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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자체 생산하여 세계 20개국에 수출하는 수출전문 기업으로써 믿을 수 있는 제조 라인과 

원료를 활용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자체브렌드 SOQU(Skin of Queen)의 주요 

제품으로 알로에, 장미, 비타민, 수박, 망고, 석류, 코코넛, 토마토, 달래, 라벤더, 달팽이 추출물을 함유한 바디 보습 

케어 수딩젤과 페이스 케어 기초화장품이고 기능성 마스크팩으로 리프팅업 페이스 마스크, 브이라인 듀얼 

마스크팩 등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 국립식량과학원 소유의 특허기술 (새싹보리 유래 폴리페놀계화합물을 함유하는 추출물 및 이의 

제조 방법)을 이전 받아 농업실용화 재단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마스크팩 

개발 과제 수행 완료, 자사의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

2017 창업성장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되어 강원대학교 산학협동을 통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성공하였고 

신제품에 적용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2018 수출국 다변화 노력의 결실로 터키,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홍콩, 중국, 

캐나다로 수출국 확대

기업소개 

연혁

연구개발

- 김치발효유산균의 계통분류에 관한 연구 (케모탁소노미법)

- 홍삼추출물의 발효조건에 따른 Rg3, Compound K 함량 증가에 관한 연구  

- 새싹보리추출물의 항산화효과를 강화한 a화장품 원료 상품화 

- 여정실 추출물의 피부미백효능에 관한 연구

- 쇄양 추출물의 피부미백효능에 관한 연구

- 설탕을 주 원료로한 제모크림 제형기술

성과

특허기술

- 흑인삼 제조장치 및 방법 : 저분자사포닌함량을 높이기위한 홍삼제조방법

- 반응표면분석법을 활용한 녹차애엽혼합물의 추출조건최적화 : 초음파추출조건 확립

2019 미국 상장사와 수출 계약 체결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10여 개 품목의 중국 CFDA

를 확보하고 대도시를 거점으로 주요 마트 체인 및 급격히 성장 중인 SNS 마케팅 시장에 진입

2020 아토피 피부 및 악건성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 출시와 함께 기초화장품 종합 브랜드로서 성장



국가과제 수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 새싹보리추출물을 활용한 고기능성 마스크팩 개발 (2015-2016)

- 강원대학교 (이전기술상용화지원사업) (2016)

- 강원테크노파크 패스트트랙 수행중 : 중국위생허가등록지원 (SFDA) (201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과제 수행중 (2017)

성과 Performance성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4년) : 새싹보리유래 폴리페놀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추출물 및 이의 제조방법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이전

- 52회 무역의날 수출유공 강원도지사표창 (2015.11)

- 44회 상공의날 수출유공 무역협회장표창 (2017.03)

- 54회 무역의날 수출 100만불 탑 수상 (2017.12)

- GTI박람회 금상 (2018.09)

- 강원수출인의 날 은상 도지사표창(2018.1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2019.12)

수상

- 2019 수출유망중소기업

-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지정 (기술보증기금)

- 특허3건, 서비스표 1건, 상표 5건

- ISO9001, ISO22716

인증

해외인증

- 태국 식약청 등록 2건 / 베트남 식약청등록 5건 

- 중국 위생허가 10건 /

- 유럽 CPNP 10건 완료, 21건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