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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리아런드리의 비전을

세탁 사업으로만
한정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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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런드리는

전문성을 넘어
세탁 사업 그 이상의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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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비전과솔루션을통해
‘고객의 삶’이 편리하고행복하게
변화된다고믿습니다.



코리아런드리만의

공간 기획과
운영 솔루션을 통해 세탁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일렉트로룩스

밀레

LG

덱스터

메이텍

월풀

스피드퀸

.

.

.

셀프빨래방

상업용/OPL

멀티하우징

결제솔루션

교육센터

AS센터

공식쇼핑몰

콘텐츠

.

.

.

가치의극대화

코리아런드리는새로운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
사람을끌어당기는최적의공간을기획합니다.
사업구조화 ·IT ·디자인 ·마케팅역량을기본으로
지속가능한공간과비즈니스를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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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엔조이

워시엔조이라운지

런드리파크

런드리라운지

어반런드렛

키오스크

콜엔조이

클린엔조이

LAS 365

교육지원

아파트세탁솔루션

주상복합솔루션

공동주거솔루션

쉐어하우스솔루션

게스트하우스솔루션

따복하우스솔루션

.

.

.

호텔/모텔솔루션

헬스케어솔루션

스파/사우나솔루션

병원/의원솔루션

기숙사솔루션

세탁공장솔루션

.

.

.



코리아런드리만의

특별한 공간들은
또 오고 싶은 라이프스타일
플레이스입니다.

런드리파크문정점총 회원 2,163명 기준

집계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1월

80
고객재방문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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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고집과 신념으로 ‘빨래도 하나의 새로운 문화’
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키며, 세탁 그 이상의
가치를 연구하여 워시엔조이는 마침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셀프빨래방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워시엔조이
문정점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서울시송파구문정동

2017년 2월

2,171명

워시엔조이
자곡점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서울시강남구자곡동

2019년 4월

872명

워시엔조이
풍덕천점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2019년 8월

823명



전국 수백 개의 워시엔조이를 설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혁신적 디자인으로 컨셉팅된

워시엔조이의 플래그십 스토어 워시엔조이 라운지입니다.

워시엔조이
라운지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곡동

2018년 3월

2,409명



일렉트로룩스 런드리파크는 기존의 좁고 불편한 빨래방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풍요로운 삶의 비전과
행복을 찾아가는 복합 멀티 스페이스를 지향합니다.

런드리파크
문정점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서울시송파구문정동

2018년 12월

2,163명

런드리파크
해운대점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부산시해운대구우동

2020년 1월

2,133명



워시엔조이라운지 위례

주소

오픈일자

총 회원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8-22

2018년 3월

2,409명

런드리라운지24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신개념 셀프 세탁솔루션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제안하는

‘친환경 세탁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런드리
라운지24

주소

오픈일자

총회원수

서울시용산구후암동

2019년 11월

159명



안목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반런드렛,
상위 1%의 안목이 반영된 서비스 퀄리티와 품격을 높여주는

고품격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반런드렛
서초점

주소

오픈일자

서울시서초구서초동

2020년 3월

어반런드렛
청담점

주소

오픈일자

서울시강남구청담동

2020년 10월

* 어반런드렛총회원수 899명



코리아런드리만의

특별한 솔루션과
다양한 사업 모델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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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런드리는 셀프빨래방 단일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셀프세차장, 커피숍, 네일숍, 
플라워숍, 편의점 등 그동안 다양한 사업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더욱 확장된 수익모델을
창출해 왔으며 그에 따른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프빨래방 & 카페 셀프빨래방 & 편의점/마트 셀프빨래방 & 셀프세차장 셀프빨래방 & 주유소 셀프빨래방 & 플라워숍



상업용 세탁 시설 운용에 있어 전문가를 위한 소형 세탁 장비부터 초대형 세탁 장비 라인업을
구축하여 장비 운용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에너지와 상수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OPL 세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한 OPL 세탁 솔루션은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세탁 품질을 제공하며, 고품질 세탁기의 철저한 설치, 시공, 
교육훈련을 포함한 주기적인 유기 관리와 더불어 비즈니스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합니다.



