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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회사
입니다. ”
대상이 걸어온 60년의 기억 속에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6년 국산 발효 조미료 1호 미원을 출시한 이래 식생활 문화를 선도해온 대상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대상은 창립 60주년을 넘어 도전과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넘어 고객에게 더욱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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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안녕하십니까! 대상㈜ 대표이사 임정배 입니다.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창업한 대상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며 고객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대상㈜은 국산 발효조미료 미원을 시작으로, 종합식품 브랜드 청정원과 종가집을
토대로 장류와 김치, 냉동/ 냉장식품, 육가공식품, 서구식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
했습니다. 더하여, 국내 식품 소재 Leading Company로서 조미 소재, 아미노산
소재, 클로렐라 등의 BIO 사업과 옥수수, 타피오카 등 전분질 원료를 가공하여
다양한 식생활, 기능성 및 산업용 소재를 제공하는 전분당 사업, 아미노산 생산
기술을 활용한 라이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은 국내 1호 플랜트 수출 기업의 명성을 이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지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미국
등 국가별 차별화 전략과 신 사업 발굴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가치에
기반하여 고객을 위한 건강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뿌리 내리는
종합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00년 기업을 향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 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리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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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민하고
내일을
혁신하여
일류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
대상은 순수 국내자본과 기술로
1956년 설립된 발효전문기업이자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로서 ‘건강한 식문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류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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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HIGHLIGHT

비전, 경영이념, 공유가치

(단위: 백만 원)

주요 연결재무제표

1. 비전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FY2019

매출액

2,956,762

매출총이익

754,422

764,955

영업이익

129,813

120,16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0,563

119,081

당기순이익

108,875

65,398

2,397,069

2,198,995

부채

1,374,881

1,270,280

자본

1,022,188

928,715

자산

2. 경영이념

주요 별도재무제표

FY2019

매출액

대상의 모든 기업활동의 출발은 바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FY2018

2,457,055

2,235,924

매출총이익

634,990

603,072

영업이익

103,422

110,5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0,869

108,637

당기순이익

우리의 공유가치는 대상의 모든 임직원이 이해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경영활동의 기본이념으로서,

FY2018

2,963,986

114,753

77,363

2,207,997

1,830,365

부채

1,202,759

910,520

자본

1,005,238

919,845

자산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 공유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2,963,986

FY2019

2,956,762

FY2018

당기순이익

01

02

03

인간의 존엄과
자존을 중시하고

고객의 만족과
가치를 창출하며

가족의 행복과
사회에 공헌한다

FY2018

129,813
120,162

자산

108,875

FY2019

FY2018

FY2019

65,398

FY2019

FY2018

2,397,069
2,19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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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다

임대홍 창업회장에 의해 대상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재정립을

순수 민족자본과 독자 기술로 생산된 국산조미료 1호인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미원’은 우리 식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식품사업, 발효사업, 전분당사업을

60년대부터 조미료 대량생산 시대를 연 미생물 발효법 개발로

기본 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미래성장사업에 핵심역량을

국내 조미료 시장에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다

1970.10
제 9회 세계식품 콘테스트 최우수
조미료 금상 수상

독창적인 기술축적을 위해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1971.04
대상문화재단 설립

R&D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기술개발을

1973.11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흥공장 준공,
대상농장 설립, 커피사업 진출 등 2대 임창욱 회장의

PT. MIWON INDONESIA
설립

1976

HISTORY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지향해온 대상의
60년 발자취

취임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1978.12

1970

횡성 녹즙공장 준공

㈜미원 천안 냉동식품
공장 준공

•미원마니커㈜ 설립
•미원 베트남 설립

2010.09

1990.11

1996.05

편의점 사업 진출,
미니스톱 1호점 진출

•청정원 브랜드 출범
•이천 중앙연구소 개소

1991.07

1997.11

대상정보기술㈜ 설립


㈜미원과
㈜세원 합병 후
대상㈜로 상호 변경

신안천일염㈜ 도초공장 준공

2013.10
필리핀 물엿공장 준공

2014.05
청정원 브랜드BI 새롭게 변경

2014.06

중국 북경사무소 개설

1999.10

인도네시아 팜오일공장 준공

1993.03

대상사료 설립

2015.08
대상㈜ 라이신 사업 인수

상암기획㈜ 설립

미원 Japan 설립

1960

1994

1992

미원㈜ 강서구 가양동
전분당 공장 준공

1956

2010.01
1990.05

1980

2000

1990

1956년 창립 후 6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지속해 나가다

2010

2020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국산 발효 조미료 1호 미원을 출시한 대상은 종합식품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1956.01

