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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01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05월 설립

08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업소 지정

10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03월 ISO22000인증

07월 HACCP인증(커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타가공품)

06월 2공장 완공

07월 2공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업소 지정

2공장 HACCP인증(캔디류)

04월 충청남도 장애인상 수상(충남도지사)

0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장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04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22000 인증 획득

11월 3공장 연질캡슐 제조라인 준공

3공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업소 지정

3공장 HACCP인증

천안시 기업인의 상 창업대상 수상



본사 및 공장 현황01
코스팜 1공장(새터길 156 / 본사)
- 공장부지 면적 : 2,467㎡
- 제조시설 면적 : 1,202㎡
- 주요시설 : 혼합, 과립, 타정, 환제조, 병포장

코스팜 2공장(새터길 152)
- 공장부지 면적 : 3,265㎡
- 제조시설 면적 : 1,405㎡
- 주요시설 : 스틱포장, 병포장, 종합포장

코스팜 3공장(새터길 162)
- 공장부지 면적 : 4,287㎡
- 제조시설 면적 : 2,153㎡
- 주요시설 : 연질캡슐, 병포장, PTP 포장



조직도01



01 품질관리 인증 및표창 현황

GMP 인증 : 분말, 환, 정제, 과립 라인
HACCP 인증 : 기타가공품 외 16 유형
FSSC22000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유기가공인증 : 4품목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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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현황 (분말라인)02

혼합

더블콘믹서(6t/ 8H)
ㆍ2,500L(1대) : 1일 생산량 3,200kg(8H)
ㆍ1,200L(1대) : 1일 생산량 1,600kg(8H)
ㆍ1,000L(1대) : 1일 생산량 1,200kg(8H)

충 진

10열 스틱포장기(81만포/ 8H)
ㆍ바이브레이터방식(7대) : 1일 생산량 63만포(8H)
ㆍ스크류방식(2대) : 1일 생산량 18만포8H)
ㆍ필로우포장기(4대) : 1일 생산량 3.6만 파우치(8H)

분말충전기(1만병/ 8H)
ㆍ스크류방식(1대) : 1일 생산량 1만병(8H)
ㆍ500g 병 충진기준

4열 스틱포장기(2만포/ 8H)
ㆍ바이브레이터방식(1대) : 1일 생산량 2만포(8H)

과립

스피드믹서(700kg/ 8H)

ㆍ스피드믹서450L(1대) : 1일 생산량 700kg(8H)
ㆍU형혼합기(1대) : 1일 생산량 1,000kg(8H)
ㆍ총계 : 1일 생산량 1.7톤(8H)

4면포포장기(7만포/8H)
ㆍ4면포포장기(1대) : 1일생산량 7만포(8H)
ㆍ분말, 과립, 환 포장가능



생산시설 현황 (타정라인)02
혼합 타정/코팅

멀티포장기(1.5만포/8H)
ㆍ삼면포장방식(1대) : 1일 생산량 1.5만포(8H)
ㆍ정제포장용

과립

타정기(180만정/ 8H)
ㆍ30방 타정기(4대) : 1일 생산량 180만정(8H)
ㆍ500mg 정제 기준

충진(병)

자동정제충전라인(1만병/ 8H)
세병→실리카겔투입→계정→완충비닐
→중량선별 →라벨부착 →고주파실링
→금속검출 →포장

충진(PTP)

PTP포장기(6만팩/8H)
ㆍPTP포장기(2대) : 1일생산량 6만팩(8H)
ㆍ10구 : 1일 생산량 30만정(8H)
ㆍ6구 : 1일 생산량 18만정(8H)

하이쿼터코팅기(144만정/8H)
ㆍ500mg 정제 기준 : 1일 생산량 144만정(8H)
ㆍ1,000mg 정제 기준 : 1일 생산량 78만정(8H)



생산시설 현황 (제환라인)02
혼합 연합/제환

과립
U형혼합기(1,000kg/8H)
ㆍU형혼합기(1대) : 1일 생산량 600kg(8H)
ㆍ1회 연합 150kg

충진

자동병충전라인(1만병/ 8H)
세병→실리카겔투입→계정→완충비닐
→중량선별 →라벨부착 →고주파실링
→금속검출 →포장

4면포포장기(7만포/8H)
ㆍ4면포포장기(1대) : 1일생산량 7만포(8H)
ㆍ분말, 과립, 환 포장가능

자동제환기(700kg/8H)
ㆍ자동제환기(2대) : 1일 생산량 700kg(8H)
ㆍ4Φ제환기준
ㆍ3~5Φ제환가능

10열 스틱포장기(12만포/ 8H)
ㆍ바이브레이터방식(2대) : 1일 생산량 12만포(8H)
ㆍ5g이하 중량 스틱기준
ㆍ5g이상 중량 : 1일 생산량 6만포(8H)



생산시설 현황 (연질 캡슐 라인)02
젤라틴조제 성형 및 건조

내용액조제

연질캡슐성형기(80만캡슐/8H)
ㆍ연질캡슐성형기(2대) : 1일생산량 80만캡슐(8H)
ㆍ동물성/식물성 캡슐 제조가능

멜팅탱크(1,000L / 500L)

진공믹서(130kg) 건조텀블러(800kg)
ㆍ건조텀블러(16대) : 1일생산량 80만캡슐(8H)

충진(병/PTP)

PTP포장기(6만팩/8H)
ㆍPTP포장기(2대) : 1일생산량 6만팩(8H)
ㆍ10구 : 1일 생산량 30만정(8H)
ㆍ6구 : 1일 생산량 18만정(8H)

세병→실리카겔투입→계정→완충비닐
→중량선별 →라벨부착 →고주파실링
→금속검출 →포장

자동정제충전라인(2만병/ 8H)



생산시설 현황 (포장형태)02

필로우포장

스틱포장 병포장(분말, 정제, 환)

PTP포장 사면포 포장 멑티포장



포장형태(스틱포장 제품 / 분말, 과립, 환)02



포장형태 (병포장 제품/정제, 분말, 과립, 환, 연질캡슐)02



포장형태(PTP포장 제품, 정제/연질캡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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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건
114건

97건

48건

03 제형 개발 현황 제형 연구개발 건수(442건)



03 건강기능원료 소재 개발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ㆍ자소엽추출물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기능 식품 원료 개발
ㆍ감귤박 발효물을 이용한 항당뇨 건강기능 식품 원료 개발

ㆍ광대나물추출물을 이용한 항비만 건강기능 식품 원료 개발

(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ㆍ모새나무열매추출물을 이용한 전립선기능 개선 식품 원료 개발



03 특허현황



03 코스팜 만의 특별한 원료 소재

1. 개별인정형

2.고시형원료

3. 일반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