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할

때    가

아니다. 친환경

라이프

지구랑 오래 같이 살아요.



2004 2012 2013 20142011
에코후레쉬 브랜드 런칭

100% 천연 탈취제 출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허.실용신안 4건 취득

제조 공장 설립

천연 제조 특허 2개 취득

벤처기업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수상 

환경공단 이사장상 수상

친환경 탈취제 인증

안녕하세요.
지난 19년동안 친환경에 진심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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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9
환경부 장관상 수상

충전용 건전지 국제 특허 취득

올해의 녹색 상품 선정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매출 100억 달성

2020
매출 150억 달성

2021
매출 170억 달성

에코뉴스 발행(유튜브/네이버)

에코후레쉬입니다.

Love Eco

With
me!

For us

INTRODUCE–2



2022년 에코후레쉬는
친환경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합니다.

INTRODUCE–3



INTRODUCE–4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

“

”제로웨이스트

제로플라스틱

천연물질

자연유래성분

Minimum Packaging

No Plastic

업사이클링

환경친화

자연보호

탄소중립

GREEN

지속가능성

탄소발자국

유기농

다회 용기

ESG

VEGAN

그린슈머

RECYCLE

REUSE

Hand made

에코후레쉬가 해석한 ‘친환경’의 의미



친환경 코어 플랫폼
에코후레쉬의 초대

19년의 진심을 모아
친환경 모두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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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CO FRESH 



ABOUT–1

여기는

다
친환경 제품
이거 친환경 제품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에코후레쉬의 친환경 기준 8가지에 맞춰

엄격하게 검증된 최선의 제품만 

판매합니다.

최선의 제품은 뭘까요?

에코후레쉬가 만든 친환경 기준을 지킨 제품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 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 만든 

제품을 뜻합니다.



리업사이클
폐기될 시에 재활용 가능한 제품, 이미 생산된 

제품이나 소재 등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긴 생애주기
제품의 탄생부터 폐기까지의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

에너지 저감
생산과정 / 사용과정에서 

화학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제품

건강한 위생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균, 가스, 악취 등을 제거하는 제품

자연유래
천연 물질, 유래 성분 등으로 제작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  

바른 먹거리 환경 인증
환경부 인증, 녹색인증, 유기농, 동물복지 등

환경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

폐기될 시에 자연적으로 생분해 되는 제품

상생을 위한 국산 농,수산물과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사회적 먹거리

최선의제품 = 입점 조건 
아래 8가지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이 해당 되면

최선의 제품의 조건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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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3

세상 모든
친환경

모여라!

지구와 우리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브랜드들의 제품과

활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코후레쉬에서 만드는 친환경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전파해 보세요.

친환경 관련 잇슈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어요.

에코 뉴스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알아야 하는

친환경 관련 내용들을 알려 드려요.

에코 상식
다양한 친환경 브랜드들의

스토리와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에코 다큐



ABOUT–4

너도 쓰고
나도 써야 
친환경
친환경 제품 많은 사람들이 써야,

진짜 변화가 있겠죠?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지구를 위한 비지니스를 합니다.

수수료

0%
보다 많은 친환경 제품들을 모아 소개할 수 있도록,

신규 업체의 거래 수수료는  0% 입니다.

동반성장 수수료

*수수료 0% 기준 업체는 에코후레쉬 내부 기준에 의해 구분됩니다.



WHY ECO FRESH?



확보된
KNOW HOW

WHY?–1

Data Science 1M MAU Strong Contents
기 확보된 90만 회원 모수와, 월간 활성자수를

활용하여 고객과 판매량을 확보합니다.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5,500만의

컨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판매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화 기반, AI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2022년 말)

19년동안 쌓아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비지니스를 전개합니다.



WHY?–2

함께해서
강력한 친환경 마켓
흩어져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한군데로 모으고, 함께 판매하여

엄청난 노출 . 고객 .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randBrand

Brand Brand Brand

Brand

Brands

Brand



HOW TO JOIN



상품등록

판매�개시

입점�양식�작성
회사명, 소개, 입점상품,
가격, 수수료율�등  

입점�제품의�친환경�여부를
확인�및�검증

입점사�직접�진행배송�정보�등록, 
반품 / 교환�정보�등록

전자계약�진행� � �
� � � �

최선의�제품�검증 계약서�작성

관리자�페이지�셋팅 업로드�내용
확인 / 승인

입점 신청 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별도 양식 제공 드립니다. 필요 시 검수를 위한 샘플 요청.

HOW TO JOIN–1

입점 방법



THANKS A LOT!

WITH ECO

(주) 제이앤케이사이언스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30, 지호빌딩 3층 301호이메일문의 : eco-join@jnkscien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