1960

1980.03

1985.10

2004.06

2016.12

2018.03

생활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1962년 국내 최초로

동아화성공업주식회사
(현재의 대상)설립

발효법에 의한 MSG 생산

중앙연구소 설립

베트남 호치민 물류센터 준공

대상㈜·대상FNF㈜ 합병

1981.07

2017.03

미원홍콩 설립

대상홀딩스 출범

신선로표 미원 공식 상표 등록

동아화성공업㈜ 미원㈜로
사명 변경

1989.07

2005.08

대상㈜ 식품업계 		
2조 클럽 가입

1956.06

1962.12

‘미원’, ‘맛나’
올림픽 공식 조미료로 지정

1958.09

1964

1982.11
미원㈜ 군산 핵산공장 준공

MJC㈜ 인수, 		
커피 사업 진출

미왕산업사 설립

전분 및 전분당 사업 진출

•대상㈜ 식품BU /소재BU
분리경영 도입
•종가집 BI 새롭게 변경
•PT. MIWON INDONESIA
전분당공장 준공

발효법에 의한 글루타민산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바이오산업의 첫 장을 열었으며, 이후
20여종의 각종 아미노산과 핵산의 제조기술을 개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발효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발효에서 쌓은 기술을 식품으로 넓혀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고추장 등

1965.12

전통 장류부터 자연재료 조미료 맛선생 등의 조미료류, 식초, 액젓 등의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냉동식품,

방학동 공장 준공

1982.06
미원 USA 설립

2006.04
대상㈜ 전분당 공장 준공

1989.11
PT.IMCI(Indo Miwon
Citra Inti)설립

1984.09

육가공식품 등을 생산하여 고객의 풍요롭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장㈜ 설립

또한 대상은 옥수수를 가공해 과자류 및 각종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 전분과 청량음료 등에 쓰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과 경쟁력을 다지다

국제화의
선도기업이 되다

진출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브랜드 전개전략을 통해

이 외에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영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미래지향적     

국내 최초로 Plant를 수출하여 인도네시아에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고 고객지향적인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참여를 통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PT.MIWON INDONESIA를 설립하고 이어 일본, 미국,

냉장사업을 강화하고 ‘청정원’과 함께 건강하고 신선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 브랜드를 출범하였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룹명을 ‘대상’으로 변경하였고,

2019.05
대상㈜, 대상베스트코
흡수합병

 상㈜ BIO군산공장, 		
대
아스타잔틴 공장 준공

2020.06

2017.07
㈜DU푸드 설립

가치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다

홍콩 등 지역에 무역법인을 세워 국제화를 선도하였습니다.

대상㈜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시스템 정착의 토대를

또한 중공업, 무역, 석유화학 등 비식품분야로 사업다각화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고객 감동 품질 구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변화 대응력 강화, 차별화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식품회사를 향해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설립

2017.06

대상정보기술과 상암기획을 설립하여 IT분야와 종합광고업에

과당, 올리고당과 물엿 등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최대의 전분 및 전분당 제조회사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국내 건강사업분야에 진출해 대상클로렐라 등을 히트시켰으며, 2006년 ‘종가집’을 인수하여

2018.04

대상㈜ 식품BU / 소재BU
/ 식품 Global BU 분리경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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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미래를
제공합니다.”

늘 가족의 곁에서 가족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한 사랑과 정성을 담으려 합니다.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인
감각과 전문성을 더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다양한 곳으로
전달합니다.
오로지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위해 대상은 하루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종합식품회사가 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더 큰 가치를 더합니다.
대상은 늘 마음을 다해 함께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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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업

새로운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 온 대상!
1996년부터 도입한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 브랜드인 ‘청정원’과 ‘종가집’을 중심으로 ‘순창’,
‘햇살담은’ 등 전통 장류부터 ‘미원’, ‘감치미’, ‘맛선생’ 등의 조미료류, 식초, 액젓 등의 농수산식품,
김치 및 두부류 등의 신선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신선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경영을 기반으로 한국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랑과 정성을 담습니다.
전통의 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대상만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갑니다.
국산 발효조미료 1호, 조미료 대명사 등 수많은 수식어와 신화를 낳은 미원부터
청정원, 종가집까지 대상의 다양한 브랜드는 대한민국 식생활을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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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은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청정원’만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으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준비하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즐기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순창’은 깨끗한 원료와 전통의 제조공법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계승
발전시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장류 전문 브랜드입니다.
‘햇살담은’은 1997년 탄생한 100% 양조간장으로 자연 숙성한
간장에만 사용하는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입니다.

