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코리아메디팜주식회사

대 표 자
(한글)장영하

(영문)Korea Medipharm Co., 
Ltd.

(영문)Jang Young-ha

주 소
 본사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2203호

 공장 :

사업자등록번호 705-87-01269 설립연도 2019

종업원수 1 홈페이지 www.koreamedipharm.com

전년도 수출액 0 전년도 매출액 0

업 태 도매 및 소매업 업 종 무역,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주력영업제품 비누 주요수출국가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인증 및 

지재권 현황
국내 특허 출원 (10-2020-0045367)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수출 거래처 확보
이 외 11개국(미국, 이스라엘, 터키, 오만, 요르단, 스웨덴, 
말레이시아, 독일, 부탄, 영국, 홍콩) 샘플 발송 완료 및 
구매 오퍼 수령 타진 중임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Dr. Covidex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대리 한아름 tradeok@tradeok.kr 051-743-1977 010-9207-2801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살균 비누 제품규격 8*5.5*2(c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살균 비누 4입

소비자가격
8.00USD

(\10,000)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4.50USD

(FOB BUSAN: 4.50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솔루젠, 크레졸, 클로르헥시딘, 베타딘,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전해수)

- 용도 : 피부(손) 소독 살균 세정

- 특징 : 솔루젠과 크레졸, 클로르헥시딘, 베타딘,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전해수)가 포함된 

살균 소독 능력이 99.99%로서 멸균, 항균, 탈취효과가 강한 세정비누임. Covid 계열의 

CORONA, SARS, MERS 등 모든 세균 박멸에 효과적임. 특히 크레졸, 클로르헥시딘, 베타딘 

성분은 의료계에서 상처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약 성분이므로 상처, 피부염, 습진, 무좀 

등 이상부위에 직접 사용 가능하며, 최고급 천연 식물성 팜유를 사용하여 풍부한 거품이 

오염물질을 깔끔히 제거해 줌.

- 주요타겟층 : 당사는 비누 제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소독, 살균 기능이 있는 

바 형태의 비누를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액상 손소독제와는 차별성이 돋보이는 콘셉트로 

기존 손소독제 및 비누 시장은 물론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제품임. 

본 제품은 국가,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사용 가능함.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0

- 주요판매채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박람회 참가나 사절단 파견 사업의 

활용, 바이어 방문 홍보 등 기존에 주로 행해졌던 대면 마케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언택트 마케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다수의 무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제품 등록을 마쳤으며, 자사 홈페이지 구축, 이메일 DM 발송 등을 통해 B2B 판매 위주로 

마케팅 활동 중임. 주요 고객은 본 제품을 현지에서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무역업체, 또는 클리닉, 관공서 등으로 직접 비치, 사용을 위해서 주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Dr. Covidex 비누를 휴대하여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하도록 종이비누 형태로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3. 제품정보



[ Product Features ]

Ÿ Dr. COVIDEX is not a just normal soap.
Ÿ Dr. COVIDEX is a very strong cleansing soap with 99.99% of sterilization, 

antibacterial, deodorizing effect containing solugen and cresol, chlorhexidine, 
betadine, hypochlorous acid water(electrolytic water).

Ÿ Rich bubbles remove contaminants cleanly using the finest natural palm oil.
Ÿ Using sterilizing water after washing your hands makes perfect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Ÿ Cresol flavor after washing has no effect on human bodies.

[ Precautions for Use ]

Ÿ Use clean water after making rich bubbles and wash thoroughly as if 
massaging.

Ÿ Cresol, chlorhexidine and betadine are disinfectant ingredients used by medical 
professionals for direct use for wound so you can use on abnormal areas 
such as wounds, dermatitis, eczema, athlete's foot.

Ÿ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clean water.
Ÿ Stop using if red spots, itching, and others occur.

[ Main Ingredients ]
palm oil natural soap powder, gum arabic, cresol, electrolytic water, 
chlorhexidine, betadine, green tea extract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특허 출원 (10-2020-0045367)

<제품> <개별 포장 적입>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개별 박스> <4개입 이너 박스>

<이너 박스 비닐 압축> <카톤 박스 적입>

<종이비누> <종이비누 사용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