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밭 팩토리 소개서
FACTORY INTRODUCE



MP비누 베이스에 포함된 첨가물

라우린산/스테아린산 등 합성 지방산, 

PG(프로필렌글리콜)/코카미도프로펠베타인 

SLS등 각종 합성 계면활성제 ... 

MP비누는 7-80%의 비누베이스(합성 성분)와 

2-30%의 추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P비누 전성분

합성지방산 0%

합성계면활성제 0%

합성지방산대신 올리브오일, 코코넛오일, 아르간오일, 호호바오일등 

천연 오일을 사용하고 합성계면활성제 대신 자연유래성분을 사용해 

원하는 오일과 성분으로 100%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비누는 어떤 비누인가요?

MP비누인가요? CP비누인가요?

2020년부터 MP비누는 화장품 제조법상 

천연비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MP비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화학성분과 첨가물이 기재된 성분표가 아닌 

성분에 민감한 고객들도 안심하고 귀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CP비누로 바꿔주세요.

MP비누

CP비누

2020년부터 모든 비누의 전성분표기가 

의무화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바뀐 내용 꼭 체크해 보세요.

모든 고체비누는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

주성분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누의 전성분 의무표기화 

'천연비누'라는 표현은 천연화장품법에 

의거해 제조한 제품만 사용가능

* MP비누는 7~80%의 비누베이스와 20%의 추가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있어

  2020년부터 MP비누는 화장품 제조법 상 천연 비누라는 표현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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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ISO 22716
화장품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각종 인증서 외 자사제품 시험검사 기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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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제조방식 소개



비누별 제조방식
어떻게 다른가요?

약산성 비누 CP (Cold Process) 비누 MP( Melt Pour) 비누

제조방식 파우더 타입의 계면활성제와 오일 워터 성분들을 섞어 배합한 후 
물리적 힘을 가해 제조하는 방식

오일 구성비를 정하여 비누화 반응을 거친 후 낮은 온도에서 숙성시켜 
비누를 직접 제조하는 방식 

1차적으로 만들어진 비누베이스에 열을가해 녹여 굳혀 가공하는 방식 

원료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와 천연 오일, 추출물들을 배합하여 제조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오일을 직접 구성하여 제조 식물성 지방산+정도에 따른 화학적 첨가물

장점 ① 피부의 PH와 가장 유사한 PH 5~6의 약산성을 유지해 가장 순한 타입.
② 화학적 공정 없이 물리적 힘으로만 제조하여 피부에 좋은 성분이 유지     
되고, 다양한 타입의 상품으로 응용 가능하며, 단기간 생산 및 납품 가능

① 고온의 열을 가하지 않아 피부에 좋은 식물성 오일 성분 유지
② 오랜 숙성기간을 통해 피부에 순함
③ 화학성분 및 계면활성제. 보존제가 없이 세정력을 강하게 구현 

① 컬러, 향, 모양 등 디자인 요소에 강점이 있음
② 빠른 제조와 납품진행이 가능하며
③ 가장 저렴한 단가

단점 ① 고가의 원료로 인한 비싼 제조 단가
② 타 타입 제품에 비해 크랙 갈라짐 현상이 생길 수 있음

① 숙성,건조로 인해 제작기간이 장기간.(4~5주 소요)
② 성분이 비누화 과정속에서 기화되어 컬러, 향 구현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① 기성 베이스를 활용하므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이 불가
② 화학적 성분의 첨가로 인한 천연 컨셉으로 구현이 어려움

용도 화장비누(페이스,바디 등), 아기용 비누, 강아지용 비누 , 샴푸바, 린스바 화장비누(페이스,바디 등), 아기용비누, 강아지용 비누 , 설거지고체세제 화장비누(페이스,바디 등)

동구밭 올바른 설거지워싱바



패턴 형태
 *별도의 형태는 금형 제작시 가능

 *무게는 건조 후 100g 기준입니다.

도트 정사각형

투톤 원형

원톤(단색) 직사각형

비누사이즈

단위(mm)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가로

79

60

68(지름)

세로

60

60

68(지름)