종합식품부문
대상은 2017년 식품전문가 ‘청정원’과 맛의 중심 ‘종가집’ 브랜드를 통합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홍초’는 대상만의 노하우로 정성스럽게 만든 100% 발효식초에
엄선하여 선별한 웰빙 재료와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을 첨가하여
맛있게 만든 웰빙초 브랜드입니다.

한식 세계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맛선생’은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로 전문가 솜씨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맛내기 브랜드입니다.

청정원은 오랜 시간 쌓아온 푸드 노하우로 모두가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푸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청정원 BI는 청정원 영문 이니셜 ‘Chung jungone’의 ‘C’를 타원 형태로 완성하는 모습을
표현해 ‘완벽을 추구하는 식품전문가’를 상징하며, 청정원 브랜드만의 차별적 기술력과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심볼 속 빈 공간을 나뭇잎 형태로 표현해 청정원 브랜드의
출발점인 깨끗함(청, 淸)과 정성(정, 精)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레여왕’은 프랑스식 여왕의 방식으로 만든 ‘요리로 즐기는
프리미엄 카레’ 브랜드입니다.
‘츄앤’은 자연의 신선함을 담은 웰빙간식 브랜드입니다. 츄앤리얼,
츄앤크리스피, 츄앤디저트 세가지 카테고리로 다양한 원물간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주야’는 가정편의식 안주 전문 브랜드입니다. 혼술 혼밥족을 위한
대표 안주 맛집 스타일을 청정원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재해석하여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가정식’은 가정편의식 주,부식 브랜드입니다. 정겨운 집 밥
메뉴부터 기분 낼 수 있는 외식 별미 메뉴까지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살렸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로 요리의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
고품질의 식재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청정원은 오늘의 식생활을 세심히 관찰하여 다양한 식품들을 청정원만의 식품 전문성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6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멀티 BI는 각 제품군의 특징을 반영해 조화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카테고리 별 Brand BI는 ‘한국 전통식품군(classic)’, ‘편의형 제품(smart)’, ‘서구 식품군(cuisine)’, ‘냉장/냉동 유통

‘집으로ON’은 유명 맛집의 인기 메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부터 반찬, 안주, 간식 등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청정원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입니다.

제품(fresh)’, ‘조미/향신료 등 요리 소재제품(essential)’, ‘유기가공식품군(organic)’의 6개 영역을 구분하여 BI의
색깔을 다변화시킨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system)를 적용해 카테고리별 전문성과 가시성을

‘Lightly(라이틀리)’는 평소에 즐기시던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이

더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제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식문화의

맛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청정원의 맛있게 가벼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상식습관 브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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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집은 김치를 넘어 글로벌 한식을 대표하는
신선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전통한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3가지 맛(발효, 정성, 자연)에 종가집의 노하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한식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종가집’은 세계 NO.1인 김치를 포함하여 두부, 반찬, HMR 등 다양하고 신선한 건강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가집은 최근 인공적인 가공을 최소화 한 신선식품 분야로의 급속한 이동에 발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가집은 우수한 전통식문화를 현대적으로 복원 재현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균형잡힌 식생활에 건강과 정성을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가집은 2017년 탄생 30주년을 맞아 BI를 새롭게 정립, 전통적 이미지에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지를 더하고, 더욱
다양한 한식 요리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글로벌 한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침의 신선함과 생생한 기운이 언제나 ON
‘아침에온On’은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믿음과 원칙으로 엄격함과
진정성을 담아 자연원료의 영양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공만을
더한 종가집의 신선원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로고의 시계 모양이 알려주는
6시부터 9시까지는 식재료가 가장 신선한 시간에 배달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아침의 신선함과 생생한 기운이 언제나 식탁에 올려질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간편한식
‘종가반상’은 오랜 시간동안 까다롭게 전수되고 있는 종가 요리를      
모두가 맛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간편한식’ 브랜드입니다.

