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후 얼굴이

진짜 내 얼굴 !

#1 브랜드아이콘



믺새롬 [개코의오픈스튜디오]

수 년갂 K-Beauty 분야에서 SNS

계정을 운영하며, 한국 최고의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로 홗동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젂폭적읶 지지를 받으며

„믿고 보는 개코‟라는 평가를 받는다.



믺새롬이 제공하는 가치는,

단숚히 아이돌이나 만화의 주읶공을 동경

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리만족하는 데

에서 그치지 않고,、실제 소비자로 하여금

오늘보다 예쁜 내읷을 메이크업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作家

模特

演讲师

彩妆师

色彩研究家

博主



소녀시대 서현 메이크업

보그 화보 촬영 메이크업

배우 채시라, 소녀시대 유리







오늘보다예쁜내읷

날따라해요 롬앤!

#2 브랜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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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Romantic Love

Women Friendly

NAME

SAEROM의 [ROM] 

소통과 협업의 [AND] 

SYMBOL

HEART – Love Yourself

& - Live Together 



Keywords

Content ProductConten+duct

뷰티크리에이터 : #신뢰 #젂문성 #정성

옆집언니 : #생얼 #척하지않는 #수다스러운

여성중심 : #자아사랑 #독립적인 #공감

#젂문성 : 메이크업샵에서 받은 듯핚

#실용성 : 초보자도 접귺하기 쉬운 컬러조합

#트렌드 : 20대가 환호하는 유니크 케이스

소비자반응

“SAEROM(개코)님 영상은 정말 길지만, 읷단 보기 시작하

면 시갂이 금방 가요. 그만큼 알찬 내용이 많고 다른 유튜

버처럼 보정을 많이 하고 예쁜척만 하지도 않구요. 말많

음주의는 정말 옆집언니처럼 친근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

습 항상 응원해요!”

소비자반응

“받아보고 소리질렀어요! 케이스 졲예로워요. 영롱한 마

블패턴 완젂 취저당했답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처음

써보는데요, 확실히 쿠션보다 지속력이 오래가네요. 아이

섀도도 겁나서 잘 못했었는데, 롬앤 아이팔레트로 상세페

이지 보고 따라서 했더니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어요.”



Position
고가

대중성 젂문성

저가

PONY
EFFECT

3CE

BOBBI BROWN
MAC

CHANEL

TOMFORD

YSL

DIOR

VDL

ROMAND

BBIA

PERI
PERA

ETUDE
HOUSE

２０-３２

구매력 있는 대학생부터

스스로 가꾸기를 즐기는 직업 여성

해외 명품에 귺접핚 품질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인정

중고급 메이크업 브랜드



Place ：중고급 고객군이 군집핚 채널에 집중

on-line off-line

C2C Marketplace

Beauty Mall

Dept. Store

Social Commerce

Duty free

Street Market 

Beauty Drugstore

Dept. Store

Super Market

Duty free



Place : 콘텐츠 협력이 가능핚 유통채널 우선（예 : 신세계 백화점의 콘텐츠 제휴)



Place : 콘텐츠 협력이 가능핚 유통채널 우선（예 : 모델 에이젂시 에스팀 / 믹샵과의 제휴)



Content ：메이크업의 파워



Content ：쉽게 따라하는 메이크업

사용자가 쉽게 따라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표현과

접근성이 뛰어난 채널이 필수요소



Promotion : 사람 + 콘텐츠 + 소통

구독자층

호평수집

구독자의 친구

긍정적 입소문 양산

타겟 고객층

Push보다 Pull 니즈확보

〉이벤트 확장

…..

브랜드는 매개체가 되어,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와의 관계를 형성, 

구독자층을 시작으로 같은 모델을 카피해 나감.

왕홍1 왕홍2 왕홍3



Launching ：NAVER 쇼핑에서 2위 검색 브랜드 등극



Launching : 출시 1달 후 수천 개의 자연 입소문 후기 생성



Launching ：ROMAND 의 주고객군은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미혼여성



Launching ：출시 후, PONYEFFECT 와 3CE 의 네이버 검색량을 상회



ROMAND.CO.KR

HOMEPAGE



성형하지않았다

롬앤_메이크업

#3 상품소개



#여성취향 #영롱 #마

블



#효과가분명핚 #고발색



#수정화장필요없는 #지속력



Perfect Fitting Foundation

KRW 36,000

“하루종읷 수정화장 안 해도,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지속력에 비해 발림성도 좋고, 
모공이나 잡티커버도 잘 돼요.

드디어 읶생파데를 찾았네요!”





Matt Lipstick

KRW 18,000

“컬러가 정말 다 예뻐요. 아마 누구
라도 취향에 맞는 2~3개는 고를 수
있을걸요? 자석 금속 케이스도 완
젂 고급스럽네요.

다른 매트립스틱에 비해 잘 발리고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밥 먹어도
안 지워짐! 각질부각도 생각보다 안
되구요.”



3.5g



Perfect Styling Eye Palette

KRW 44,000

“눈 화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컬러의 조합은 홖상아에요.

한 번도 섀도를 안 써본 사람도
이거 하나만 따라 쓰면
실패할 읷 없을 것 같아요.”



16g
#GLAM_DAY (10colors)

#TEMPTATION_NIGHT(10colors)



Multi Duo Blush

KRW 26,000

“사실 치크블러셔는 촊X처럼 홍당무볼
될 까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는데,

은은한 발색이라길래 용기내봤어요.
결과는 대성공! 혈색을 되찾았네요.”





Easy Cover Foundation Brush

KRW 19,000

“브러쉬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붓자국이 남을까봐였는데,

롬앤 브러쉬는 모가 짧고 촘촘해서
그런지 정말 자국 없이 잘 발려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네요. 이제 손으로는 못하겠어요.”



Pro Blending Foundation Puff 

KRW 3,500

“완젂 쫀득쫀득 느낌 좋아요!
다른 데들꺼랑 다른데요?

물 먹이면 엄청 커지는데,
촉촉 물광메이크업 필수품이네요.”



ROMAND BOOK & Mixing Pallette

＃한정수량

“읷반 광고 브로셔가 아니네요?

개코님 책처럼 상세하게 요읷별
화장법이 소개되어 있어서 좋아요.

믹싱팔레트도 개코님 명함에서 봤었는데,
완젂 잘 쓰고 있어요.”



아침부터저녁까지

수정화장필요없는

#４ 화보컷모음





월요일

#오피스룩



화요일

#치얼업룩



수요일

#시크룩



목요일

#소개팅룩



금요일

#불금룩



ROMANDtic 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