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개

21세기 최고의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류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주식회사 

그래미는 국내 및 해외에서 특허 받은 제품인 “여명 808”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강력한 경쟁력인 발명 특허를 

기반으로 세계 인류의 건강문화를 추구하는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또한 2004년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과 2008년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허 전문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연혁

2018 남종현센터 전시장 개관

2017 철원 여명온천 지구지정

2015 남종현센터 (기숙사 및 공장) 준공

2012 알칼리 암반수 스포츠음료 생산공장 및 기숙사 착공

2011 남종현 발명역사관 이전 증축

2010 제 2 생산공장 증축

2009 남종현 발명역사관 개관

2008 최첨단 자동화 설비 증설

2007 연수 시설 확충

2006 특허기술연구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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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여명808 명품 생산

2004 여명808 생산시설 증축 및 확충

2001 제 1생산공장 증축 및 확충

1998 숙취해소 음료 여명808 제조/판매

1996 천연양념 그래미 육향 생산

주식회사 그래미 설립

1999 여명808 생산공장 매입(철원군 갈말읍 소재)

진천물류센타 준공(진천군 덕산면 소재)

2002 주류 생산시설 확충

미국 현지 법인 설립(GLAMI USA Corp.)



성과

2004. 12 제 4회 한국언론이 선정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2005. 12 2005 자랑스런 발명인상  

2006. 01 제 4회 100대 우수특허제품대상

2007       일본 제21회 세계 천재회의 최고공헌상

2008       일본 제22회 세계 천재회의 특별제품상

2018. 05 제 43회 발명의 날 - 금탑산업훈장 수훈 대통령

2018. 12 201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11년 연속

2019. 01 201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2019. 02 2019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 8년 연속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 04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 12년 연속 imbc, 동아일보, 

2019 국가브랜드대상 - 10년 연속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2019. 07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 11년 연속 한국소비자포럼 

2019. 08 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 10년 연속

2019 한국웰빙환경만족지수 1위 - 15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2019. 11 제11회 Seoul Success Awards 2019 - 9년 연속 서울신문 

2019. 12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12년 연속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여명808) - 11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여명1004) - 4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