자연원료에 신선함을 더하겠다는 종가집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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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은 국민 발효조미료 대표 브랜드로
60년을 이어온 대상의 자랑입니다.
미원은 1956년 탄생한 국민 감칠맛의 대명사이자, 국민 발효조미료 대표 브랜드입니다.
미원은 탄생 60주년을 맞아, 감칠맛 미원과 다시마 미원 등 젊은층까지 아우르는
국민조미료로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식자재부문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조미료로 명성을 알려온 미원은 김치, 된장, 고추장, 요구르트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발효 생산 제품인 글루탐산나트륨의 당사 제품명입니다.
미원은 글루타민산나트륨과 핵산이 맛의 상승효과를 낸다는 데 착안하여, 사탕수수(원당)를 발효시켜 맛 상승 효과가

대상은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B2B 전문 식자재브랜드를 런칭하고, Total Solution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대치인 배합비를 개발, 상품화한 것으로 식품 내에서 적은 양으로 진한 풍미를 냅니다.

The Best Food Total Solution, 쉐프원

L - 글루타민산나트륨 =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 나트륨(sodium)

쉐프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식품 기업인 대상의 케터링 전문 브랜드입니다.
쉐프원은 주방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식자재의 원스톱 솔루션 제공으로 최고의 식자재
유통전문가이자 현명한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으며,       
쉐프원과 만나면 고객 역시 No.1 쉐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그 자체의 맛은 무미(無味)하나 음식의 감칠맛을 상승시키는 조미효과가 뛰어나며,
보편적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면에서는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제조 당시의
포장상태를 유지할 시 반영구적으로 그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저장 안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쉐프원의 로고는 식자재유통 전문가인 쉐프원만의 노하우를 상징하는 ‘No.1 Finger’를 통해
The Best Food Solutions를 제공하는 쉐프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의 미원은 60여년간 축적한 발효기술로 제조된 제품으로 안전하면서도 맛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며,
식품산업의 원가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맛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PT. MIWON INDONESIA와 미원 베트남 등 각종 가공식품 브랜드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업소용 식자재전문 브랜드, Bestco
베스트코는 업소용 식자재 전문 브랜드로 외식업소에 보다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estco는 최고(Best)와 협력(Cooperation)이 결합해 탄생한
브랜드로 외식비즈니스의 파트너로서 항상 최고의 식자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베스트코는 업소용 식자재 전문 마트 ‘Bestco’를 운영하며,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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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사업

전분당사업
대상은 1964년에 전분당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전분, 전분당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전략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R&D 전략을 통한 다양한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소재의 선두, 대상 전분당
현재 국내 최대 생산규모를 보유한 군산공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전분 및
전분당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분은 식품, 제지, 섬유, 건축자재, 그리고 당류는 주류,  음료,
제과, 제빵, 감미료 등 산업 전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분당 사업은 국내에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생산기지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고객사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 출시하여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은 전분당 사업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사업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식품, 산업 소재를 개발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최종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 제공을 통해 전방위적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소재를 선도해 온 대상!
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분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며, 첨단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한 페닐알라닌,
글루타민, 아르지닌 등 바이오 사업과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제품을 통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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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사업

라이신사업

대상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바이오기술 혁신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식품, 건강기능식품,

대상은 지난 1973년 국내 최초로 라이신 사업에 진출하였고, 2015년 다시 라이신 사업을 수행함으로 안정적인

제약, 사료 등의 산업분야에 다양한 소재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신은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사료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대상의 첨단 바이오 기술
대상은 국내 최초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발효조미료 ‘미원’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국내시장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 라이신

석권은 물론 전 세계 80여 개국에 ‘MIWON’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라이신 사업은 선진국들의 꾸준한 육류 소비 및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육류

아미노산과 기능성 신소재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 기업과 제조

소비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축산 및 양계시장의 경기에 따라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최근 육류 소비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바,

현재 대상의 바이오 소재는 조미소재인 MSG & 핵산, 고부가가치 아미노산인 L-글루타민,
L-아르지닌, L-페닐알라닌, L-발린, L-트립토판, L-세린, L-히스티딘, 기능성 신소재인

라이신의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상의 라이신 사업은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생체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인

클로렐라, DHA, 아스타잔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L-라이신을 제조하여 세계 사료업계에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L-라이신은 가축의 성장에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대상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G l o b a l L e a d i n g B i o-C o m p a n y입니다. 지속적인

