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s design Corporation
회사 개요

기업이념

경영이념

우리는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회사 입니다

우리는 안심 안전의 정책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만족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친애와 신뢰를 키우고, 배려 넘치는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에 공헌합니다.

1.기술혁신을 실현하는 연구 ・개발력
2.높은 퀄리티와 안전공급성을 갖춘 생산 기술력
３.콜라보레이션、디자인과 여러 부가가치 효과를
실현 하는 종합 기획력

-3개의힘 시너지-효과-

-안심,안전의 win&win&win-

연구
기술개발

Mars design
win

생산기술
품질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님
win

네일리스트
win

인사말
여자는 아름답게 빛나고 싶은 법 장식품으로서의 네일뿐만 아니라, 안심 안전한
상품으로 언제든지 건강한 손톱 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에 보석 젤은
태어났습니다. 고객님의 손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네일리스트의 목소리와
약학 박사 공학 박사 팀의 감수에 의해 보석 젤 7 가지의 정책이 생겨났습니다
진실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건강한 손톱 반짝 이는 아름다운 손톱에 보석 젤은 날마다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향후 연구에 반영될 것입니다.
의견을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마스 디자인은 "아름다움"은 조건, "건강"은 아름다움의 대전제 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사랑 받고, 기뻐 해주는 브랜드로 안심 안전을
기준으로 한 엄선한 제품 만들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대표 이사 사장 田ノ本 知乎

※Ｊｅｗｅｌｒｙ Ｊｅｌ은 등록 상표입니다

보석 젤은 10 년 전 자사 공장에서 태어난 순수 일본 제의 젤. 그냥 "장식품"이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수백
종류와 원재료 안에서 안전하고 좋은 것을 엄선하고 손톱에 친화적 인 빛나는 소크 오프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10 년 이상에 걸친 연구 개발을 거듭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7개의 정책ー

1

안심·안전
화장품 등록을 마친 일본
제 소크 오프젤. 식용 색소,
화장품 원료만을
사용하고 알레르기가
나오지 않는 (패치 테스트
끝남) 손톱에 친화적인
소크 오프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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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의 이유
약학 박사 · 공학 박사 팀
감수에 의한 자사
공장에서 일관된 연구 ·
개발 · 제조하여 안심 ·
안전한 품질과 상품
공급력을 실현했습니다.

비용
일본인이 좋아하는
중간색, 진주, 색상 등 300
색상 이상에 달하는
색상에 따라 조색
시간이나 작업을 대폭
인하, 얇게 발라도 발색이
좋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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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기 디자인
차광성과 디자인성을
겸비한 용기 디자인. 3 중
구조로 젤의 누출 어렵고,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향기 컨셉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의
소리에서 태어난 젤
특유의 냄새를 누르고
은은한 복숭아의 향기로
릴렉스 효과. "향기 나는
네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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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 기술
경화 후 수축이 적고,
셀프 레벨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급하기 쉽고, 적당한
점도가 있기 때문에
칼라 젤의 교반 불필요.
젤 두피 및 3D 아트 등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

총라인업
전체 시스템에 의해
일관된 제품 라인업으로
높은 시술 품질을 유지,
고객에게 브랜드
통일이라는 안심을
제공합니다.

보석 젤
블루, 옐로우, 그린, 형광 계, 파스텔 계열, 메탈릭 계열의 색상이 충실
총 젤 시스템이면서 일본인이 선호하는 중간색, 진주, 색상 등을 중심으로 한
칼라 젤을 전개. 아크릴 하드 젤뿐만 아니라 타사의 소프트 젤에 새로운 칼라
젤로 더해도 지금까지처럼 사용할 수있는 소크 오프젤. (새로운 유연한 젤
시스템 채용)
업계 톱 클래스의 고품질을 실현
화장품 제조 허가를 가진 국내 공장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테스트 끝냄)
손톱에에 백휭은 최소화하고 프라이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서류 정리 및 약품에
의한 손상이 없습니다. 아세톤으로 쉽게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얇게 발리는 데다 사용하기 쉬운 점도 감과 질감, 그리고 진화 한 셀프 레벨링
기능은 놀라운 사용 느낌을 실현. 젤 특유의 냄새를 억제 해 한층 더 릴렉스
효과가있는 과일 추출액을 함유. 신감각 "향기"네일.

