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osm&Tic Assist 

사무실: MILAN-GENOA-ROME(ITALY) & 8 INTERNATIONAL COOPERATIVE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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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컨설팅 

                  

                             

    화장품&미용                                                   스파&웰니스                                                  식품 보충제                                         제약&의료기기                                       살균제품&세제&위험물질 

사무실: MILAN-GENOA-ROME (ITALY) & 8 INTERNATIONAL COOPERATIVE OFFICES 

이메일: INFO@COSMETICASSIST.COM 전화번호 Office:+390107317991 Mobile:+393471233816 

EU/USA 웹사이트: WWW.COSMETICASSIST.COM   중국 웹사이트: WWW.COSMETICASSIST.ASIA 

COSM&TIC ASSIST 는 360°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COSM&TIC ASSIST 는 “COSM(화장품)” 업계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TIC(총 산업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확대했습니다. 식품 보충제부터 

의료기기, 제약, 살균제품, 음식, 화학물질, 위험물품, 세제까지, 귀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의 360 ° 컨설팅이 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mailto:INFO@COSMETICASSIST.COM
http://www.cosmeticass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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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미용 

규제: 담당자, PIF, 안전 평가, CPNP, FSC, 라벨링, 화장품 안전 모니터링. 

제조: 화장품 및 제형 개발 및 지원, R&D 재료 및 원료, 기술적 화장품학 교육, 제품 워크숍의 

준비/시작/기술적 방향, 프로토콜 초안 작성 및 절차 진행 지원 

품질: 화장품용 GMP 지원(ISO 22716), ISO 90001 지원, 1 부/2 부/3 부 감사, 인증 지원(ISO 

9001, ISO 22176), 개별 교육 코스, 인하우스 직원 교육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코스메틱 컨설팅(커뮤니케이션 및 

영업), 과학적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지향적 화장품학 교육, 마케팅 캠페인 및 새로운 도구 

개발, 커뮤니케이션 코스, 심리학적 마케팅 코스. 

국제 수출입 : 세관 컨설팅 (수입 및 수출), 국제 세금, 국제 프로젝트, 계약 및 국제 무역, 수출 

점검 (1 ° 및 2 ° 수준), 수출 계획 회사에 대한 초안 작성 또는 운영 체계적인 지원,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를위한 네트워크 및 도구, TEM (임시 수출 관리자) 및 / 또는 DEM (디지털 수출 

관리자) 서비스, 수출 및 국제 계획을위한 임시 컨설팅 및 시장 조사,  전 세계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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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웰니스 

디자인: 웰니스 레이아웃 디자인, 웰니스 구역 리뉴얼 

관리: 스파 최적화,  스파 및 웰니스 구역 관리 

훈련: 직원 교육, 인력 선발, 팀 빌딩 

제조: 온천수 및 프로페셔널 코스메틱 라인 연구 및 개발, 트리트먼트 프로토콜 생성, 신규 

웰니스/마사지 리추얼 생성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설팅(커뮤니케이션 및 영업), 마케팅 지향적 화장품학 

교육, 마케팅 캠페인 및 새로운 도구 개발, 커뮤니케이션 코스, 심리학적 마케팅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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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충제 

규제 업무: 식품 분야 오퍼레이터, 알림, 라벨링, 인증, 클레임, 지원 및 준수 

제조: 식품 보충제 연구 및 개발, R&D 재료 및 원료, 기술 교육, 제품 워크숍의 

준비/시작/기술적 방향, 프로토콜 초안 작성 및 절차 진행 지원. 

품질: 보충제용 GMP 지원, 1 부/2 부/3 부 감사, 인증 지원(FDA Supplement Food), 개별 교육 

코스, 인하우스 직원 교육.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설팅(커뮤니케이션 및 영업), 

과학적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지향적 교육, 마케팅 캠페인 및 새로운 도구 개발, 

커뮤니케이션 코스, 심리학적 마케팅 코스. 

국제 수출입 : 세관 컨설팅 (수입 및 수출), 국제 세금, 국제 프로젝트, 계약 및 국제 무역, 수출 

점검 (1 ° 및 2 ° 수준), 수출 계획 회사에 대한 초안 작성 또는 운영 체계적인 지원,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를위한 네트워크 및 도구, TEM (임시 수출 관리자) 및 / 또는 DEM (디지털 수출 

관리자) 서비스, 수출 및 국제 계획을위한 임시 컨설팅 및 시장 조사,  전 세계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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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 의료 기기 

규제 의료 기기: 제조사/공인 대표, 기술 파일, 입법/품질검사/통지 담당자. 

규제 제약: 마케팅 승인, 서류 일체, CTD/e-CTD, 제품 특성 요약, 패키지 리플렛, IA/IB/II 

배리에이션, 제약 제품 인증, 지원 및 준수. 

품질 의료 기기: 감사, 인증 지원(Medical Devices 13485), 개별 교육 코스, 인하우스 직원 교육.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설팅(커뮤니케이션 및 영업), 

마케팅 지향적 교육, 마케팅 캠페인 및 새로운 도구 개발, 커뮤니케이션 코스, 심리학적 

마케팅 코스. 

국제 수출입 : 세관 컨설팅 (수입 및 수출), 국제 세금, 국제 프로젝트, 계약 및 국제 무역, 수출 

점검 (1 ° 및 2 ° 수준), 수출 계획 회사에 대한 초안 작성 또는 운영 체계적인 지원,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를위한 네트워크 및 도구, TEM (임시 수출 관리자) 및 / 또는 DEM (디지털 수출 

관리자) 서비스, 수출 및 국제 계획을위한 임시 컨설팅 및 시장 조사,  전 세계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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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품 & 세제 & 위험물질 

규제 살균제품 및 PMC(의료 수술 기기): 적법한 서류 일체, 허가 신청서, PA 허가 신청서, 

라벨링, 지원 및 준수. 

규제 세제: UFI 통지, EU 및 추가 EU 기술 및 안전 데이터 시트. 

위험물질 및 혼합물 규제: RECH 통지, CLP 통지, UFI 통지, EU 및 추가 EU 안전 데이터 시트. 

위험제품 및 운송 컨설팅: ADR, RID, IMDG, IATA.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설팅(커뮤니케이션 및 영업), 

마케팅 지향적 교육, 마케팅 캠페인 및 새로운 도구 개발, 커뮤니케이션 코스, 심리학적 

마케팅 코스. 

국제 수출입 : 세관 컨설팅 (수입 및 수출), 국제 세금, 국제 프로젝트, 계약 및 국제 무역, 수출 

점검 (1 ° 및 2 ° 수준), 수출 계획 회사에 대한 초안 작성 또는 운영 체계적인 지원, 국내 및 

국제 비즈니스를위한 네트워크 및 도구, TEM (임시 수출 관리자) 및 / 또는 DEM (디지털 수출 

관리자) 서비스, 수출 및 국제 계획을위한 임시 컨설팅 및 시장 조사,  전 세계 규정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