대상은 라이신외에 다양한 사료용 아미노산 시장진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기술혁신과 제조경쟁력 강화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사료, 제약분야에서 글로벌

축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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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대상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에 첨단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서로 다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온 대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73년, 국내 최초로 해외플랜트 수출 1호를 기록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 대상은 철저한
현지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성장해 왔습니다. 동남아, 일본, 중국 및 홍콩,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양한 식품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각 지역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해외시장 동향분석
및 마케팅 정보 수집, 판매 네트워크 구축, 국내 원부자재 조달 등 글로벌 경영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사업
HISTORY

1970

세계시장에 깊고 온화한 한국의 맛을 전파합니다!
대상은 산업근대화 시기인 지난 70년대 초반, 국내 최초의 플랜트 수출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어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대상의 기업정신에 한국 전통 문화와 정서를 담아 세계인의
마음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0

2010

2020

1973

2004

2013

2020

PT. MIWON INDONESIA 설립

베트남 호치민 물류센터 준공

1976

2009

필리핀 물엿공장 준공
태국 사무소 개설

베트남 하이즈엉 공장 준공
중국 연운항 공장 준공

PT. JICO AGUNG 설립

인도네시아 팜오일 플렌테이션
사업 진출

1978

2014
인도네시아 팜오일공장 준공

미원 Japan 설립

2015

1981

러시아 사무소 개설

미원 홍콩 설립

2016

1982

베트남 북부지역 육가공 1위업체
득비엣(Due Viet Food)을 인수

미원 USA 설립

2017
PT. MIWON INDONESIA
전분당공장 준공

2018
미얀마 사무소 개설

2019
대상 Foods USA 설립
호주 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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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업의 글로벌화 가속

동남아시아에 제2의 대상 건설

대상은 한국 식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현지인 입맛에 맞춘 전용 제품(김치, 고추장, 조미김,

대상은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하는 조미소재인 MSG와 핵산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양념장, 홍초 등)을 출시하고, 마케팅 현지화 및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사업의 글로벌화를

아미노산인 L-아르지닌, L-글루타민, L-페닐알라닌, L-라이신, L-발린, L-트립토판,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미주, 일본, 유럽,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글로벌 거점을 통해

L-루이신, L-이소루이신,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인 클로렐라, DHA 등을 전 세계 80여 개

2025년 글로벌 식품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의

더불어 글로벌 현지사업도 강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PT. JICO AGUNG은 기존
주력제품 미원뿐만 아니라, HALAL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식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만족을 위해 Vegan, 유기농, LOHAS 제품 생산은 물론 Kosher 인증 제품 및 HALAL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 하이즈엉 신공장 가동을 시작하여

대상은 1973년 인도네시아에 MSG 제조 합작기업인 PT.MIWON INDONESIA를 설립하여

식품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베트남 북부지역 육가공 업체

국내 최초로 해외 플랜트를 수출하였고, 1976년 마케팅 및 유통 기능을 전담하는 PT. JICO

득비엣(Duc Viet Food)을 인수하여 현지 육가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 시장을 확대

AGUNG을 설립,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 선두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0년 연운항 신공장이 가동을 시작하여 김치 시장 지위 강화

함께 PT.MIWON INDONESIA는 맛소금 등 각종 가공식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및 편의식·소스 등 미래의 먹거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94년 MIWON VIETNAM을 설립하여 MSG 생산·판매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와 함께,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등 전통 한국 식품을 기본으로 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베트남 지역의 타피오카를 활용한 전분당 사업에
진출하여 베트남 시장에 대상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론칭 및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B2B 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최근에는 2013년 필리핀에 물엿공장을 준공하고 국내 최초로 필리핀 전분당 시장에 진출,

제조되는 핫소스의 원료로 당사 고추장을 활용하는 등 한국의 매운 맛을 알리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대상 리코 코퍼레이션(D a e s a n g R i c o r C o r p o ra t i o n)을 설립하고 필리핀

KFC 등 현지 프랜차이즈 식당에 김치 응용 메뉴도 제안·공급 중입니다. 더불어 최근 급성장

네슬레社와 4.5만 톤의 물엿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사업 부문에 박차를 가하고

중인 온라인 채널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식품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연간

대상은 청정원과 종가집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한국의 맛, 건강한 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만 5,000톤 규모의 팜오일 공장을 준공,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전분당 공장을 준공하여 전분당사업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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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네트워크

DAESANG (BEIJING) FOOD Co., Ltd.
DAESANG
EUROPE B.V.