베이스 젤
정착이 좋고 유연성도
뛰어나 오래 지속되며 간단.

논 샌딩베이스
샌딩 불필요 손톱 친화적
인베이스 젤.

확장 젤

UV LED 사용 가능으로 강도가
강하고 10mm 길게 내는 것이
가능.

컬러 젤
일본인이 좋아하는 중간색이
풍부하다. 내구성이 높고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다.

톱젤
윤기, 지속성이 뛰어난 소크
오프 타입.

논 와이프 톱

UV LED 사용 가능으로 닦아내는
것이 불필요 소크 오프 유형 。

철저한 추궁과 품질 관리

절대적인 안심과 안전을 위해, 자사 공장으로 부터
생산 라인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관리 체제도 자사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날마다 개량을 거듭하여
자신의 상품 관리 체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제품은 모두 샘플링되고 생산 된
것으로 호적을주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별도의 품질 정보를 꺼낼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안심과 안전」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Ｃｏｌｏｒｓ

네일 용품
문 펄 라이트

업계 최초의 미백 케어 기능자 LED라이트와 더블 라이트
설계의 CCFL라이트. 암레스트 기능도 겸비한 콤팩트
설계에서 손질도 간단하다.(의장 등록필.)

브러쉬

각각 용도에 따라 만들어진 브러쉬들. 털끝에도 연구가
되어 있어 , 자유로운 붓놀림이 가능하다.
문 펄 라이트

파일 버퍼

3Ｄ아트 파우더

프레 파 레이션 및 샌딩, 손톱 모양을 정돈하는데
적합한 사용하기 쉬운 형태와 품질.

3Ｄ아트 파우더

보석 젤과 혼합하는 것만으로 마음대로 엠보싱
아트를 만들 수있는 아트 파우더.

보석 온 네일 (액세서리)

실버 소재로,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네일
액세서리. 칠하기 편하고 높은 밀착성을 확보
12 별자리를 갖춘 핸드 메이드의 하와이안 쥬얼리.

브러쉬

케어 용품

보석 온 네일 (액세서리)

케어 용품

청소기, 리무버, 에탄올 등 케어 용품도 충실한 라인 업.
파일 버퍼

보석 젤 교육 시스템
보석 젤 이그제큐티브 교육자 및 프로젝트 팀에 의해 구축 된 "네일리스트의 네일리스트를 위한 시스템"이 보석 젤 교육 시스템입니다. 보석 젤의
정책이기도 한 「안심 · 안전」에 공감하고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안심 · 안전」을 제공하고 만족하실 것을 목적으로 섬세한 강습회 · 스터디 · 시험
등에 의해 네이리스트 지식 · 기술 향상을 목표로하는 것이, 네일리스트를 위한된다는 생각에서 구축되었습니다.。
Basic / Middle / Advance의 3 단계로 구성 된 스튜던트 과정은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습득 할 수있어 보석 젤 제품 지식까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 과정 수료 후 강사가되기위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Instructor · Educator의 2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코스 각
단계에 따른 디플로마가 발급됩니다.
학생 과정（3Step）
class

Basic

Middle

Advance

대상자

네일 기본 지식과 기술이있는 분 (JNA3 급 정도)

Basic 수료

Middle 수료

강습내용

・「안심・안전」의 정책
・ 7개의 컨셉
・ 교육 시스템
・ 손톱의 관한 지식
・ 위생 관리
・ 프레 파 레이션
・ 플로터
・ 그라데이션
등의 기본 강좌

