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ver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버드 

Deliver the best value. 

BUD 
BIG UP DRAGON 



ABOUT 

BUD 
버드는 꼭 필요한 성분만으로 최고의 가
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소비자 중심인 기업, 버드 
COMPANY 

CEO 

BUSINESS AREA 

ADRESS 

CONTACT 

주식회사 버드 

이태훈 

브랜딩/제품 개발/유통, 화장품/미용기기 

경기도 화성시 기산말길 54-3 

budup@budkorea.com 

BUD 



CEO 

실사업부 

영업 R&D 디자인 마케팅 생산구매 

지원사업부 

전략기획 재무 경영지원 영업지원 

ORGANIZATION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들
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각 분야에서 최고의 비즈
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BUD 



MANUFACTURE 
BRANDING 

BEAUTY 
DEVICE 

SKIN 
CARE 

MASK 
PACK 

BUSINESS 

AREA 
버드는 지식, 경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입니다. 

화장품에서 더 나아가 미용기기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홈+에스테틱 분야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DISTRIBUTED 

BUD 

BUD 



PRESS & 

MEDIA 
다양한 대외 활동, 공신력 있는 수상실적 
등 언론에 비친 웰더마는 밝은 내일을 향
해 걸어갑니다. 

BUD 



PRESS & 

MEDIA 
다양한 대외 활동, 공신력 있는 수상실적 
등 언론에 비친 웰더마는 밝은 내일을 향
해 걸어갑니다. 

BUD 



7000만장 

판매 돌파 
단일 품목 기준 최대 판매량 

마스크팩의 신화!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마스크팩 

BUD 



롯데홈쇼핑 매진 

&1위 달성 
크림부터 마스크팩까지 브랜드 웰더마

의 연속 매진 행렬!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2021년 상반기 롯데홈쇼핑 
화장품 카테고리 1위 달성. 

BUD 



웰더마 플래그쉽 

스토어 명동 오픈 
국내외 고객의 제품 체험 및 경험 중심 마케
팅을 위한 브랜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BUD 



글로벌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 상해, 홍콩, 
일본, 베트남 등 현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에 참가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웰더마의 여정입니다. 

BUD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 
종합몰 및 네이버 쇼핑,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쿠팡 등 다양한 오픈마
켓과 소셜커머스에 입점되어 있으며 쇼피, 
아마존, 국제티몰 등에 해외 온라인 몰에
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BUD 



국내외 

오프라인 판매처 
국내외 전역의 11,440여개의 입점 매장
에서 웰더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BUD 



웰더마 

in SNS 
누적게시물 12만건 이상 

누적조회수 120만회 이상 

*2021.10 기준 

BUD 





LAUNCHING 2014 

버드와 함께하는 웰더마의 시작 

웰더마 WELLDERMA 

01. 

콜라겐 

COLLAGEN 

03. 

카렌듈라 

CALENDULA 

04. 

시카 

CICA 

 

05. 

미용기기 

BEAUTY 

DEVICE 

06. 

기타 

ETC 

02. 

티트리 

TEA TREE 

BUD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토너 / 100ML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에멀전 / 100ML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크림 / 50G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미스트 / 150ML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하이드로 세럼 / 50ML 

웰더마 사파이어 저분자 마린 콜라겐 퍼펙트 클렌징 폼 / 
150G 

주요 성분 : 콜라겐 

기대 효과 : 탄력, 광채 

COLLAGEN  콜라겐 



웰더마 프리미엄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피팅 마스크 / 
25MLx4EA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에센셜 마스크 / 25Gx10EA 

웰더마 콜라겐 임팩트 사파이어 아이마스크 / 60EA 

 

주요 성분 : 콜라겐 

기대 효과 : 탄력, 광채 

COLLAGEN  콜라겐 



웰더마 사파이어 저분자 마린 콜라겐 클렌징 듀오 

웰더마 사파이어 콜라겐 임팩트 스페셜 세트 

주요 성분 : 콜라겐 

기대 효과 : 탄력, 광채 

COLLAGEN  콜라겐 



웰더마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토너 / 150ML + 100ML 

웰더마 차이슬 티트리 수딩 버블 톡스 에센스 / 150ML 

웰더마 차이슬 티트리 아쿠아 톡스 크림 / 50G 

웰더마 차이슬 티트리 허브 톡스 필링 팩 / 150ML 

웰더마 차이슬 티트리 수딩 앰플 마스크 / 25Gx10EA 

 

주요 성분 : 티트리 

기대 효과 : 수분, 진정 

TEATREE  차이슬 



웰더마 카렌듈라 카밍 순 토너 / 150ML 

웰더마 카렌듈라 카밍 순 에센스 / 100ML 

웰더마 카렌듈라 카밍 순 크림 / 80G 

웰더마 카렌툴라 카밍 순 클렌징 패드 / 60EA 

주요 성분 : 포트마리골드꽃 

기대 효과 : 수분, 진정 

CALENDULA 카렌듈라 



웰더마 카렌듈라 카밍 순 마스크 / 25Gx10EA 

웰더마 카렌듈라 카밍 순 스페셜 세트 

주요 성분 : 포트마리골드꽃 

기대 효과 : 수분, 진정 

CALENDULA 카렌듈라 



웰더마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앰플 세럼 / 50ML 

웰더마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데일리 크림 / 50 ML 

웰더마 프리미엄 시카 트리트먼트 리페어 피팅 마스크 / 
25MLx4EA 

주요 성분 : 병풀 

기대 효과 : 재생, 진정 

CICA 시카 



웰더마 익스텐더블 진동 페이스 & 바디 브러쉬 

웰더마 실리콘 진동 클렌저 피쉬  

웰더마 실리콘 진동 클렌저 피쉬 RV 

BEAUTY DEVICE  미용기기 



웰더마 페이스 리프팅 다크 실버 롤러 

웰더마 페이스 리프팅 진동 롤러 

웰더마 페이스 리프팅 패드 

웰더마 페이스 & 아이 쿨링 마사지 스틱 

BEAUTY DEVICE 미용기기 



웰더마 지플러스 어스마린 모이스처 에센스 / 30ML  

웰더마 지플러스 실버 펩타이드 앰플 / 30ML 

 웰더마 지플러스 24K 골드 에센스 / 30ML 

웰더마 쿨링 선 스프레이 / 180ML 

웰더마 쿨링 & 프레시 풋 스프레이 / 180ML 

기타 ETC 



웰더마 온열 아이마스크 / 10EA 

웰더마 온열 멀티 패드 / 10EA 

웰더마 곰도치 폼 클렌저 (블랑쉐/아이시/펩) / 60ML 

기타 ETC 



BIG UP DRAGON 

THANK YOU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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