TIANJIN DEFENG FOODS Co., Ltd.

DAESANG CORP. Russia Office

DAESANG JAPAN Inc.

DAESANG LIANYUNGANG Co., Ltd

DAESANG CORP. Shanghai Office
DUC VIET FOOD Jsc.
MIWON VIETNAM Co., Ltd.
DAESANG CORP. (Myanmar Representative Office)
DAESANG CORP. Thailand Ofiice

DAESANG (H.K) Ltd.

CHINA

DAESANG CORP. Philippines Office
DAESANG RICOR CORP.

PT. MIWON INDONESIA
PT. JICO AGUNG
PT. ANEKA BOGA NUSANTRARA

DAESANG Australia
Representative Office

INDONESIA

VIETNAM
PT. JICO AGUNG
Head office
Jl.Perintis Kemerdekaan No.1-3 Pulo
Gadung Jakarta Timur 13260, Indonesia
Phone : +62-21-489-2908
Fax : +62-21-471-3277

PT. MIWON INDONESIA
Head office
3rd Floor Miwon Building Jl.Perintis
Kemerdekaan No.1-3 Pulo Gadung
Jakarta Timur 13260, Indonesia
Phone : +62-21-4786-3124
Fax : +62-21-4786-3146
Surabaya Factory
Kec.Driyorejo, Kab.Gresik 61177, Jawa
Timur, Indonesia
Phone :+62-31-750-7888
Fax : +62-31-750-7595

Surabaya Branch
Jl. Pepelegi Indah No.1 Waru Siadoraji,
Surabaya 61256 Indonesia
Phone : +62-31-853-2027
Fax : +62-31-853-2029

PT. ANEKA BOGA NUSANTARA
Karawang Factory
Jl.Surya Utama Kav. 1-25 B, Desa
Kutanegara, Kecamatan Ciampel,
Kabupaten Karawang 41361 Indonesia
Phone: +62-267-863-8006
FAX: +62-267-863-8007

MIWON VIETNAM Co., Ltd.
Head office
19-8 Street, Mai Dich Ward, Cau Giay Dist.,
Hanoi, Vietnam
Phone : +84-4-3768-0221
Fax : +84-4-3768-0220
Viet Tri Factory
Song Thao Str., Tho Son W., Viet Tri, Phu
Tho Prov., Vietnam
Phone : +84-210-3848-717~9
Fax : +84-210-3848-721
Hai Duong Factory
Lot 10. 1, Street 1, Cam Dien-Luong
Dien Industrial Park, Luong Dien
Commun, Cam Giang District, Hai
Duong Prov., Vietnam

Tay Ninh Tapioca Starch Factory
B2, Phuoc Minh W., Duong Minh Chau
Dist., Tay Ninh Prov., Vietnam
Phone : +84-66-3775-201
Fax : +84-66-3775-905

DUC VIET FOOD Jsc.
Hanoi office
18 Floor, Vinaconex 9, Me Tri Ha, Nam Tu
Liem, Ha Noi, Vietnam
Phone : +84-4-3776-4322
Fax : +84-4-3776-4317
Head office / Hung Yen Factory
Lieu ha commune, Tan Lap ward, Yen My
district, Hung Yen province, Vietnam
Phone : +84-321-397-0229
Fax : +84-321-397-0231

HONG KONG

LIAISON OFFICE

DAESANG(BEIJING) FOOD Co., Ltd.

DAESANG (H.K) Ltd.

DAESANG CORP. Shanghai Office

Head office
Room B-301, Wanxiangcheng, Wuzhong Road
No.1799, Minhang District, Shanghai
Phone : +86-10-8472-0420

Head office
Unit 901, 9/F, 88 Hing Fat Street, Causeway Bay,
Hong Kong
Phone : +85-2-2544-9795 Fax : +85-2-2541-5360

Rm 315, building B, the Mixc, No.1799 Wu Zhong Rd.,
Minhang District, Shanghai 201103, China
Phone : +86-21-6235-1772, 1773
Fax : +86-21-6235-1659, 1759

