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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및 경영이념

‘ 꿈 과 희망을 담은 유아 스킨케어
유 아용 품 전 문 회 사’
㈜위니치에스앤디는 2002년 10월 15일 창설하여 유아용 스킨케어, 유아용품에 유통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창기 캐릭터를 이용한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에 주력하였다면, 현재는 캐릭터 용품 부문과 자사 브랜드
강화, 유아용품 및 기타 생활용품에 걸쳐 꾸준한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캐릭터로는 현재
뽀롱뽀롱 뽀로로, 미키와 친구들, 월트 디즈니 공주 시리즈, 위니 더 푸우, 겨울왕국, 뿌까 등의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니치의 경영이념
하나. 고객이 함께 하는 기업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여 제품의 연구,
개발,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나
고객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둘.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
우리는 우리의 제품이 생산,판매되어 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 및 파악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셋.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
우리는 제품의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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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PROJECT (VISION)

02

Win(Customer)
= Win(Company)

Vision of WE P1

고객만족
기업발전

cosmetics

Win-Win Game

baby products

characters

고객만족과 회사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목표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
이 되겠습니다.
Sales &
Distribution

Globalization
Project

Win(Employee)
= Win(Company)

Vision of WE P2

기업발전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유아용품 회사

자기개발
도전과 실험정신
인적자원 중시
정직과 성실
기반확충

브랜드 파워 증대

세계시장 확대

·시장확대 기반 구축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세계시장 진입

·고객 중심의 제품 다각화
·브랜드 파워 형성
·기술적 노하우 확보
·친환경적인 사업분야 확대

·독자적인 캐릭터 개발
·다국적 Global Marketing
·세계적인 유아 브랜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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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Company History)

2002년

(주)위니치에스앤디

법인설립

2002. 10. 15.

Sales & Distribution

2003

03월 디즈니와 라이센시 계약
05월 디즈니 캐릭터 스킨케어 제품 출시 10 SKU

2012

05월 월마트 전점 입점
06월 삼성테스코 전점입점
12월 지에스마트,수퍼 전점 입점

2004

05월 이마트 전점 입점

2005

02월 디즈니 수유용품 출시-젖병, 젖꼭지
05월 대만 <모던>사 4만불 수출
04월 디즈니 의류 출시

05월 KIMS CLUB PB상품입점
11월 뽀로로 판촉물 제작 (파우치, 카렌더)
12월 로보카 폴리 라이센시 계약

2013

03월 로보카 폴리 제품출시(유아용세탁비누)
05월 26일 창립 10주년
09월 홈플러스 PB상품 확대
10월 롯데 빅마켓 입점(스위트 프린세스 키즈세트)

2014

0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디즈니 포밍워시외)
03월 겨울왕국 스킨케어제품 4종 출시
04월 몽골 수출, 카자흐스탄수출
11월 뽀로로 울트라 모이스쳐크림 생산

10월 자체 브랜드 '사이언스' 제품라인 출시, 라인업

2015
2006

02월 디즈니 스위트, 토이시리즈 스킨케어 출시
02월 롯데마트 전점 입점
10월 까르프 전점 입점
11월 글로벌 완구 브랜드 Sassy 테스코 디스트리뷰터

2007

11월 경희대와 산학 협력으로 청피단(아토) 브랜드 출시
콤비,누비,마니또,치키치가등 많은 디스트리뷰터 상품을 운용

2016

02월 부즈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체결
03월 카스 스킨케어 제품 출시 및 겨울왕국 제품 확대
05월 뽀로로 중국 라이선스 계약진행
07월 본사 이전 - 일산 엠시티타워 15층
10월 뿌까 스킨케어라인, 및 바세린크림 제품 출시
12월 피규어 형태 용기 제품 개발진행
02월 베이비사이언스 수유용품 출시
02월 Everyday 제품 입점.
03월 베이비사이언스 모유저장팩 출시
06월 한경비즈니스 주최 2016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유아
목욕용품 및 스킨케어부문 수상

2008

2008년 테스코 PB 업체선정-수유용품 12SKU 납품
10월 아이코닉스와 뽀로로 라이센시 계약
11월 제품안전의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2009

