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굿즈 
Maison21G 향수





  
Bespoke perfume, Maison 21G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맞춤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파리 오뜨 쿠튀르 향수 하우스 
(Parisian Haute Couture Perfume House) 입니다.  AI기술을 원동력으로 소비자 개인 취향에 맞는 향수 
디자인을 제공 해주며, 향수 제작부터 마지막 라벨까지 완전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 하는 회사 입니다. 

회사 소개



Why “Maison 21G”? 
 

그거 아셨나요? 
당신의 영혼의 무게는 21그램이라는걸…

1907년도 발표된 던컨 맥두걸 (Duncan MacDougall)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무게
는 21그램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지금 현재를 소중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스페셜 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목표는 
당신의 21그램의 영혼을 한 병의 향수로 제작해 

본인만의 특별한 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제품 소개



최첨단 창조 기술“We revolutionized the 
code of perfumery 
personalisation on a 
large scale, allowing 
anyone to tailor made 
their perfume based on 
their personality at an  
affordable price”

향수 제작 
la source는 향수 산업의 모든 매개체를 배제하
는 혁신적인 특허 기술이다. 우리 회사는 이 특
허 기술을 냈으며 따라서, 한 병의 향수를 30초 
이내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수 병 제작 
향수가 만들어지면 UV 프린터로 넘어가 소비자
가 원하는 프린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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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누구나 무한으로 향수를 창조할 수 있는 천
연 에센스를 사용 하며 각각의 유기농 에센
스는 소비자에게 건강과 미용상의 이점(자
연 및 안티에이징, 해독, 이완 등..)을 제공하
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향수 농도 
(21%)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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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브랜드

우리 회사는 모든 재료 소싱 방식에 대해 진실
되고 투명함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그 어떤 향수 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천연 향수 농축액를 제공 하고 있습니
다.. 

모든 향기 캡슐은 100% 재활용이며 리필이 가
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포장만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We are phthalate-free, 
formaldehyde-free, CMR-
free, cruelty-free, GMO-
free, and use a minimum 
of 90% biodegradabl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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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념품 관련



15ml 커스터마이징 향수

1)제품 특성 
  
- 제품라벨 커스터마이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로고 or 메세지 라벨 제작 가능 
- 프랑스 최고의 조향사가 만드는 고유의 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보 취합 후 or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 내용 취합후 
    가장 어울리는 향 세가지 샘플로 전달하여 그 중 택일하여 결정 가능 
- 비건, 동물실험 반대, 인공향료 지양 등 환경을 생각하여 만드는 향수 

2)제작 Workflow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보 취득 or 원하는 스타일에 대한 정보 전달 
2. 세가지 샘플 제작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전달 (7일 소요) 
3. 세가지 샘플 중 한가지 향 확정 후 라벨 디자인 시안 전달 
4. 확정된 시안이 프린팅 된 제품 10일 이내 발송 

3)판매 단가 
 
- 15ml 커스터마이징 향수 40,000 KRW 
- 100개 이상 발주시 37,000 KRW



감사합니다

서종욱�
Phone�:�010.3869.6690�

Mail��:��sjw0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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