Beijing Branch
Room 3A02, Block A,Boya International Center, No.1
Lizezhongyi Road, Chaoyang Dist., Beijing
Phone : +86-10-8472-0420 Fax : +86-10-8472-0410
Factory
No.12 Keji Road, Miyun Economc Development B,
Beijing, China
Phone : +86-10-6907-6639 Fax : +86-10-6907-6563

TIANJIN DEFENG FOODS Co., Ltd.
Linh Trung Factory / Ho Chi Minh Branch
Block14, Linh Trung EPZ Ⅱ, Binh Chieu W.,
Thu Duc Dist., Ho Chi Minh City, Vietnam
Phone : +84-8-3729-2450~3
+84-8-3729-5450
Fax : +84-8-3729-2449 / +84-8-3729-5451
(Starch Biz.)

DAESANG AMERICA Inc.

DAESANG FOODS USA Inc.

Factory
#668, Baoshan Road, ED-Area, Tanggu, Tianjin, China
Phone : +86-22-2521-5155~7
Fax : +86-22-2521-5158

DAESANG LIANYUNGANG Co., Ltd.
Factory
No. 26. Shenzhou RD, Donghai Xian, Lianyungang,
Jiangsu, China

PHILIPPINE
DAESANG RICOR

JAPAN
DAESANG JAPAN Inc.
Head office
3Floor 301 Shinbashi Bldg., 1-9, Shinbashi 3-Chome,
Minato-Ku, Tokyo 105-0004, Japan
Phone : +81-3-3580-8880 Fax : +81-3-3580-8885

EUROPE
DAESANG EUROPE B.V.
Van Heuven Goedhartlaan 935, 1181 LD
Amstelveen
Phone : +31-20-640-6080 Fax : +31-20-640-1830

USA
DAESANG AMERICA Inc.
Head office
One University Plaza, Suite 603, Hackensack, NJ
07601, USA

Factory
CCPC compound, Purok6, Tablon, Cagayan De Oro
City, Philippines
Phone : 070-4707-9810

LA Branch
829. South Lawson Street, City of Industry, CA,
91748, USA

Sales office
708 7th Floor Taipan place B/D Emerald Ave. Ortigas
Pasig City. Philippines

829. South Lawson Street, City of Industry, CA,
91748, USA

DAESANG Philippines
Unit 1101, Antel Global Corporate Center, Ortigas
Center, No.3 Dona Julia Vargas Ave., Pasig City,
Philippines
Phone : 070- 4705 -0642

DAESANG FOODS USA Inc.

DSF DE, Inc.
108 West 13th Street, Wilmington, Delaware 19801,
USA

DAESANG CORP. Thailand Office
Room 2504, 25th Floor, Interchange Tower, 399
Sukhumvit 21,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Phone : 070-4712-1102 / +66-85-698-7350

DAESANG CORP. Russia Office
6F, 89/15, Lenina Str., Berdsk City, Novosibirskaya
Oblast, 633000, Russian Federation
Phone : 070-4705-6581

DAESANG CORP.
(Myanmar Representative Office)
Room 115, Yangon Hotel Office Building 1, No.91/93,
Corner of Pyay Road & Kabaraye Pagoda Road, 8th Mile
Junction, Mayangone Township, Yangon, Myanmar
Phone : +95-99-6546-3801

DAESANG AUSTRALIA REPRESENTATIVE
OFFICE
Suite 201, 93 Pacific Highway North Sydney NSW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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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대상(주) 중앙연구소
대상(주) 중앙연구소는 각 분야 최고의 연구기술력을 통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대상(주) 중앙연구소는 반세기 이상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종합식품, 전분당, BIO생명공학 소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식품 및 소재 분야 글로벌 R&D 리더로 앞장서고자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과 첨단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핵심기술

종균 제조/기능성균주 개발 및 발효숙성 기술, 원물 가공/풍미 제어
기술, 최소 열처리 기술, 복합 건조 기술, 코팅/유화 기술, 제형 다양화/
맞춤형 제조 기술

BIO 핵심기술

유전자 발현 기술, 시스템 생물학 기술, 효소 개량 기술, 미생물/미세조류
배양 최적화 기술, 미생물 발현 소재의 분리/정제/결정화 기술

전분당 핵심기술

기능성 당류 제조기술,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전분 에멀전 물성 제어
기술, 전분의 생화학적/이화학적 변성기술, 전분당 소재 응용기술
(식품용/산업용)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연구로 건강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대,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대상의 R&D. 지난
60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 문화를 이끌고 식품 사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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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연구부문

