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주)케이앤피코리아 (대표 고재칠)는 이미용 제품 분야에서 약15년정도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과 상품을 이전해주는 R＆D 사업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2012년도에 창업한 

업체로, 현재는 R＆D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기능성 비누류를 주 품목으로 생산하여 

10여 개국(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도 G-fair korea에서는 화장품과 비누를 결합시킨 한 번에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천연 

클렌징팩을 개발, 처녀 출시하여 기자단이 뽑은 우수제품 10대 상품에 선정된바 있으며, 2018 GTI-무역박람회에서는 

휴대하기 편리한 1회용 LAMIAN CLEANSING FINGER SHEET를 선보여 우수상품 선정은 물론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앤피코리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등 제품이 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자연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제품 구현으로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도록 책임을 다하는 

선망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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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  신개념 Lamian Cleansing Pack 4종 upgrade 출시

2013  Lamian Cleansing Pack(Soap) 4종 개발완료

2012  (주)케이앤피코리아 법인 등록

2018  베트남에 수출 개시

2017  Lamian Cleansing Finger Sheet 상표등록 및 생산 시설 신설

2017  미국 수출 개시

2017  다기능성 비누 “Foi”출시

2016  대만과 중국에 수출 개시

2016  카자흐스탄에 수출 개시

2016  LamianCleansing Pack Coffee 신제품 출시

2016  Lamian Soap 신규 4종 출시

2016  탈모방지샴푸 출시

2017  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동해 견운모 RIS사업단 (사)한지개발원과 산학협력 및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



2014  고농도 염기성 유황졸 제조방법 특허등록(특허 제10-137028)

2014  비지와 감자를 이용한 다이어트 옹심이 제조방법 외 상표2건, 특허1건 출원

2012  발모촉진용 헤어제품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 출원

2014  기능성커피콩 제조방법 특허등록(특허 제10-1371591호)

2014  고농도 염기성 유황졸 제조방법 특허등록(특허 제10-137028)

성과

2020  3대 성인병 관련한 상표출원(6)건

2018  오매 제조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2018  클랜징 시트의 제조 방법 및 그를 이용한 일회용 골무형  클렌징 패드  특허 등록

2018  GTI-무역박람회에서 우수상 수상(휴대가 간편한 1회용 Lamian Cleansing Finger Sheet 신제품 출시)

2018  우수기업 강원도지사상 선정

2015  흑매, 된장, 옹심이 관련 특허 5건, 상표 12건 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