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cal
Cosmetic

피부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약속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DMCK의 5가지 스킨케어 원칙

DMCK는 피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임상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원료를 

최적의 배합기술로 고품질의 뛰어난 효능을 갖춘 제품으로 생산하여 

피부 고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입니다.

DMCK 연구진들은 피부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과학, 신뢰, 자연, 전문 5가지의 바탕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피부
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성분과 고 효능의 엄선된 식물 성분들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PROJECT TO KEEP SKIN’S NATURAL VALUES
DMCK is a medical aesthetic brand that solves fundamental problems of skin by using the profound energy of various 
plants that exist around the world. Product performance is demonstrated by clinical studies carried out under 
dermatological control or consumer tests that assess satisfaction. All skincare products are meticulously selected 
ingredients for absolute effectiveness. We offer a unique experience with its professional skincare products.

DMCK specialists built up their whole skincare mind on 5 ideas : quality, science, trust, nature and professional. Every time 
the company launch a new product or break into a new market, they keep these 5 specializations in mind to provide the 
best of themselves for the customers’ satisfaction.

THE 5 SECTORS OF SUCCESS IN BEAUTY AND SKINCARE AREAS

안전한 원료 
최적의 배합비

피부를 위한
생명 과학

제품 효능을 통한
고객 만족 

피부 전문가의
노하우

자연 에너지
식물 유래 성분

QUALITY SCIENCE TRUST PROFESSION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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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 브랜드에만 의존하던 국내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인 뷰티 시

장의 발전에도 유독 더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DMCK는 국내 시장에 맞는 전문가 화장품의 절실함을 느끼며, 다양한 경험과 과학

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에 도전하였고, 피부의 균형을 잡아

주는 아로마테라피 요법을 기반으로 고성능 활성 성분을 이용한 메디컬 에스테틱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성장해 왔습니다. 20여 년간 에스테틱 및 병ᆞ의원 피부 전

문가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낸 DMCK는, 우수한 제품력으로 피부 문제의 개선

뿐 아니라 피부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으로 고

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정보와 교육자료에 목말라하는 에스테틱 현장을 위

해 DMCK는 또 한 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전문가를 위한 피부미용 매거진 <뷰티 갤러리>를 창간하

여, 에스테틱 시장의 뉴스와 전문가의 칼럼 및 글로벌 스파를 소개하는 자료뿐만 아

니라, 테라피스트들을 위한 테크닉과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에스테틱 시장의 정보 전달자 역할까지 충실히 이행하며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전문가 
화장품으로 
출발 에스테틱

전문매거진
창간

LEADING PROFESSIONAL COSMETICS
PUBLISHING AESTHETIC MAGAZINE

1999 2006

Back in 1999, the Korean aesthetic cosmetics market, which relied 
only on high-priced imported brands, showed slower growth despi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beauty market. DMCK felt the 
urgency of professional cosmetics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and challenged research of its own technology based on various 
experiences and scientific theories. We honed the expertise needed to 
create a very effective and aesthetic skin care solution and started as a 
professional Korean skin care line for this selective market. Having 
captured the know-how of aesthetic skin experts, we were able to take 
a step closer to its customers with promises to improve skin troubles 
as well as to offer safe products with aromatherapy. 

DMCK took on another challenge in cosmetic education for the 
aesthetic sector. By launching <Beauty Gallery>, the aesthetic salon 
magazine, DMCK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medical aesthetic 
brand by fulfilling its role as an informant such as aesthetic market 
news, specialized columns, and global spa as well as therapist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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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DMCK는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브랜드로 에스테틱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며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의 뜨거운 

관심으로 유명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백화점, 면세점, 메이저 홈쇼핑 런

칭 및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시코르, 롭스, 올리브영 등의 H&B 스토어까지 입점하

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가까워지며 홈에스테틱시장의 선두 브랜드

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홈에스테틱
선두 주자로 
우뚝

EMERGING TREND IN  
HOME-AESTHETICS

2015

The enthusiastic reviews of innovative skincare lines have spread 
widely through word of mouth, with more customers wanted to use 
our products at home as well as when visiting the dermatologists or 
aesthetician. We aimed to continue to pave the way for the emerging 
trend of in home aesthetics by allowing consumers access to 
treatments such as those performed at spas and dermatologic clinics. 
DMCK has gained popularity with ampoules and has entered 
department stores, duty-free shops, home-shopping, H&B stores and 
so on. By entering the off-line stores, the company has been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brand in the home-aesthetic market as it 
gets closer to customers through more diverse channels. 