일렉트로룩스 세탁장비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국내 최고의 런드리 솔루션 전문가 그룹,
코리아런드리가 만나 이루어 낸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차별화된 세탁 코스입니다. 
세탁 코스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의 13가지 세탁 코스는
고객에게 최상의 세탁 품질과 함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런드리만의

새로운 생각으로
세탁 사업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서울시

102

강원도

24
경기도

298
경상도

123
전라도

67

충청도

38

제주도

54

워시엔조이총 점포수

706

멀티하우징총 점포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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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생활

안암생활은 창작, 창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청년생활 공간으로 공유세탁실, 코워킹
스페이스, 청년실험가게, 공유 부엌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재능, 
경험, 물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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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성수 101

다채로운 주거 타입과 유닛 옵션으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주거공간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SK D&D 에피소드101. 공유의 가치를 실현한 공용 공간에
KLC 세탁솔루션을 더하여 입주자들의 대형 이불 빨래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탁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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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성수 121

도서관, 공유 주방, 스토리지, 라운지 그리고 런드리룸까지. 특별하고, 아늑한 공간
코리빙하우스 SK D&D 에피소드 성수 121. 공유의 가치를 실현한 공용 공간에
KLC 세탁솔루션을 더하여 입주자들의 대형 이불 빨래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탁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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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런드리

당신의 마음이 존중받는 공간, 편안함과 따뜻함 속에서 힐링하는 공간, 
다온런드리는 즐거운 상상과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려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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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틀빨래방

도시형 생활주택 충무로헤센스마트의 세탁공간 마이리틀빨래방은
국내 멀티하우스 세탁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LG 상업용 세탁장비가
KLC의 노하우를 만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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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런드리만의

특별한 IT 솔루션은
고객, 점주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한계를모두뛰어넘은
멤버십구현, Beebot-KIOSK가
멤버십의 새로운 룰을제시합니다.

IoT 기술은무인화를위한핵심
기술입니다. 모든기기를하나의
플랫폼으로묶어다양한제품과
상호작용을하게합니다.

효율성을고려한기능과디자인, 
그리고재고관리기능을탑재한
매장에최적화된매립형설계까지-
새로운상품판매기를소개합니다.

미디어컨텐츠관리가가능한혁신
적인마케팅솔루션으로각 매장에
최적화된다양한디스플레이를
선택해공간을효율적으로운용
가능합니다.

데이터는시각적이고사용자중심
적으로. 비봇매니저는사용자에게
유의미한이익과가치를주도록
내용을잘조직화하고이해하기
쉽도록사용자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워시앤페이는 Coin pay로부터
멤버십카드, 그리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시스템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위한페이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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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멤버십 구현으로 매장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돕는 스마트한 키오스크는
뛰어난 멤버십 프로그램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마케팅, 편의성, 결제 시스템, 
디자인으로 새로운 멤버십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은
멤버십의 새로운 룰을 제시합니다.



비봇의 IoT 플랫폼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 연결부터 모니터링과 제어 기술은
물론, 다년간의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의 경험에 보안 노하우까지 적용하여 IoT 플랫폼을
강화하였습니다. 초 경량 디바이스 연결부터 어떤 애플리케이션 형태이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IoT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IoT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비봇이 설계하고 개발한 모든 제품에는 세심한 배려와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설계로 다시 한번 혁신을 써 내려갈 비봇만의 상품판매기와
동전교환기는 기존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품격과 견고함으로
사용자에게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심하고 디테일한 설계로
기존에 없던 최적화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비봇매니저의 원격 측정 기술은 멀리 떨어진 원격지나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기록, 
모니터링, 장비 제어를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인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리 기술이며, 통계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매출 및 미디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험에도 영향을 주는 원격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응용
지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손안의 매장. 매출과 고객
방문 통계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양한 마케팅을 위한 광고 이미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셋톱박스형 미니 플레이어는
비봇시스템과 Beebot Intelligent Display를 연동합니다. 미디어컨텐츠 관리가 가능한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마케팅 솔루션으로 무인 매장의 경험을 개선하며, 각 매장에
최적화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마케팅의 혁신, 
무인사업과 연결되다.



