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m 희망의 달인

희망이음 신입 리포터

25세김 영 인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 희망을 전파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은
리포터로 전망 있는 중소기업을 알려 청년과
기업 모두 Win-Win하기를 소망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김승관군을 도우며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희망이음 프로 리포터

25세김 승 관

희망이음 서포터즈 7기

✓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중소기업 진흥에 큰 관심이 있다.

세심한 성격으로 작은 일하나 쉽게 넘기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선정과 인식개선에 전념을
다하는 중이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달인

기업 개요

Pygmalion
Dreams come true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Pioneer
Beauty Solution

(개척자)

Technology
Nano-Bio of 21C

(기술)

P ion Tech



㈜파이온텍

김태곤

2001년8월11일

기능성 화장품

85 명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오송생명1로 13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사업분야

직 원 수

소 재 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달인

나노바이오산업의 선두자
파이온텍 !

기업 개요







창립기 (2001.08 창업)

성장기

도약기

STEP.1

STEP.2

STEP.3

2001~2003· 2001.12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사업선정
· 2002.02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선정
· 2002.04 과학기술 전시회 발명왕 은상수상

2004~2006 · 중소기업청 수출유망 중소 기업 지정
· 대한민국 벤처대상 수상

· 기술혁신 중소기업 A등급 획득
· 일류벤처기업 지정

2007~2009 · 오송 본사 및 BIO 연구센터 설립
· 마케팅본부 확장 이전
· 스킨헬스 시장 론칭
· 나노-바이오코스메틱 론칭(Skin do)

도약기STEP.4

2010~2012· Skin Implant 병원시장 론칭
· 지식경제부 기술과제 선정
· 식약처 ISO CGMP 인증 획득

파이온텍 마케팅 원년현재

2013~2018 · 코스메슈티컬 시장확대
· B to B to C 비즈니스모델을통한국내/외시장확대

· 중소기업 진흥공단 월드클래스 기업선정
· 식약처 ISO CGMP 인증 획득

파이온텍 비전미래

2019~2020· Pision 2020 달성
· 오송2 생명과학단지 글로벌 Biz센터준공

· 코스메슈티컬 글로벌 NO.1

· 대통령상 수상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 제54회 충북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표창 수상
· 2017대한민국 중소기업의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기업 연혁 Pion-Tech History





달인을 찾아서

달인을
찾아보자

기업 탐방

달인 취재 현장

로비에
전시된

대통령상

파이온텍
제품체험관



▪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성분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움

▪ 경피흡수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피부 개선

▪ 끊임 없는 R&D를 통해 기능성 뿐만 아니라
▪ 안전성 확보





2018년 5월 파이온 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달인을 찾아서

기업 탐방

박명기 연구소장님과의
만남

연구실 내부 모습

우리 파이온텍
의 비법은…

달인의 기술이 완성되는
이곳이 바로

파이온텍 연구소입니다.











바이오 화장
품

코스메슈티
컬

제약분
야

▪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성분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
움

▪ 경피흡수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피부 개선

▪ 끊임 없는 R&D를 통해 기능성 뿐만 아니라 안전
성 확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달인의 비법

2화

고급 스킨 케어 전문 브랜드
High-end professional skin 
care brand

중국 현지 천연화장품 브랜드
Natural cosmetic brand available 
in China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이용한 그린 브랜드
Green brand with clean and untouched 
ingredients

77가지 성분으로 체운 고급 코스메슈티컬 브
랜드
High-end cosmeceutical brand 
infuesd

8FREE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Cosmeceutical brand free 
of 8 in

보통 화장품과는 다른 달인의 비법

화장품을 통한 희망의 달인

수분저지막 수분저지막에

막힘



수분저지막



바이오 화장
품

코스메슈티
컬

제약분
야

▪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성분 그리고 건강한 아름다
움

▪ 경피흡수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피부 개선

▪ 끊임 없는 R&D를 통해 기능성 뿐만 아니라 안전
성 확보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달인의 비법

2화

고급 스킨 케어 전문 브랜드
High-end professional skin 
care brand

중국 현지 천연화장품 브랜드
Natural cosmetic brand available 
in China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이용한 그린 브랜드
Green brand with clean and untouched 
ingredients

77가지 성분으로 체운 고급 코스메슈티컬 브
랜드
High-end cosmeceutical brand 
infuesd

8FREE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Cosmeceutical brand free 
of 8 in

보통 화장품과는 다른 달인의 비법

화장품을 통한 희망의 달인

효과적으로

유효성분을 전달





달인을 찾아서

기업 탐방

단체사진 촬영 및 기념품

꿈을 가진 청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달인 기업을 알리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달인 인터뷰

기업의 강점

Q. 인터넷 검색 창에 ‘파이온텍’을
검색하면 가장 첫번째

연관검색어가 ‘대통령상‘ 입니다.
지난 2017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청년 창업을 해서 17년 동안 연구개발에만 집중
해오다. 우리 회사가 3년 전부터 그동안 연구개발한 제

품을 가지고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
니다.

그 결과, 그동안 누적된 기술들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
면서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달인 평가
파이온텍 S.W.O.T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달인
파이온텍

희망의 S W

O T

Strengths(강점) Weaknesses(약점)
1. 화장품 시장에서의 존재감 부족
2. 강력한 소비집단인 20대에 대한

타겟 상품 부족

Opportunities(기회)
1. 유명 연예인을 통한 마케팅 광고
2. 지구적 시장 분석을 통해 수익 창출 구조

확립
3. OEM&ODM을 통해 견고한 재무 실적
4. 바이오화장품 시장의 유망성

Threats(위협)
1. 중국 외교문제로 인한 시장 축소
2. 화 장 품 시 장 에 서 의 거 대 한

경쟁기업

1. R&D에 대한 적극적 투자
2. 기업의 특색 있는 기술력(스피큘)
3. 뚜렷한 회사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파이온텍 S.W.O.T

기업 평가 분석





충북 대학교 오프라인 프로모션

2018. 10. 08 (월) 11:00~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

충북대학교 학생 약 250여명

충북대학교 학생들에게 희망
이음 프로젝트와 지역우수기
업에 대해 알린다.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희망이
음 프로젝트를 이어주는 징검
다리 역할을 한다.

일시

장소

참여 인원

내용

목적

오프라인 홍보활동

화제 몰이



오프라인 홍보활동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
해서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업
탐방과

㈜파이온텍 홍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희망
이음 프로젝트 기업 탐방과 기
업 정보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홍보

페이스북에 기업탐방 후
기를 작성하여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
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화장품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반응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
왔고 앞으로의 성장 또한 기대
할 수 있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입지가 높
아지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열정이 있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면 파이온텍의 도
전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가
밝고 웃음이 넘쳤다.

제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
시는 모습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는
곳이 싫은, 청년들에게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달인

파이온텍

촬영 소감



희망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이온텍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