현재 10,000여 곳의 에스테틱 및 스파에 입점되어 있으며, 전문가 시장을 넘어 올

리브영 670개, 롭스 140개, 시코르 23개, 롯데 온앤더뷰티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브랜드로서도 확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태국 홈쇼핑 방송을 런칭하는 등 유통망을 확대

하여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러시아, 유럽,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여 기반을 다지며 세

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

GLOBAL BEAUTY BRAND 

2020

DMCK is currently entered in 10,000 aesthetic and spa salons, and 
has expanded beyond the aesthetic cosmetics market to H&B Stores 
(670 OLIVE YOUNG, 140 LOHB’S, 23 CHICOR and 1 LOTTE ON AND 
THE BEAUTY Stores) and continuing its solid growth. DMCK has 
expanded its distribution network by establishing corporations in China 
and Vietnam. We are expanding its distribution network to strengthen 
its foundation and grow into a global brand by entering not only Asian 
markets but also Russian, European and U.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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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d the No. 1 rating in customer satisfaction in cosmetics in 2017

JTBC TV Drama <Woman of Dignity> sponsored by DMCK

Sale record has been sold out for Lotte Home Shopping  

Clean Ac Plus Ampoule launched on Lotte Home Shopping Channel 

Participated in <2017 Korea Style Week Plus Collection> 

<The 24th Grand Prize of Korean Culture Entertainment> 'Medical Cosmetic Grand' Prize 

Clean Ac Ampoule NAVER Shopping Essence Part 1st

Cosmetic section <DMCK Clean Ac Ampoule> Power Brand Selection 

Signed an industry-academy partnership with Jungwha Arts University 

<Beauty Cosmetic Grand Prize> for Korean Culture Awards 

Exclusive sales agreement with CIMAPREM in France  

Cultural Entertainment Grand Prize Awarded <Beauty Cosmetic Grand Prize>

Publication of the monthly issue of Beauty Gallery 100

France Medical Cosmetic <DMCF> launched

Launching medical cosmetics brand <DMCK>

Korea Culture & Entertainment Prize Organizing Committee <Aesthetic Culture Grand> Award

Export contract with ORIC (China) 

Export contract with Nhan Sac Viet Co., Lte (Vietnam) 

Crowned the best of beauty brand award in 2010

Launched naturalism Swiss cosmetics <DMC> 

<Beauty Gallery> was published

Woori Trade was established

Professional Cosmetics <COSPHAM> established

KBS JOY <셀럽뷰티> 뷰티템 ‘에이피엘 아이스크림’ 선정

인도네시아 에스테티션 대상 DMCK 스파 프로그램 교육 진행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온앤더뷰티 DMCK 팝업스토어> 운영