워시앤페이는 어떤 결제방식보다 쉽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RFID형 플라스틱에서 벗어나 환경보호에 기여합니다.
또한 비봇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결제 및 통계, 회원관리가 탁월합니다.

무인 시스템에 최적화된
워시앤페이를 만나보세요.



코리아런드리는

글로벌 런드리 서비스의
꿈을 위해, 오늘도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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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런드리 솔루션

셀프빨래방 ‘워시엔조이’, 
中·日 이어 태국시장 진출 본격화

전세계 일렉트로룩스 세탁장비 총괄 매니저, 
워시엔조이 방문 ‘교류·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로 가는 워시엔조이
‘동남아 시장 본격 진출’

워시엔조이 중국 지점 오픈 행렬

워시엔조이 ‘Beebot OS’ 일본수출계약! 워시엔조이 셀프세탁시스템
솔루션 필리핀 업무제휴

일렉트로룩스 일본 코인런드리 컨퍼런스 일렉트로룩스 이태리 컨퍼런스



태국/중국

태국은 현재 방콕을 필두로
총 13개의 지점이 오픈하였고,
중국은 총 7개의 지점이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Huaykwang
Bang Pong
Vibhavadi
Sattahip
Sukhumvit

Khaosan
Bang Pu
Bang Waek
Bang Kruai
Rama

Wang Lang
Ramkhamhaeng
On Nut
.

.

.

Thailand

China

Sinwon
Nanchang
Gongsin

Yungil
Baljun
Gungangro

Ryongjing



코리아런드리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콜엔조이 클린엔조이 교육지원 LAS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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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엔조이

고객사를 위한 365일 24시간
전화대행 콜센터 서비스 입니다.



클린엔조이

고객사를 위한 멀티하우징 전용
스마트 클리닝 서비스 입니다.



교육지원

장비기술교육, 사업관리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LAS 365

고객사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탁 운영을 돕습니다.



코리아런드리는

가치 있는 동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전문성

논의의 여지가없는
내 업무의권위자가 된다.

존경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컨설팅과 업무협력으로
정직한 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이룬다.

관계

시장에서 우리의존재감을
확대시키고 고객들과의

관계 개선에최선을 다한다.

감동

우리 고객들을
감동으로 고무시킨다.

노력

개인적인 성공을위한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한다.

지속가능

지속 가능한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여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을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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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기억속에잊혀지지않도록

지속적으로우리를 알리며고객만족을통한

감동으로혁신을이뤄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대신 코리아런드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업의 가치 혁신을 이루어 코리아런드리만의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이 접목된 코리아런드리의 IoT기반 무인 문화복합공간은 세탁에 큰 자유를 선사하며

변화되는 런드리 비즈니스 환경을 고객에게 맞춘 삶을 재해석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용 세탁 장비의 성능과 안락함, 역동성과 효율성 그리고 비즈니스와

일상 등의 서로 다른 개념의 조화를 이루어 세계 최고 수준에 걸맞는

수준 높은 성능을 제공하여 세탁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리아런드리는 고객사와의 런드리 서비스의 경험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창조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첨단 세탁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서 경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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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아닌 원칙을 따르는 기술과 비즈니스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런드리 비즈니스를 추구합니다.

