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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OVE. 
YOU SMILE.

좀 더 감각적이고 진취적이며, 
특별한 것에 목말라하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감히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엔코스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보적이며, 유쾌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엔코스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당신을 만족시키겠습니다.

CORPOR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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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OVE. 
YOU SMILE.

좀 더 감각적이고 진취적이며, 
특별한 것에 목말라하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감히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엔코스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보적이며, 유쾌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죠. 
엔코스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당신을 만족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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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DEVELOPMENT 
MANUFACTURING
MESSAGE

화장품 전문 기업 엔코스는 2009년 설립 이래 마스크팩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과 

정상급 품질을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엔코스는 

양적인 성과를 넘어 질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과 기업의 가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 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제품이 아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엔코스의 경영 전략은 단순히 ‘어떤 제품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지속을 위한 맞춤형 가치 제안'에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고객과 협력 업체, 핵심 자원을 모두 연결하여 서로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매출 성장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개방형 연구 개발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엔코스는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고객과 협력 업체도 개발에 

참여시키며, 부족한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개방형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의 다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엔코스의 

성장 발판인 연구 개발 방식을 더욱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셋째, 조직 운영과 인적 자원 관리면에서도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엔코스는 모든 조직 구성원의 역량 증진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 안정과 명확한 인사 보상으로 모든 직원이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채용 시에도 스펙과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뽑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코스의 변화와 혁신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엔코스의 노력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을 개발하는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HONG SEONGHOON  
홍성훈 · 003



COMPANY 
OVERVIEW

51.9%

30%

4

09.11.19

1,000

2,300m²

8,700m²

AVERAGE ANNUAL 
GROWTH RATE  
for 2012-2015
연평균 성장률

EMPLOYMENT RATIO OF 
R&D WORKFORCE  
연구 개발 인력 비중  

ACHIEVED CERTIFICATIONS   
획득 인증 수  

DATE OF COMPANY 
ESTABLISHMENT  
설립일

ESTIMATED SALES for 2017
2017 예상 매출   

TOTAL AREA OF FIRST PLANT    
제 1공장 총 면적   

TOTAL AREA OF SECOND PLANT  
제 2공장 총 면적  

100
DAILY OUTPUT OF SHEET MASKS  

마스크팩 1일 생산량  

만 장

억 원

CGMP / ISO 22716 / 
ISO 9001 / ISO 14001 · 005



BUSINESS 
AREAS

WHAT MAKES 
YOU HAPPY?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엔코스는 화장품이 아니라 재능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CORE MATERIALS &  PRODUCTS PAGE

보다 가치 있고 트렌디한 제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Design Research 
Institute

기획, 개발, 생산,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전문 기술력으로 200개 이상의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M  

ODM  

마스크팩은 물론 스킨케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aterial 
Development 

다양한 R&D 개발 경험을 갖춘 

엔코스 피부과학연구소는 국책 과제 진행 등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R&D Center for 

Skin Science and Cosmetics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006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가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미세 타공 랩을 부착한 

특수 시트의 스팀 효과로 영양성분은 쉽게 마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부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됩니다.

lapalett
Gold Steam Wrap Mask 

ABSOLUTE STANDARD OF 
PREMIUM.

CORE 
PRODUCTS

WHAT MAKES 
YOU HAPPY?

만일 당신이 진정한 프리미엄을 원한다면만일 당신이 진정한 프리미엄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가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가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금을 함유한 골드 스팀 랩 마스크진짜 금을 함유한 골드 스팀 랩 마스크.. 미세 타공 랩을 부착한  미세 타공 랩을 부착한 

특수 시트의 스팀 효과로 영양성분은 쉽게 마르지 않고특수 시트의 스팀 효과로 영양성분은 쉽게 마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부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됩니다자연스러운 피부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됩니다

lapalettlapalett
Gold Steam Wrap Mask Gold Steam Wrap Mask 

ABSOLUTE STANDARD OF ABSOLUTE STANDARD OF 
PREMIUM.PREMIUM.

