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럼앤바이오는 천연원재료를 이용한 천연유래추출물을 화장품 소재로 피부에 최적화된 자연주의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브랜드인 “서화비88”의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고 기업의 

브랜드에 부합하는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천연유래 원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FANCA HALAL” 

“EAST ASIA LOHAS” 등의 제품 인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유럽 환경경영 “EMAS” 인증을 통해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연혁 / 성과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56, 205호

www.drnbio.co.kr / www.seohwabi.co.kr

+82-4902-0151

drnbio3@naver.com

대표자 |김기섭㈜다럼앤바이오

2014. 05  설립

2014. 10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 특허전용실시권(특허번호 제1325671호/(특허번호 제0923689호)

2014. 11  전구연구개발실인허가

2014. 12  벤처기업인증인허가(제2014041133호)

2015. 02  특허기술이전 계약완료(특허번호 제2015-0014531호, 특허번호 제 2015-0014808호)

2015. 05  상표브랜드 등록(Seohabi88(제40-1125730호), 서화비88(제40-11 25729호)

2015. 07  특허출원(제2015-0107366호)

2015. 09  제업 등록 / 다럼앤바이오 공장 설립 등록 / 특허출원(제2015-0133724호)

2016. 01  서화비88 듀퍼프리미엄 마스크팩 시리즈 5종 JICC인증

2016. 05   ISO9011, ISO14001 인증 / “IFANCA HALAL” 제품인증 (서화비88 프리미엄마스크팩시리즈5종)

2016. 07  상표등록 황후의사계 (제40-1188355호)

2016. 11  동아시아 로하스 제품인증 (NO. EALA14-K45) 디자인등록(화장품용기):(제30-0881684호)

 (제30-0881685호)(제30-0881686호)

2016. 12  상표등록 제주담은(제 40-1219045호) Jeju Dameun (제40-1219046호)

2017. 02  특허이전등록 (제10-0656287호 / 제10-1079221호 / 제10-1101296호)

2017. 03  동아시아 로하스 제품인증 (NO. EALA14-K47), (NO. EALA14-K50)

2017. 05  특허기술이전 (등록번호 제 10-1400975)

2017. 06  ISO 22716:2007 인증 (NO.820191), 특허기술이전(등록번호 제 10-0711007)

2017. 07  특허출원 (특허출원번호 10-2017-0089438) 해외상표등록 曙华妃88 (NO.20142655)



2017. 08  해외상표등록 皇后之四季 (NO. 20357934_중국)

2017. 09  상표등록 : 다럼앤바이오 (제35류 제40-1281923호) (제03류 제40-1281916호)

상표등록 : Da Rum & Bio (제35류 제40-1281925호) (제03류 제40-1281924호)

2017. 10  독일환경부 EMAS 인증 (DE-158-00139)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7-0140388)

2017. 11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한국경영인증원) / CLEAN 사업장 인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12  기술이전 (등록번호 10-1278600)

2018. 01  COSMOS 유기농 제품인증 / Vegan 제품인증 / COSMOS ORGANIC 제품인증

2018. 04  기술이전 (등록번호 10-1749965)

2018. 07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8-0084310)

 해외상표출원 Seohwabi88 03류(NO.4-2018-23350) 35류 (NO4-2018-23351)

2018. 08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8-0101238)

2018. 11  특허등록_공동출원 (10-1822414) / 특허출원(10-2018-0084310 / 10-2018-0101238)

상표등록 : 쁘아셀 (제 40-2017-0035173) PEAUACELL (제40-2017-0035172)

상표출원 [서화비_출원번호40-2018-0157559] [Seohwabi_출원번호40-2018-0157560]

2018. 12  상표출원 위드베베, 서화비99 채움 (제40-2018-0179129/40-2018-0179128)

2019. 01  상표출원 비타진생젤(제40-2019-0012739)

2019. 03  서화비88 제품 3종 VFDA인증

2019. 04  서화비88 제품 4종 CFDA인증

2019. 07  포장용상자 디자인등록 (제30-1013983)

2019. 08  특허등록 (틍록번호 10-2016164)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9-0103561)

2019. 09  포장용상자 디자인출원 (제30-2019-00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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