두께

20

30

30

비누제작 가이드 



베이스 오일 캐리어 오일

구분

1

2

3

4

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일

팜오일

코코넛야자오일

올리브오일

포도씨오일

해바라기씨오일

오일

호호바오일

달맞이꽃오일

동백씨오일

아보카도오일

피마자오일

아르간오일

시어버터

월계수오일

스윗아몬드오일

린씨드오일

타마누오일

카카오씨드버터

기능

비누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

거품 생성과 비누 세정력

피부 보습효과

민감성 피부 진정 / 산폐막는 천연 보존제 역할

피부 진정 / 항산화

기능

피부 보습효과 / 영양 및 수분공급

피부 보습효과 / 영양 및 피부 재생

피부 보습효과 / 영양 및 수분공급

피부 보습효과 / 영양 및 피부 재생

피부 보습효과 / 영양 공급

피부 보습효과 / 영양 공급

피부 보습효과 / 영양 공급

민감성피부 진정 효과 / 거품 생성

민감성피부 진정 / 피부 가려움 완화

민감성피부 진정 효과 

민감성피부 진정 효과 / 항염 작용

피부 흡수 / 거품 생성

 

 비누의 기본을 결정하는 오일입니다.  비누의 기능성을 담당하는 오일입니다.

비누제작 가이드 



허브 계열 시트러스 계열 플로럴 계열

구분

1

2

3

4

5

6

7

8

구분

1

2

3

4

5

6

구분

1

2

향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샌달우드오일

네롤리오일

스윗마조람오일

일랑일랑오일

티트리오일

페퍼민트오일

향

레몬껍질오일

라임껍질오일

베르가못오일

자몽껍질오일

스윗오렌지오일

만다린오일

향

로즈오일

캐모마일오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향입니다. 

꽃, 식물,  과일 껍질에서 추출되는 천연 에센셜 오일입니다.

인공향은 주문시 제작가능합니다.

비누제작 가이드 

향



실제 만들어지는 컬러는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 후 색상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명시된 컬러에서 색상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컬러 계열

컬러를 내는 대표 성분 오트밀

피부 각질 제거 /  보습 

핑크클레이

피부 정화 / 보습

코치닐

피부 재생 / 피지조절 

단호박

피부보습

케일, 클로렐라

피부재생

청대

피부트러블 개선 / 항균

카카오분말

피부보습 

숯분말

피부탄력 / 피지 흡착

토르말린

피부보습 / 재생

1 7 12 1915

6 11 18

10

2 8 13 20 22164

3 9 14 21 23175

비누제작 가이드 

컬러



비누제작 가이드 

제작 기간

CP비누 

(4 ~ 5주 소요) 

약산성/MP비누 

(약 2 ~ 3주 소요) 

납품생산 건조/숙성

납품생산

 제작 요건 및 추가 요청사항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제작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03. OEM 포트폴리오



OEM포트폴리오 - 샴푸바/린스바

모레상점 모어포모레 샴푸바/컨디셔너바스킨그래머 샴푸바/트리트먼트바



OEM포트폴리오 - 샴푸바/린스바

루나컵 고잉슬로우 샴푸바/린스바아로마티카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바/헤어 씨크닝 컨디셔너바 



OEM포트폴리오 - 린스바/트리트먼트바

동구밭 올바른 트리트먼트바동구밭 올바른 린스바



OEM포트폴리오 - 린스바

봉봉프렌즈 봉봉린스바라뷔게르 플레르 드 뷔게르



OEM포트폴리오 - 약산성 비누/린스바

동구밭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지성용/쿨링용더비건글로우 샴푸바/린스바



OEM포트폴리오 - 약산성 비누

살림백서 어성초 약산성 세안비누퓨어클링 약산성 바디비누



OEM포트폴리오 - 약산성 비누

라운드랩 365 안심 약산성 클렌징바테라로사 비누 4종세트SCINIC 싸이닉 더심플 약산성 클렌징바



OEM포트폴리오 - CP 비누

이랜드 에코마트 팜비누 3종세트애터미 클렌징바 3종세트



OEM포트폴리오 - CP 비누

BODYLUV 퓨어썸 퓨어솝 5종YURICA 체리썸비누



OEM포트폴리오 - CP 비누

코스메쉐프 녹당고코스메쉐프 흑당고



OEM포트폴리오 - CP 비누 

알베르토 비누 엘리멘트 클렌징바TOUN28 올바른 씻을거리  1 ~ 28



OEM포트폴리오 - MP 비누

스킨1004 어성초진정팩 비누스킨1004 누에고치모공팩 비누



OEM포트폴리오 - 샴푸바,약산성비누

휘아WHIA 순수비누

피스오브마인드 (카카오메이커스 PB)