CORE 
MATERIALS

엔코스는 지속적인 신제형 개발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고객의 특성에 

최적화된 원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1
AN_BEM
니트처럼 폭신폭신한 질감으로 

풍부한 영양 성분을 피부에 전달 

02
AN_N.CELL 
피부와 닮은 저자극성 

투명 소재 보습 원단 

03
AN_M.CELL
극세섬유 원사를 고밀도 

가공한 우수한 밀착력과 촉감

04
AN_J.CELL
마스크의 기본기에 충실한 

천연 코튼 친환경 고급 원단 

05
AN_MELL
마법처럼 녹았다가 굳어지는 

감각적인 블랙 메쉬 원단 

06
AN_BEKI 

동백오일을 함유한 

핑크빛 천연 원단 

07
AN_LT.GEL

외부 공기를 차단하여 피부에 

수분을 전달하는 가죽 스킨 겔 

08
AN_P.AL

신속한 쿨링감과 우수한 보습을 

선사하는 핑크 호일 원단

09
AN_ELO

탁월한 밀착력과 신축성을 

자랑하는 리프팅 원단 

10
AN_HG/HS | GOLD / SILVER 

메탈릭한 벌집 패턴이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프리미엄 원단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가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라면 더욱 훌륭하죠.

순면 멜팅 시트, 핑크 클레이 시트,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의 

3단계 관리로 완성되는 순결한 모공. 이것이 바로 2초에 

1개씩 판매되는 세계 최초의 3스텝 코팩입니다.

Holika Holika
Pig-nose Clear Black 
Head 3-step Kit 

ONE MOR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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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PRODUCTS

WHAT MAKES 
YOU HAPPY?

모두가 얇고 가벼운 시트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두껍고 무거운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피부에 가깝고 친밀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고무 마스크가 가진 번거로움을 배제하고 

장점은 그대로 살린 새로운 타입의 러버 마스크.
우수한 밀착력과 쿨링감으로 

피부 속까지 풍부한 영양을 전달합니다.

Dr.jart+
Dermask Rubber Mask

DEFINE ADVANCED 
MASKS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을 나만의 프라이빗한 에스테틱으로 

바꾸는 일. 우리는 제품을 통해 삶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제공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석고팩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쉽고 간편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지갑을 열어도 

좋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스파의 

관리 효과를 선사합니다.

MAXCLINIC
Miraclinic Plaster 
Corset Mask

EASY. CONVENIENT. 
INNOVATIVE. 

만일 당신이 진정한 프리미엄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가치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금을 함유한 골드 스팀 랩 마스크.
미세 타공 랩을 부착한 특수 시트의 

스팀 효과로 영양 성분은 쉽게 마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부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됩니다.

lapalette
Gold Steam Wrap Mask 

ABSOLUTE STANDARDS OF 
PREMIUM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가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라면 더욱 훌륭하죠.

순면 멜팅 시트, 핑크 클레이 시트,
바이오 셀룰로오스  시트의 3단계 관리로 

완성되는 순결한 모공.
이것이 바로 2초에 1개씩 판매되는 

세계 최초의 3스텝 코팩입니다.

Holika Holika
Pig-nose Clear Black 
Head 3-step Kit 

ONE MOR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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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WHAT
MAKES

YOU
HAPPY

?

PASSION

QUALITY

HARMONY

IMAGINATION

AND YOU

CREATIVITY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공적인 기획은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신제품을 기획할 때는 그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그 상품이 어떤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매장에 어떻게 소개되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는지를 끝없이 상상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팀원들의 능력과 진정성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품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매력적인 제품으로 세상에 탄생합니다. 
그것이 엔코스 상품기획의 핵심입니다.

· 013



QUALITY

PASSION

우수한 생산 품질로 행복을 완성합니다.

엔코스의 자신감은 안정적인 생산시설과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품질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불량 없는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부자재의 

입고 검수를 철저히 하고 CGMP, ISO 2716 적합 인증의 품질 위생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신뢰하고, 소비자에게 칭찬받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몰입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경계 없는 연구실’을 추구합니다. 엔코스 연구원들은 새로운 제형과 감성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의 영역까지 이해하고 

직접 참여합니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하이엔드 제품 개발을 통해 

전체의 틀 안에 우리들의 경험을 담으려는 열정이 생겼고, 언제나 새로운 자극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연구와 기술력으로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엔코스 연구원들의 행복과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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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TION

HARMONY

글로벌 뷰티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우수함을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엔코스 중국 법인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고객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 현지에서 고객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위해 엔코스 제 2공장 내에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닥터리(DOCTOR LI)’를 

보유한 중국 파트너사 ‘시스더(SISDER)’와 함께 연합연구소를 개설하고 

중국 현지에도 공장을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배움의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합니다. 
이런 호기심과 우리만의 창의성은 글로벌 엔코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객과 엔코스가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늘 혁신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느끼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나 부족함도 미리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치를 창출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업무를 확장하다 보면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제품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엔코스가 지닌 마케팅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 017



AND YOU
임직원이 행복한 일터,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I AM
TO

HAPPY
BE HERE

·019



WHAT’S NEXT 
FOR ANCORS?