글로벌 최신기술을 통해
꾸준한 수익과 경쟁력 창출

다년간의 노하우로 이익창출을
리드하는 최상의 파트너

하나로 연결된 런드리 서비스로
비즈니스 이익의 극대화

우리의 단기적인 성공과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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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2년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리아런드리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선도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수상

2016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히트예감 브랜드' 상 수상

2016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
비자만족지수 1위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전문기업 NO.1 
브랜드 2년 연속 수상

워시엔조이 1호점 오픈

㈜코리아런드리 설립

미국 코인런드리협회
정회원 등록

일렉트로룩스 스웨덴
본사직원 기술개발연수

전기안전용품안전인증서
“KC인증획득”

일렉트로룩스 일본지사
교류방문 및 세미나 진행

빨래방 콜라보(타 업종과
콜라보) 사업 시스템 도입

업계 최초 빨래방 전용 충
전카드 LPS100 개발 및
출시

일렉트로룩스 우수고객
초청 세미나 및 연수

업계 최초 빨래방 전용 키오
스크 LPS1000 개발 및 출시

워시엔조이 우수 사업주를
위한 프리미엄 마케팅 세미
나 개최

2017 소비자가 뽑은 한국소
비자만족지수 1위 3년 연속
수상

중앙일보주최 '2017 소비자의
선택, 베스트 브랜드상' 수상

(주)코리아런드리, NICE평가
정보 기술평가 우수 기업 인
증서 획득

ISO9001(품질경영인증) 
ISO14001(환경경영인증) 취득

자체 개발 키오스크 특허청
디자인 등록

셀프빨래방 전용 스마트 클리
닝 서비스 ‘클린엔조이’ 출시

워시엔조이 24시 전화대행
서비스 ‘콜엔조이’ 출시

업계 최초 빨래방 매출관리
어플리케이션 beebot 개발
및 출시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
자만족지수 1위 4년 연속 수상

중앙일보 주최 소비자의 선택
베스트브랜드 2년 연속 수상

2018 웹어워드코리아 생활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인도네시아 투자 MOU 체결

KLC & 푸르지오서비스 공공
주택 셀프세탁 서비스 MOU 
체결

워시엔조이 전국 AS 파트너스
공식출범

업계 최초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워시엔조이 라운지,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세계최초 2층 입점, ‘일렉트로
룩스 런드리파크’ 셀프빨래방
오픈

서경노 대표이사, 2019 대한
민국마케팅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GD WEB OF 2018 올해의
굿디자인 사이트 수상

소비자가 뽑은 2019 한국소비
자만족지수 1위 5년 연속 수상

앤어워드(&Award) 생활브랜
드 부문 WINNER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T-4등
급 획득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획득

㈜코리아런드리-NHN, MOU 
체결

NHN으로부터 50억 투자 유치

첨단 위생관리 시스템 "세스코"
와 MOU 체결

업계 최초 스마트 키오스크
LPS500 개발 및 출시

업계 최초 셀프빨래방 마케팅
전문 온라인 강의 서비스 런칭

2020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6년 연속 수상

2020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전사 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국내 최초 CINET 주관
Global Best Practices 
Awards - Country Winner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코리아런드리-피플라이프
MOU 체결

㈜코리아런드리-쏘시오리빙
MOU 체결

빨래방 매장 관리 솔루션
BEEBOT360 업그레이드
버전 런칭

업계 최초 최단 기간 700
호점 오픈

태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THAI FRANCHISE & SME 
EXPO 2020) 참여

태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TFBO)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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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

모두에게 인정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까지, 
다년간에 걸쳐 닦아온 코리아런드리의
수상 내역을 소개합니다.



세탁 업계 유일무이한 HACCP(해썹) 인증 획득

상업용 장비 KC전기용품 안전인증과 벤처기업 인증,
품질인증 획득으로 최고의 세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획득

미국 코인런드리협회(CLA)

HACCP(해썹) 인증

ISO 9001, ISO 14001 국제표준화 인증서

KC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일렉트로룩스 건조기(가스/전기) 전자파 인증

무인 키오스크 전자파 인증

NICE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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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런드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치를
확장하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합니다.

일렉트로룩스

밀레

삼성

LG전자

덱스터.

메이텍

월풀

밀너

핸디즈

NHN.

세스코

토스트캠

푸르지오

대성C&S

GPS.

0
4

5



www.korealaundry.com 

1588-594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의로 67, MK타워 2층㈜코리아런드리

홈페이지

대표번호

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