신세계 뷰티 편집숍 <시코르 아일렉스 홍대점> 입점

베트남 DMCK 공식 법인 설립

<2019 BAZZAR BEAUTY> 시코르 앰플 부문 최고의 제품 선정

신세계 백화점 <시코르 명동점> 입점

<2019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코스메틱부문 대상 수상

중국 <2019 제11회 메이이(MEIYI) 어워드> 수상

<카카오 메이커스> 입점

H&B스토어 <올리브영> 입점

<클린 아크 앰플> 특허증 취득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온앤더뷰티> 입점

<롯데면세점 소공점> 입점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용산 아이파크몰> 입점

중국 <2018 제10회 메이이(MEIYI) 어워드> 수상

<중국 샤오홍수> 입점 및 (RBTG & 페르소나) 마케팅업무 제휴 협약

KBS 주말드라마 <같이살래요> 제작 지원

클린아크 플러스 앰플 <태국 홈쇼핑 ‘True GS’ 방송> 런칭

<신라면세점 서울/제주점>입점

롭스 94개점 공식 입점

<한지혜>DMCK 브랜드 모델 선정

‘APL Ice Cream’ was selected for KBS JOY Beauty Item

Offered spa training program for Indonesian aesthetician  

Entered a pop-up store at Lotte World Tower ‘On and The Beauty’

Entered the Beauty multi-shop ‘CHICOR’ in Hongdae

Established Vietnam Corporation  

Clean Ac Ampoule was selected the best Chicor’s ampoules of <2019 BAZZAR BEAUTY> 

Entered the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ICOR’ in Myeongdong

Earned the No. 1 rating in customer satisfaction in cosmetics in 2019 

Crowned the Chinese cosmetics industry award – the 11th Meiyi Award 

Store in <Kakao Makers> 

Store in <Olive Young> drugstore

Acquired patent for <Clean Ac Ampoule>

Entered the ‘On and The Beauty’ in Lotte World Tower 

Store in Lotte Duty-Free Shop in Sogong 

Entered Kakao Talk’s in-app gift shop

Entered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ICOR’ in YongSan I-Park Mall

Crowned the Chinese cosmetics industry award – the 10th Meiyi Award

Entered Xiaohongshu and signed an agreement on a partnership in marketing 

KBS TV Drama <Marry Me Now> sponsored by DMCK 

Thailand’s Home-Shopping channel ‘True GS’ sold Clean Ac Plus Ampoule 

Entered Shilla Duty Free Shop in Seoul and Jeju 

Entered 94 stores in LOHB’s (Lotte H&B Store)  

Ji-Hye Han has been selected as the new muse for DMCK 

HISTORY
DMCK는 2005년 설립되어 전문가용 피부관리 제품의 효능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과 만족할만한 효과, 간단한 사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된 피부 고민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로마와 천연 식물에 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피부 관리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에스테틱 화장품 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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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선정

JTBC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협찬

롯데홈쇼핑 3차 방송 매진

롯데홈쇼핑 <클린아크 플러스 앰플> 런칭

<2017 코리아 스타일위크 플러스 컬렉션> 참가

<2016 제24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메디컬 코스메틱 대상 수상

클린 아크 앰플 네이버쇼핑 에센스 부분 매출 1위 달성

코스메슈티컬부분 <DMCK클린아크앰플> 파워브랜드 선정

정화예술대학교 산학협력사 체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뷰티 코스메틱 대상> 수상

프랑스 CIMAPREM사와 독점 위탁 생산 계약체결

문화 연예대상 <뷰티코스메틱> 대상 수상

월간 뷰티갤러리 100호 기념호 발행

프랑스 메디컬 코스메틱 <DMCF>런칭

메디컬 코스메틱 <DMCK>런칭

㈜대한민국문화연예시상조직위원회 <에스테틱 문화대상> 수상

중국 ORIC(북경) 수출 계약

베트남 Nhan Sac Viet Co.Lte(호치민)수출 계약

<2010 올해의 뷰티브랜드 대상> 대상 수상

스위스자연주의 <DMC> 런칭

<뷰티갤러리> 창간

<우리무역> 창립

전문가용 화장품 <코스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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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K was established in 2005 as a subsidiary of Woori Trade, a professional brand that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cosmetics used in hospitals, spas and aesthetics. Our philosophy emphasizes the efficacy and practicality of 
professional skin care products, and is grow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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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C AMPOULE
Beauty solution with no more signs of skin troubles.
Deliver the faith of beauty by a soothing ampoule!