・
・
・
・
・
・

디플로마

보석 젤 제품의 내용 성분과 성질
하드 젤과 소프트 젤의 차이
경화의 구조
마블
공작
프렌치
등의 레벨 업 강좌

・ 플라워
・ 그라데이션
・ 엠보싱 아트
등의 하이 업 강좌

수료자에게 발행

교육 과정（2tep）
class

Instructor

Educator

대상자

학생 과정 수료

Instructor으로 1년 이상 경과

강습 내용

Basic강습 내용 실기 시험, 필기 시험

Middle강습 내용 실기시험, 필기 시험

디플로마
부여 자격

합격자 발행 (요청 별도 비용) 희망자는 보석 젤 오리지날 브로치와 방패 구매 가능
Basic class 개강 자격

Basic～Advance class 개강 자격
（Advance class는 교육자 자격 갱신 후 담당 가능）

화장품

속눈썹 미용액, 손톱 용 영양 미용액 등 기존 브랜드의 화장품을
※

비롯한 백금 나노 입자 물을 배합 한 스킨 케어 화장품 (오리지날

브랜드)을 자사 공장에서 연구 개발, 날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 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살롱 도입 시스템 】
※

자신의 처방으로 백금 나노 입자 물을 높은 배합 안티 에이징 전문 화장품을 Dr.Takiko와 공동으로
철저하게 연구 개발 한 "Le CELLA BRIGHT"스킨 케어 화장품 시리즈는 병원 · 에스테틱 살롱 이
안심하고 도입하실 수 있도록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결과를내는 용역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지원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Ｄｒ.Ｔａｋｉｋｏ （高見瀧子 교토 대학 의학부졸）

※특허 · 국내 당사 독점 원료
백금 나노라고하면, 백금 나노 콜로이드가
일반적이지만, 특허 기술로 백금 나노에만하는 것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 백금 나노의 특성 ≫
·건강 · · · 활성산소제거
· 미용 · · · 피부 미용, 아름다운 모발, 안티 에이징
백금 나노 콜로이드는 피부 막에 효과를 기대할수
수있었습니다 만, 백금 나노 입자가 각질층까지
침투하여 멜라닌 색소를 분해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 번호：27CZ200163）

화장품 제조 판매업
（허가 번호：27C0X00545）

의약 부외품 제조업
（ 허가 번호 ：27DZ200183）

의약 부외품 제조 판매업
（ 허가 번호 ：27D0X00341）

ＯＥＭ의 안내
보석 젤은 OEM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 제 화장품 제조 메이커 만이 가능한 안심 안전한 오리지날 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오리지날 상품 만들기에서 소분 · 포장 등 자사 공장 자사 제조 특유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 · 의약외품의 OEM도 맡고 있습니다. 젤뿐만 아니라 안심 안전을 기준으로 기존 제품을 만들어드립니다.
패키지 디자인 및 판촉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추구가 가져 오는 안심과 안전

일본 국내 자사 공장으로 부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오랜 진화에 뒷받침 된 관리 체제가 안심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완전 방진 공장에서 제품 하나 하나 호적을주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화하는 관리 체제가 "절대적인 안심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회사 안내
회 사 명
설

립

자 본 금
주

소

TEL / FAX

주식회사 Mars design
2007년 4월
3,000만엔
〒532-0011 大阪府大阪市淀川区西中島3-3-2
TEL 06-6886-0668
FAX

06-6885-0668

대표자명

대표 이사 田ノ本 知乎

사업내용

화장품 제조, 화장품 제조 판매업, 의약 부외품 제조

거래은행

関西アーバン(간사이 아판)은행 野田阪神支店(노다한신지점)
三菱東京UFJ은행 新大阪駅前支店(신오사카역앞지점)
りそな(리소나)은행 新大阪駅前支店(신오사카역앞지점)

고

문

소속 단체

中室 克彦（摂南대학 공학부 생명 과학과 공중 위생 연구소 교수, 약학 박사）
NPO법인 일본 네일리스트 협회 법인 정회원
NPO법인 인터내셔널 네일 협회 법인 정회원
오사카 상공 회의소
오사카 상공 회의소 여성회
국제 소롭티 미스트 오사카-중앙
오사카 나니와 로터리 클럽
중소 기업가 동우회
윤리 법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