ORGANIZATIONAL 
CHART

엔코스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직 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영업본부

국내개발영업팀

해외개발영업팀

중국법인

영업관리팀

생산본부

구매자재팀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제조팀

마케팅본부

상품개발팀

상품기획팀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디자인팀

피부과학연구소

스킨케어연구소

하이드로겔연구소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경영 총괄

·
020



엔코스는 상품 기획에서 개발, 완제품 생산과 

최종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의 토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제품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직원이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마인드를 키워 줍니다.
그 결과 매년 새로운 기술과 제형, 새로운 디자인과 

콘셉트의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의 

젊은 아이디어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TEP 5
Product Delivery
제품 출고 및 운송 

STEP 2
Innovative 
R&D
혁신적인 연구개발 혁신적인 연구개발 

STEP 1
Customized 
Planning
맞춤형 상품 기획 맞춤형 상품 기획 

STEP 3
Total Marketing 
Services
토털 마케팅 서비스토털 마케팅 서비스

STEP 4
Quality 
Control
엄격한 품질 관리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통합 관리 시스템 

CREATING THE 
FUTUR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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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스는 최첨단 설비와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품질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조 경쟁사들을 앞설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 엔코스만의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급격히 증가할 화장품 R&D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특허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출원 상표 등록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록

52 in total
 212

 8 13

11

6

화장품 연구 개발 인력 33명

33 staff 
members

CREATING THE 
FUTURE THROUGH
FUTURE THROUGH
CRE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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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KFDA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엔코스는 엔코스는 20102010년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인 년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에는 

ISO 22716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GM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며 

최상의 품질을 위한 경영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2016년 약 120억 원을 투자해 준공한 

엔코스 제2공장은 글로벌 첨단 제조 설비와 연구소 등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CREATING THE 
FUTUR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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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설립 이후 수많은 고객사와 함께 

제품 경쟁력을 키워 온 엔코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는 꾸준한 자선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ANCORS

SOCIETY
경기도 유망벤처기업 표창 

일자리 창출 기업 국무총리 표창

오산자활센터 협력 사업 추진

사랑의 열매 정액 기부

적십자 정기 후원 

PARTNERS
LG생활건강, 닥터자르트, 
파파레서피, 엔프라니, 토니모리, 
애경, 잇츠스킨, 메디힐 등 

200여 개의 고객사와 

파트너십 유지 

CREATING THE 
FUTURE BY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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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09 WIN           WIN 

CREATING THE 
FUTURE W

ITH

우리는 우리의 제품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제품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고객이 가장 특별한 브랜드가 우리와 함께하는 고객이 가장 특별한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엔코스의 미래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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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
ORK 

중국 법인 | ANCORS China
K2, 4th Floor, Wanzong Building, 

1303 West Yanan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恩客斯（上海）商贸有限公司 

중국공장 | China Factory 

No.13 Honghui Road, 

Liangang Industrial Zone, 

Jinwan Area, 

Zhuhai City, China · 033



NETW
ORK 

제1공장 | First Factory
14-12, Gajangsaneopdong-ro, 

Osan-si, Gyeonggi-do, Korea

제2공장 | Second Factory 

56-24, Gajangsaneopseo-ro, Osan-si, 

Gyeonggi-do, Korea 

마케팅사무소 & 피부과학연구소 | Marketing Office and 

R&D Center for Skin Science and Cosmetics 

715, Dongtansunhwan-dae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ANCORS
KOREA

(주)엔코스

본사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6-24

Telephone 
031 376 7045
Facsimile 
031 378 7046

마케팅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15 
스타프라자 7층

Telephone 
031 8003 1736
Facsimile 
031 8003 1746

Skin Care

Patch

Mask Pack

Body & Hair

CLIENT LIST 
&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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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
ORK 

제1공장 | First Factory
14-12, Gajangsaneopdong-ro, 

Osan-si, Gyeonggi-do, Korea

제2공장 | Second Factory 

56-24, Gajangsaneopseo-ro, 

Osan-si, Gyeonggi-do, Korea 

마케팅사무소 & 피부과학연구소 | Marketing Office and 

R&D Center for Skin Science and Cosmetics 

715, Dongtansunhwan-daero, 

Hwaseong-si, Gyeonggi-do, Korea

ANCORS
KOREA

WE WE WEYOU SMILE. YOU SMILE. YOU SMILE. MOVE. MOV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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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YOU SMILE.MOVE.

www.anco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