Brings the nature to you 
   Sensitive skin care solution

All green by EWG

Suitable for Troubled Skin

Clinically Tested for Acne Skin Type [Tested by Dermapro]

Contain natural herbals from Switzerland

Created with unique Korean researchers

Why is it so special?

Skin Calming Pore Refining Sebum Control Soothing

Do you want trouble-free skin?
Clean Ac Ampoule is the right solution.  

Skin soothing care
Precious herbal gift

Different kinds of 
Swiss herbals
Our ingredients are safe, 
effective and scientifically 
formulated from natural sources. 

110%
Water
Contains Chamomile 
Flower Water 

99%
The ingredients are 99%
Green by the EWG standard

Calms irritated skin
 and helps to control 

excess sebum.

Protects the skin from 
damage and provide 

deep softening.

Nourishes the skin 
naturally, making it 
soft and smooth. 

Provides moisture retention 
and makes the skin 
moist and supple.

TEA TREE 
CALMING

PROPOLIS
PROTECTING

WITCH HAZEL
NOURISHING

CHAMOMILE
MOISTU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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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Ac Ampoule

10ml / 10ml x 3pcs
30ml / 30ml x 2pcs

10ml / 10ml x 3pcs
30ml / 30ml x 2pcs

It helps keep the skin healthy and prevent skin problems. The contained Propolis and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against bacteria that cause skin 
blemishes and helps to restore damaged skin.

OILY
ACNE

Hydration Ampoule

By containing Shea Butter that contains abundant Vitamin E and Carotene, it has excellent 
moisture supply and instantly supplies moisture to strengthen the skin’s moisture retention. 
Protects skin from external stimulus and improves skin.

ALL TYPE
MOISTURE

AMPOULE LINE

하이드레이션 앰플

클린 아크 앰플

피지생성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진정 및 여드름성 피부사용에 적합한 티트리 성분과 프로폴리스추출물 성분이 
피부 고민을 진정시키고, 트러블 흔적을 지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E, 카로틴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쉐어버터 함유로 수분 공급력이 뛰어나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피
부의 수분 보유력을 강화시켜 주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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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 / 10ml x 3pcs
30ml / 30ml x 2pcs

WRINKLE

Elixir Plus Ampoule

Highly concentrated wrinkle care ampoule 
that applies smoothly to the skin with silky 
milky nutrition. Peptide ingredients derived 
from various plants such as soybean poly 
peptide provide rich nourishment to the skin 
and keep the skin elastic so that it offers a 
sense of blossoming volume upon the 
moment of application. 

AMPOULE LINE

NUTRITION

엘릭시 플러스 앰플

Vitamin C Ampoule

10ml / 10ml x 3pcs
30ml / 30ml x 2pcs

It helps reduce the appearance of pigmentation 
as well as providing a smoother and more even 
skin tone. The natural extracts including Sea 
Buckthorn Fruit Extract help to balance and 
elasticize the skin texture while moisturizing and 
soothing it. It brightens your complexion and 
gives you an immediate radiance look.

MOISTURE
WHITENING

비타민 C 앰플

항산화 작용으로 칙칙해진 피부 톤을 정화하고 피부의 안
색에 활력을 부여합니다. 영양 보습막을 형성하여 유효 
성분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피부를 환하고 탄탄하게 케어
하여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0ml   
10ml X 3pcs

WRINKLE

Clean Ac Plus Ampoule

It has double functional effects compare with 
Clean Ac Ampoule. It contains Witch Hazel 
Extract and Tea Tree Leaf Oil, which help to 
soothe and calm the skin from external 
irritation and enhance your skin barrier. This 
product has been clinically test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reating mild to moderate 
inflamed acne blemishes. 

SENSITIVE

클린 아크 플러스 앰플

99%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안전도 EWG 그린 등급 인
증 완료된 제품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은 
물론 주름개선 효과에 따른 항 노화 및 민감성 피부 적합 
인증이 완료된 프리미엄 앰플입니다.

