마스크팩으로 마케팅하고있으나, 

실사용시
마스크팩보다는미스트에가까움

자사만의겔포뮬라로, 뿌릴수록두툼하게
피부를감싸는수분팩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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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세정력과보습감으로 ‘클렌징밤’에대한수요가늘고
있으나, 대부분의제품들이위생에대한문제점을안고있음

인기클렌징밤제품현황

Chapter 7:33 소개 – Clean Balm

2

대부분의고객들이스패출러가아닌손으로
제품을이용하고있으며,

물 또는 오염물질이 들어가면서 제품의 변
질 및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기존클렌징밤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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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클렌저
어플리케이터로얼굴에직접바르는
위생적인클린밤

#골드클레이클렌징밤
골드클레이가함유된클렌징밤으로 2차세안
없이올인원클렌징

#항산화앰플클렌징
항산화효능의흑미성분으로안티에이징과
클렌징을한번에

앰플클렌징밤은보습과세정에뛰어난클렌징밤을보다
위생적으로사용할수있는해법을제시함

백투데이즈클린밤특징

<타사클렌징밤> <타사클렌징오일>

Chapter 7:33 소개 – Clean Balm

22,000원 / 50g

2

<자사클렌징밤>

뾰족한 어플리케이터와 Gold Clay 성분으로 손쉽게 클렌징이 가능하며, 
식물성 오일과 우유 단백질 추출물 함유로 세안 후에도 촉촉한 클렌징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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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세정력으로 2차세안없이클렌징밤만으로도아이
메이크업까지한번에세안가능함

백투데이즈클린밤특징

Chapter 7:33 소개 – Clean Balm

2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0153310484566F373CE0037

12F5B5A66E384&outKey=V1294b2acf20053ef70c8f209038ea672d68a8f3a5345368ff8bbf209

038ea672d68a&width=544&height=306

출처 : http://blog.naver.com/prettydr/220900623507

사용 영상 확인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0153310484566F373CE003712F5B5A66E384&outKey=V1294b2acf20053ef70c8f209038ea672d68a8f3a5345368ff8bbf209038ea672d68a&width=544&height=306
http://blog.naver.com/prettydr/2209006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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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의 7:33 제품은국내산흑미추출물을사용하여피부노화
방지에도효과적임

흑미추출물의효능

단백질 비타민B1 칼슘

<영양성분비교>

흑미 백미

안토시아닌

<항산화효과>

흑미 백미

대표적인항산화식품으로꼽히는블랙푸드, 그중흑미는다른블랙푸드
보다항산화성분인안토시아닌이풍부하여건강한피부를가꾸는데도움
을주는성분임

Chapter 7:33 소개 – 주요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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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리뷰

http://blog.naver.com/shhwyl9942/220904591255

Chapter 7:33 소개

http://blog.naver.com/sin8024/220900495494

http://blog.naver.com/shhwyl9942/220904591255
http://blog.naver.com/sin8024/22090049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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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걱정에안티에이징화장품을쓸수없었던모든지성/민감성
피부고객들에게 ‘달바’가트러블없는안티에이징을제안함

피부노화걱정에유명하다는안티에이징제품을쓰고싶지만,

혹시모를트러블걱정에불안해했던모든지성피부/민감성피부고객들에게

이제 d’Alba 가트러블걱정없는산뜻한안티에이징을제안합니다

Chapter Alb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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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손상 피부

 수분 손실  각질 과다 현상

기존의안티에이징제품들은각질위로작용하여피지배출이많은
지성피부의모공을막아트러블을유발하게됨

기존재생라인의메커니즘

손상된피부보호를위해과다하게생성된각질위로안티에이징 Oil이
모공을막아지성/민감성피부의트러블을유발함

식물성 오일 및 밤 타입 제형

Chapter Alb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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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
BHA 

화이트트러플
복합체

펩타이드&BHA복합체가묵은각질을정리하고화이트트러플이
피부신진대사를활발하게하여트러블걱정없이피부속을보호함

달바는약산성펩타이드&BHA&화이트트러플복합체로자극없이
각질을정리하여트러블걱정없는안티에이징을선사함

달바재생라인의메커니즘

불필요한 각질 제거

&피부 활성화

지성 손상 피부

 수분 손실  각질 과다 현상

Chapter Alb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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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걱정없는안티에이징라인구성

Chapter Alba 소개

노폐물 및 각질 정리 피부 정돈 및 수분공급 피부 보호

Peptide no sebum 

Mild Gel Cleanser

(300ml 29,000원)

Peptide no sebum 

Balancing Toner

(150ml 29,000원)

Peptide no sebum 

Repair Cream

(50ml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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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품모두 ‘화해’ 지정 20가지주의성분을단하나도사용하지않은
저자극안심처방화장품

Chapter Alb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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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달바제품은동화면세점, 갤러리아백화점및가로수길편집샵및
주요온라인몰에서판매중이며,

판매현황

1) 광화문점 2) 타임월드점 3) 압구정 본점, 판교점, 신도림점 팝업스토어 4) 가로수길 A.G.B, 신논현 크리마레 등

…

판매채널 (2017.03 기준)

동화면세점1

Beauty Select Shop4

한화갤러리아
백화점2

현대백화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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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과판교점등에서팝업스토어진행중

판매현황

현대백화점압구정본점, 대구점 현대백화점판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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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Show를비롯해뷰티커뮤니티, 매거진등다양한마케팅활동을
진행하여, 런칭기간대비빠르게인지도를높여가는중

마케팅현황

마케팅현황

TV뷰티쇼 PPL (달샤벳수빈)

Food X Beauty 콜라보이벤트 온/오프라인 매거진 & etc.



