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기술의 가치를 아는 기업, 

ODM Total Service No.1 Company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사람이 중심인 한국콜마는 신기술을 선도하는 R&D 전문기업으로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며 가치 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1990. 05   한국콜마㈜ 설립 

1992. 12   화장품 중앙연구소 설립  

1994. 12   CGMP 적합업체 선정

2002. 03    제약 산업 진출 및 제약공장 준공

2005. 04   윤동한 회장 과학기술유공자 훈장 수훈

2007. 05   중국법인 북경콜마 설립

2012. 06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2012. 10   지주사 체제 전환

2014. 04    윤동한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2014. 06   세종 기초화장품공장 준공

2016. 03   2015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2016. 06   마스크팩 전문 콜마스크 설립

2016. 09   미국 PTP社 인수

2016. 11   캐나다 CSR社 인수

2017. 09  여주아카데미 준공

제약부문

엄격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에 생명력을 

더합니다

화장품부문

2만여 개 이상의 제품 

처방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건강기능식품부문 

기능성 식품 개발에 

주력하여 생활 속 

에너지를 담습니다

●  한국콜마가 

    걸어온 길

인문과 자연을 품은 배움의 장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K O L M A R  Y E O J U  A C A D E M Y



한국콜마가 30년 가까이 쌓아온 경영 및 인재 

육성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한국콜마만의 유기농 소통과 인문학적 영감을 

교류하는 장이 됩니다. 

하나, 

인재 양성의 장(場)을 열다   

         한국콜마의

      우보천리

     
      이번 걸음은

      여주입니다

강원도 태백으로부터 시작된 남한강이 앞에 흐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과 상평통보 등 

경제 시책에 업적을 남긴 효종대왕의 능이 길 너머에 

자리합니다. 인문과 자연이 어우러진 여주에서 상생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콜마가 연 매출 1조 원의 중견기업으로 어엿이 

선 것은 기술 중심, 인재 중심의 가치를 한결같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국콜마는 그 소중한 성장의 

과정을 나누며 같은 길을 걷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공헌의 장을 열고 우보천리로 동행하고자 합니다.

둘, 

세종인문도시 여주를 택하다  

셋, 

기업 간의 동행(同行)을 생각하다    



상생의 마음으로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를

실현합니다

시설 소개

| 숙소 |

| 식당 |

1인실부터 6인 이상의 다인실까지 고루 갖추었습니다. 각각의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어 생활이 편리하며,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구분하여 모임의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여주의 햅쌀을 비롯해 HACC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식자재를 산지 직거래를 통해 

공급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한강(여강)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침대방

총 154석

(면적 183평)

2인실 | 34실1인실 | 6실

● 온돌방

3인실 | 34실 다인실 | 3실

최대 수용

230여 명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長), 인재의 가치를 알아봅니다(見)

인문적 시선을 키우고(養), 자연의 참뜻을 생각합니다(材)

기업과 인문과 자연을 융합하는 장견양재(長見養材)의 철학을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곳곳에 담았습니다

| 강의동 | 대·중·소로 구분되어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또는 인원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음향, 영상 등 교육에 필요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대강당

● 중강의실

● 소강의실

30평형 | 3실

11평형 | 2실

94평형 | 1실 

37평형 | 1실

16평형 | 2실

최대 수용

500여 명 



M A P
찾아 오시는 길  

차량 이용 시

• 영동고속도로(여주IC)에서 약 15분 거리

• 중부내륙고속도로(서여주IC)에서 약 20분 거리 

버스 이용 시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또는 동서울종합터미널 → 여주종합터미널(여주행 버스 30분 간격 운행)

    ※ 여주종합터미널에서 4km : 택시 탑승 시 약 10분 소요

지하철 이용 시 

• 경강선 여주역·세종대왕릉역 하차 

    ※ 여주역에서 4km·세종대왕릉역에서 5km : 택시 탑승 시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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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312(하동 2-1)

대표번호   031.880.1120

예약문의   031.880.1123

팩      스   031.885.3399

개인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곳, 

한국콜마 여주아카데미입니다

층별 안내 

● 4F
   식당 

● 4F
   침대방 1인실

   침대방 2인실

   온돌방 3인실

● 1F~3F
   침대방 2인실

   온돌방 3인실  

   온돌방 다인실 

| 우보관 |

| 천리관 |

● 3F

   대강당    

   중강의실  

● 1F
   중강의실  

   소강의실     

   매점 

● 2F
   중강의실     

   소강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