2010

2011

03

05월 뽀로로 스킨케어 출시
12월 아토전문제품 아토리페어 출시-약국전용

07월 크롱,패티 스킨케어 출시 및 비누 출시
07월 일산으로 회사이전

03월 뽀로로 스킨케어 3기 리뉴얼
03월 뽀로로 썬크림 출시

2017

01월 뽀로로 조이 스킨케어 라인 런칭
03월 윈스타 스킨케어 체험단 행사
07월 영실업 시크릿 쥬쥬 라이선스 계약
08월 주토피아 스킨케어 라인 출시
08월 이마트 해외사업부 상품운영
10월 2017한국 품질만족도 1위 소비재(영유아스킨케어)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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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선 현황

(주)위니치에스앤디

주요 거래선-국내

거래선

구분
할인점

비고

이마트 일상용품팀/여성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TRU (토이저러스)
롯데 빅마켓
코스트코

(2008년 거래 이후 중단상태)

뉴코아/킴스클럽
월마트/까르푸/홈에버/지에스마트
슈퍼채널

회사는 없어지거나 합병 되었지만 모두 거래 했었음

GS슈퍼마켓(남강베이스)
Everyday(신세계)

총판대리점

전국

약국대리점

전국

일반대리점

전국

인터넷대리점

전국

백화점대리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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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라이센스사 캐릭터 소개

Korea
월트 디즈니 컴퍼니 (The Walt Disney) 는
디즈니로도 알려진 거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종합회사 입니다.
1923년 10월 16일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설립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가장 큰 할리우드 스튜디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6일부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되었고 미키마
우스는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공식 마스코트 입니다.

05
저희 ㈜위니치에스앤디 는
다년간의 라이센스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많은 유아용품 개발에 힘쓰고, 캐릭터의
장점을 살리고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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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라이센스사 캐릭터 소개

(주)아이코닉스

Korea_China

㈜아이코닉스 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마케팅 전문 회사입니다.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획력과 노하우,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개발과 캐릭터 비즈니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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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니치에스앤디 는
다년간의 라이센스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많은 유아용품 개발에 힘쓰고, 캐릭터의
장점을 살리고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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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라이센스사 캐릭터 소개

(주)

부즈

㈜부즈는
캐릭터 개발을 기반으로 상품화 사업 및 다양한 컨텐츠(애니메이션,
출판, 브랜드샵, 게임, 온라인 등) 사업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캐
릭터 브랜드 회사입니다.
2000년도에 탄생한 뿌까는 디자인, 컨셉, 미디어 등의 측면에서 차
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기존 저연령층이 중심을 이루던 캐릭터 시장
에서 10대, 20대 여성층에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홍
보를 펼쳐 월트디즈니, 위너브라더스 등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과
의 에이전트 파트너쉽을 맺으며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중동 등
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07
저희 ㈜위니치에스앤디 는
다년간의 라이센스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많은 유아용품 개발에 힘쓰고, 캐릭터의
장점을 살리고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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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브랜드 소개

사이언스

저희 ㈜위니치에스앤디 는
유아용품 전문 회사로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2005년 자사브랜드
‘사이언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은나노 제품군을 시작으로 2015
년 현재 수유용품 및 이유용기류, 빨대컵, 칫솔, 스푼 포크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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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소개

베이비 사이언스

뽀로로 조이 스킨케어

뽀로로 썬밀크
SPF 50+ PA+++

/ 코끼리 샴푸캡 / 기린 방수 턱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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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니치에스앤디 는
다년간의 라이센스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많은 유아용품 개발에 힘쓰고, 캐릭터의
장점을 살리고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해치지 않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위니치에스앤디 대표이사:양병두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오피스 15002호
Tel : 031-903-7026 Fax : 031-907-4463 고객상담실 : 080-569-5690 상담가능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일요일 휴무)

Wineach S&D 15002 M-city tower office, 195 Baengma-ro, Ilsandong-gu, Goyang-si,Gyeonggi-do, Rep. of KOREA

Tel : (82+31) 903-7026, 906-7096 C.S : (82+80) 569-5690 Fax : (82+31) 907-4463
Copyright ⓒ Wineach S&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