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밭 입욕제 소개서



01. 동구밭 소개



동구밭 소개 - 개요

            

회사명  (주)동구밭     

설립일	 2015년 1월     

대표  노순호      

임직원  52명 (발달장애인직원 26명)   

대표	연락처  070-4282-9626    

홈페이지 www.donggubat.com   

E-mail	 contact@donggubat.com   

동구밭이 걸어온 길

2014.1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4기 우수 창업팀 선정

2015.01  동구밭 법인 설립

2015.04 행복나눔재단 임팩트 투자 2기 선정 

2015.12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지분 투자 유치

2016.03 세계 자폐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6.04  SOPOONG 지분 투자 유치

2016.05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7.07  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인증 

2017.10  좋은비누연구소 올바른 씻을거리 출시 

2017.12  H온드림 오디션 액셀러레이팅 선정 

2018.04  설거지 워싱바 4만개 판매

2018.07  설거지워싱바SK스토아홈쇼핑런칭

2018.08  호텔 어메니티 비누 워커힐 납품

2018.11   사회적기업 인증

2019.01  동구밭 제2공장 설립

2019.04  태국 OEM수출 

2019.08  벤처기업 인증

2019.12  미국 USDA 오가닉 제조사 인증 (미국 농무부 인증)

2019.08  프랑스 EVE VEGAN 비건 제조사 인증

2020.07  국무총리 표창 수상 



동구밭 소개 - 동구밭 팩토리

비누 생산량: 월 250,000개 이상

입욕제 생산량: 월 50,000개 이상

제 1공장 (약 130평)

주소: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89 지하3층 (FB329, FB330호, FB331호, FB332호)

생산품목: 천연CP 비누, 고체샴푸바, 린스바, 약산성비누

제 2공장 (약 120평)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ak밸리 지하207,208,209호 

생산품목:  입욕제/배쓰밤, 반려동물비누, 약산성비누, 설거지비누



국내 최초 오가닉/비건 
동시인증 제조사, 동구밭

동구밭은 국내 최초로 오가닉과 비건 동시 인증을 받은 제조사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인증하는 USDA 유기농제조사 

인증과 프랑스 EVE VEGAN 비건 제조사 인증을 받아 필환경 시대인 트렌드에 맞는 화장품 제조가 가능합니다.

프랑스 EVE VEGAN
이브비건 공식 인증 마크

미국 USDA
오가닉 공식 인증 마크

미국 농무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성분(95% 이상)을 

사용한 원료의 보관 및 생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제조

과정을 인증받은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마크. 

제조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일절 배제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제조 설비와 시설의 청결상태 교차오염 및 혼

입을 방지하는 별도 생산설비 여부 등 프랑스 본사의 엄

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인증



입욕제는 화장품입니다
*각종 인증서 외 자사제품 시험검사 기록 보유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ISO 22716
화장품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동구밭 인증서 동구밭은 지속적인 제품의 퀄리티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서와 다양한 자사제품 시험검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구밭 브랜드 소개 동구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과 공존하는 일상으로 회복하기위해 천연성분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넘어 제품으로 인정받는 동구밭이 되겠습니다.



02. 제조방식 소개



천연계면활성제 / 풍성한 거품

거품형 입욕제는 가루형태로 부숴 물에 마찰시켜주면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컬러와 향을 곁들여 

편안한 거품목욕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본 원료: SCI(소듐코코일이세치오네이트), 소듐바이카보네이트(중조/베이킹소다), 
구연산, 주석산, 오일류, 워터류, 에센셜오일/인공향료, 천연분말/인공식용색소

혈액순환 / 통증완화 / 고보습

탄산형 입욕제는 물을 받아둔 욕조에서 사용하며, 

거품이 나지는 않고, 부글부글 탄산이 일며 물에 컬러와 향이 퍼져 

부드러운 피부를 위한 탄산욕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본 원료: 소듐바이카보네이트(중조/베이킹소다), 구연산, 옥수수전분, 
오일류, 워터류, 에센셜오일/인공향료(선택), 천연분말/인공식용색소(선택)

어떤 타입의 입욕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거품입욕제 탄산입욕제
Sparkling Bath Bubble Bath 



입욕제 제작 가이드 

타입/제형 선택

거품입욕제
Bubble Bath 

➊  반구형 / 버블바

➌  분말 파우더 타입

➋  롤케익형 타입

➍  별도 금형제작 

(커스터마이징)

탄산입욕제
Sparkling Bath 

01 . 원하시는 형태 및 타입을 알려주세요.

02 . 원하시는 제형을 선택해주세요. 



입욕제 제작 가이드 

용량/디자인/
컬러/향 선택

03 . 원하시는 용량을 알려주세요.

04 .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해주세요. 

05 . 원하시는 컬러(천연 분말 / 인공 색소)를 알려주세요.

06 . 원하시는 향(천연 에센셜오일 / 인공 향료)을 선택해주세요. 

80g - 220g
(파우더 타입은 벌크형, 대용량으로 가능)

천연 에센셜오일 
 / 인공향료

에센셜오일: 라벤더, 유칼립투스, 샌달우드,
스윗마조람,일랑일랑,티트리,페퍼민트, 

레몬, 라임, 베르가못, 스윗오렌지, 플로럴, 
로즈, 카모마일 . .

1컬러 디자인(단색)
2컬러 디자인(투톤) 
3컬러 디자인(세첩)

피규어 삽입형 디자인
* 아래 포트폴리오 참고

선택한 디자인의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천연 분말 / 인공색소

용량 디자인 컬러 선택 향 선택



입욕제 제작 가이드 

제작 기간

 거품 입욕제 

(약 2주 소요) 

 탄산 입욕제 

(약 2주 소요) 

납품

납품

생산     건조

    건조생산

 *제작 수량 및 추가 요청사항 (컬러 반죽 수, 디자인 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제작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샘플제작 및 컨펌 이후

*샘플제작 및 컨펌 이후



03. OEM 포트폴리오 소개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

동구밭 올바른 거품입욕제  로즈/레몬그라스동구밭 올바른 거품입욕제  페퍼민트/라벤더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탄산형입욕제

라운드어라운드 미니버블바쓰밤 3종쿤달 버블앤스파클링배쓰밤 4종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탄산형입욕제

라운드어라운드 블렌딩 탄산 바쓰밤 3종 라운드어라운드 드라이플라워 버블 바쓰밤 3종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

몽블리 버블배쓰밤 자몽 몽블리 버블배쓰밤 라벤더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입욕제

토이세븐 토이피규어 입욕제토이세븐 토이피규어 입욕제 3종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가루형)

동구밭 올바른 베이비버블배쓰 (가루형)페르미어파파 플랜트 테라피 버블(과립형)



OEM포트폴리오 - 탄산형입욕제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 스파 제로파운더스 스윗 스파클링 배쓰밤



OEM포트폴리오 - 탄산형입욕제

케어놀로지95 블루탄지 릴렉싱 배쓰볼 Torriden 보야지배쓰밤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탄산형입욕제

더풋샵 미니 족욕제 3종 쏭레브 패밀리버블배쓰 스누피 피규어 입욕제



OEM포트폴리오 - 탄산형 입욕제

애농 핑크화이트 탄산입욕제기아자동차 셀토스 입욕제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

아트쉐어 입욕제큐비엠 쉼 릴리프허브/스윗후르츠



OEM포트폴리오 - 거품형 입욕제

프랭클리 버블배쓰밤큐비엠 쉼 릴리프허브/스윗후르츠이온스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