휘아WHIA 쿨한비누

로하스베베 PH5.5 프리미엄 비누

라뷔게르 글라스 드 뷔게르

수이스킨 아보밥 약산성비누

라뷔게르 쏠 드 뷔게르

대리주부(닥터주부) 샴푸바/린스바 

봉봉프렌즈 봉봉샴푸바

다초록 샴푸바



OEM포트폴리오 - 약산성비누

보이드 비움샴푸바 씽크바이오pH밸런스모이스처비누

보이드 새틴샴푸바

바루에이블 헤어클렌저

호호히 두피샴푸바

동구밭 올바른 아기비누

그라니트 샴푸바/린스바/바디바

더컬쳐드 오렌지약산성 멀티솝바

H201 비타민약산성바 와일드솝 더노니비누



OEM포트폴리오 - 설거지 고체세제

과수원 쌀설거지워싱바

르퀼라야 퓨어 디쉬바

생활공유 설거지 블럭

르퀼라야 퓨어 디쉬바

누트모먼트 누디키친워싱바

헬로네이처 더그린 전분비누

휘아WHIA 주방비누

동구밭 과일 야채 세정제

힐조 허니 키친 바 솝

르세라이 디쉬워싱바



OEM포트폴리오 - 설거지 고체세제

동구밭 설거지워싱바

선주 와이즈와이프 설거지바

하루의 가치 순수한 설거지바

마마포레스트 내추럴디쉬바

Day for Us Dishwashing Bar

대리주부 친환경디쉬워싱바

세븐일레븐 올바른 비누세제

TOUN28 26/27/28번

르뱅 디시워싱바

라비킷 MY DISH SOAP 100



OEM포트폴리오 - 설거지 고체세제

고메공방 라이스빈설거지워싱바 고메공방 그린티설거지워싱바

톤28 S26 쌀오곡 설거지바

세븐일레븐 올바른 비누세제

톤28 S27 숯 설거지바 톤28 S28 솝베리 설거지바

남유네 자연담은설거지바

제이윤 비퓨어 설거지바 지구샵 설거지비누

제리컴퍼니 설거지바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주방세제



OEM포트폴리오 - 설거지 고체세제

지구살림e 단호박 설거지바 브리타 설거지비누

가치솝 유기농 설거지비누디노보 제로퍼센트 주방안심비누

생활쉼표 설거지바 2종

어스 바이 어스 주방비누 4종세트돈워리맘 안심허브설거지바 과수원 시카 설거지워싱빠

폴톰 뽀득바바이아우어 더안심설거지바



OEM포트폴리오 - CP비누

동구밭 올바른 세안비누 콜라겐 베이서스 The 바른비누 가치솝 유기농 온몸비누 80g/350g동구밭 가꿈비누

맹그로브 천연비누 2종한국생활건강 코코넛 오일 비누 쓰리액트랩 페블바 조약돌비누 Owndo 수분 진정 클렌징바

INABOUT HER SOAP

S:EPOVE 로인바솝



OEM포트폴리오 - CP비누

루나컵 고잉슬로우 클렌징비누

바루에이블 풋스크러버

아로마티카 티트리 밸런싱바

힐조 티트리 시카 바 솝

EDAM 아이유 유애나 4기 비누

디어얼스 올리브&월계수비누 EVE 베지 바디 비누

휘아WHIA 세수비누

거제관광공사 거제비누 4종

테라로사 천연비누 4종



OEM포트폴리오 - CP비누

리언코스메틱 She Said Yes

바디보감 깔라만시 비누

롬앤rom&nd 오늘비누

제로데이즈 샤워바

Dr. SEED Natural Soap

킴앤추 아웃오브서울

펀샤인 OPTATUM Natural Soap

정글보타닉스 Ecru Clay Soap

포니포니 말우유비누

이랜드 버터샵



OEM포트폴리오 - CP비누,MP비누

호텔 어메니티 OEM

푸디랩 슈퍼비타 클렌징바

헤이네이처 어성초 비누

퓨어위시  촉촉보습비누

B-LAB 클렌즈 비누

수앤제이 6종 비누SET

URBANBEES 허니솝 아유아유 모짜렐라비누(MP)

편백네 세안비누(MP) 슬로우노트 스무디비누(MP)



OEM포트폴리오 - CP비누

태국OEM DREW

지쿱 유황비누 NATUREKIND 만능 비타민비누

과수원 율무 페이스&바디워씽빠

끌레어제이드 활옥동굴 옥비누 플러스네이쳐 AFLE Soap

바디럽 깔라만시솝 과수원 쌀 페이스&바디워씽빠



OEM포트폴리오 - 반려동물 비누(중성)

HARI 강아지 천연 하리비누 4종

HEO DOG Sam Soap

내개와 반려견 목욕비누 3종

바르코 배럴댄샴푸 펫비누

내개와 슬로우솝

DOUCE PETPE 카슈카슈 펫비누

마라피키 Ph7 반려동물 케어바 동구밭 올바른 강아지 천연비누

오손 펫풋바그라스메디 반려견 시코시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