실키한 우윳빛 영양으로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는 고농축 
집중주름 관리 앰플입니다. 대두폴리펩타이드 등 다양한 
식물유래 펩타이드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풍부한 영양을 
전달해 피부를 탄력있게 가꾸어주어 바르는 순간 탄탄하
게 차오르는 볼륨감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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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l X 10pcs   
2ml X 20pcs

Blanc Ampoule

2ml X 10pcs   
2ml X 20pcs

It manages the skin barrier and improves the 
tone to stop the harmful effects of time and 
external aggressors. With the power of 
Niacinamide and Rosewood Oil Extract, the 
skin looks lighter and brighter. Reduce the 
appearance of pigmentation to possess a 
radiant and smooth skin.

AMPOULE LINE

Moite Ampoule

2ml X 10pcs   
2ml X 20pcs

Fulfilling hydration effect with the power of one 
bottle that enhances the skin’s moisture level. 
Overwhelming nourishment and outstanding 
moistures from sea grape extracts soothe dry 
skin, and the full moistures of hyaluronic acid 
moisturize dry skin. 

MOISTURE WRINKLE

Elixir Ampoule

A carefully collected mixture of natural 
ingredients, such as Camellia Sinensis and 
Grifola Frondosa Extracts, that helps to own 
a smoother and healthier skin. An anti-aging 
treatment gives a well improved and younger-
looking skin. 

NUTRITION
WHITENING

모이뜨 앰플 블랑 앰플 엘릭시 앰플

피부 수분 레벨을 올리는 한 병의 힘으로 속부터 차오르
는 수분감 효과가 있으며 바다포도추출물의 넘치는 영양
과 탁월한 수분력으로 지치고 건조한 피부를 달래주고, 
히아루론산의 가득한 수분을 통해 푸석한 피부를 보다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집중적인 화이트닝 케어로 피부 속 멜라닌을 꼼꼼하게 닦
아내어 피부 투명도를 높여줍니다. 미백 기능성 고시성분
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로 피부의 변색 유도 성분들을 
막아 균일하고 밝은 피부톤 효과를 부여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콜라겐 성분 함유로 힘없는 피부 속에 집중적인 탄력과 
팽팽한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부여하며 주름 개선 고시 
성분인 아데노신 함유로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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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l14ml OILY ACNE

AMPOULE LINE

WRINKLE NUTRITION WRINKLE NUTRITION

Calm and Down Ampoule

Bakuchiol, which is contained in patented 
substance Sytenal® A, moisturizes the skin 
and helps the skin with its oil moisturizing 
balance. It also cleans oily skin with salicylic 
acid that is effective in removing dead skin 
cells. 

24K Luxe Gold Ampoule

30ml

The rich mineral content of 24K pure gold 
nourishes the skin and completes a glossy 
skin texture. It contains the functional 
ingredients of niacinamide and adenosine, 
which targets appearance of radiance and 
fine lines. 

Triple Capture Ampoule

This product contains collagen and peptide 
derivatives extracted from toxic ingredients 
(derived from snake, bee, and jellyfish) that 
went through aseptic purification. These 
ingredients help eliminate fine wrinkles 
caused by aging skin, tidying the skin line to 
be firmer and smoother.

무균상태의 정제과정을 거친 독성분(뱀, 벌, 해파리)에서 
추출한 펩타이드유도체와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 주름에 도움을 주어 흐트러진 피부선
을 탄력있고 매끄럽게 관리해 줍니다.  

24K 순수 골드의 풍부한 미네랄성분이 피부 속부터 케어
하여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며 건강하고 윤기있는 피부
를 완성해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의 기능
성 성분 함유로 안색정화 및 주름개선 효과까지 더해주는 
토탈 앰플입니다. 

특허물질 SytenolⓇA에 함유된 바쿠치올은 피부 보습을 
통한 유수분 밸런스 관리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며 각
질 제거에 효과적인 살리실릭애씨드를 통해 지성 및 여드
름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어 줍니다.

캄 앤 다운 앰플 트리플 캡처 앰플 24k 럭스 골드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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