46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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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팩 #인샤워마스크 #스킨부스터

상품소개

특징 - 샤워중에서사용할수있도록흘러내리지않는겔포뮬라사용

- 보다간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스프레이타입으로개발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권장 - 아침등교, 출근준비등으로시간이부족한여성고객

- 보다간편한 1일 1팩을원하는고객

사용법 - 세안후얼굴에도톰하게뿌려지도록거리를두고 5~10회분사

- 샴푸및바디샤워후미온수로가볍게행구어줍니다.

성분 - HA Complex 다양한크기의히알루론산복합체로피부보습및
탄력개선솔루션

- Pure Medi 콜라겐생성을촉진하여피부주름및피부결개선에
도움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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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클렌저 #골드클레이클렌징밤 #항산화앰플클렌저

상품소개

특징 - 레티놀타입의어플리케이터로기존의 jar 타입의클렌징밤이
가지고있는위생이슈를해결함

- 흑미추출물과골드클레이로 2차세안없이올인원클렌징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권장 - 클렌징밤을보다위생적으로쓰고싶으신고객

- 부분클렌징을원하시는고객

사용법 - 마른얼굴에클렌징밤을적당량덜어줍니다.

- 1분가량피부결반대방향으로가볍게롤링하여줍니다.

- 미온수로유화단계를거친후물로충분히헹구어줍니다.

성분 - 프랑스 Auvergne 지역의 Clay : 피지와불필요한각질을흡착해
피부를산뜻하게매끄럽게관리해줍니다.

- 흑미추출물 : 항산화성분인안토시아닌을다량함유하여피부
노화를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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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오일세럼 #욕실세럼 #오일미스트

상품소개

특징 - 기존의미스트는편리하지만쉽게건조해지는단점존재

- 달바미스트세럼은토너 + 세럼 + 페이셜오일 + 미스트의 4가지
기능을올인원으로모은미백, 주름개선 2중기능성세럼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권장 - 아침등교, 출근준비로시간이부족한여성고객

- 보습제를바르는것이어색하고귀찮은남성고객

사용법 - 세안후 3~4회흔들어분사 (#욕실세럼)

성분 - 화이트트러플추출물 0.3%

- 아보카도오일, 해바라기씨오일, 비피다발효용해물, 

치아씨추출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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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수분크림 #임산부화장품 #유아화장품

특징 - 정제수대신연꽃수를사용한천연유래 95% 수분크림

- 인공향, 화학유화제, 화학점증제를식물성성분으로대체하여
임산부와 3세이상유아도사용가능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성분 - 화이트트러플추출물 2.9% 함유

- 연꽃수(46.55%) : 피부진정및피부산화예방효과

- 식물성콤플렉스 BSASM(특허 제10-0812596호): 천연복합
식물성성분, 피부진정효과

- 베리주스컴플렉스: 영양분손실이적은착즙공법천연원료

- 세라마이드엔피: 수분공급, 잔주름및각질감소

사용법 - 아침, 저녁세안후적당량을얼굴과목에펴바르면서흡수

상품소개

리필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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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크림 #미백수분크림 #실크메이크업크림

특징 - 앰플을농축시킨밤타입으로, 수분감과함께피부톤을밝고
환하게가꿔주는미백, 주름개선 2중기능성크림

- 피부에얇은막을형성하여미세먼지등외부자극으로부터
보호하며, 끈적임이없어데이크림으로사용에적합함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성분 - 화이트트러플추출물 2.9% 함유

- 다이아몬드파우더 : 뛰어난미백효능으로피부를투명하게

- Gigawhite: 스위스청정지역식물추출물로피부톤개선

- Pollustop : 피부보호막을만들어대기오염물질차단

사용법 - 데이크림으로메이크업전단계사용에적합

- 체온으로앰플밤을녹여고루펴바른후흡수시킴

상품소개

리필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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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크림 #주름개선크림 #안티에이징

특징 - 화이트트러플과고농축기능원료함유로피부에영양과탄력을
공급하는주름개선, 미백 2중기능성크림

- 고농축펩타이드함유로바르는즉시피부리프팅효과체감

- 피부자극테스트완료

성분 - 화이트트러플추출물 2.9% 함유

- 펩타이드콤플렉스 : 펩타이드, 비타민, 아미노산으로이루어진
성분으로세포의기능을강화시켜피부탄력향상

- LIFTOIN-XPRESS : 즉각적인리프팅효과로미세주름개선

- Defensil-Plus: 피부보호막으로보습및진정, 항염효과선사

사용법 - 고농축영양크림으로나이트크림으로적합

- 눈가, 이마, 팔자주름, 목등주름개선이필요한부위에사용

상품소개

리필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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