전분당 소재 연구부문

새로운 식문화 창조의 선도자로서, 독자적 식품가공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생명공학 및 고분자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및 산업용 고부가 기능성 전분당 소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맛을 창조합니다.
전분당 소재 연구부문은 천연원료인 옥수수, 타피오카 등을 원료로 가공식품에 적합한
식품 연구부문은 전통 장류 종균 활용 기술, 비열처리 신가공 기술, 원물 가공 기술 및 발효

물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특화 전분과 더불어, 수용성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성

품질 표준화 등의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 물론 세계화를 겨냥한 ‘청정원’ 및 ‘종가집’

희소당 등과 같은  건강지향적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분의

브랜드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원료로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산업용 활용처인 제지, 판지, 화장품, 접착제, 건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개발과 솔루션

개발함으로써 조미료, 전통 장류, 육가공품, 음용식초, 소스, 편의식, 신선식품, 녹즙 등 다양한

제공에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식용 바이오매스에서 기능성

제품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 개발 단계부터 완제품

특수당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로 연구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능평가 및 안전시스템
운영을 통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소용 ‘쉐프원’ 브랜드 제품은
우수한 품질의 맞춤형 콘셉트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으며, ‘김치’, ‘장류’ 등
우리전통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Global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

BIO 소재 연구부문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건강한 제품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국제공인 표준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용 미생물 개발 분야에서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해 아미노산 및 핵산 생산, 미세조류 부문에 획기적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식품 위해 요소 사전분석으로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BIO 고부가 유망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2005년 10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으며, 식품의

BIO 소재 연구부문은 산업용 균주 개발, 발효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안전성(유통기한, 유해검사)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축적하여 글루탐산, 라이신, 페닐알라닌, 아르지닌, 글루타민, 히스티딘 등의 아미노산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새로운 첨단장비 및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협력업체 생산현장은 물론

핵산부문에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능성 아미노산 연구

영업현장의 유통상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로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개발을 통한 품목 확대로 종합 아미노산 전문 기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창적 미세조류 배양기술을 통해 클로렐라, 식물성 DHA 등을 국내 최초로 제품화

특히 글로벌 품질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출용 제품 영양성분 분석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검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춰 한 차원 높은 식품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했으며, 최근에는 미세조류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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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을
전합니다. ”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대상은 고객감동경영을 실천하고자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여 이를 토대로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비전을 공유하여 함께 꿈을 꾸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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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문화

PI (Process Innovation)

훌륭한 일터 (GWP : Great Work Place)

최종 고객 요구에 맞는 가장 좋은 제품을 싸게, 빠르게, 제 때에 기획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Supply Chain 전체와

창의적 조직 문화를 갖춘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 관리, 지원 등 사무간접 업무를 포함한 전 부문의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을 혁신하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제 및
가족사랑데이
- 정시 퇴근제 실시
- PC OFF제 및 유연근무제 실시
- 가족사랑데이 실시

PI활동
(가시적 성과확보)
매출활성화, 원가절감과 직결된
제반 환경 마련을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실행력 기반의 현장소통
문화를 구축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장기 리프레시 제도
최소 연속 5일 이상
휴가 사용 의무화

PI

GWP
GREAT
WORK PLACE

PROCESS
INNOVATION

SCM

동반성장

(계획대로 실행)

(협력사와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영업은 판매 계획대로 판매하고

자율적,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과

생산은 판매 계획대로 생산하고

성과공유제, CSV(Creating Shared

구매는 생산 계획이 있는 자재만

Value)사업 등을 통한 실효적

구매합니다.

가치를 창출합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진행
가족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부부/부모
학교 운영

- 법적 출산 / 육아 휴직 외
산전 휴직 제도,
출산 축하 선물 지급
- 직장 보육시설 및
여성 휴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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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전략체계도

대상 사회공헌
사회공헌비전
슬로건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

여성•아동
지원사업

테마 영역

테마 사업

고객참여형
사업

•청정원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파이팅 맘 캠프
•인도네시아 아동권리증진 사업
•남성 가사참여 캠페인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사업
(복지, 환경, 문화, 보건)

•청춘의 밥
•우리는 패밀리 캠프
•청정원 봉사단(대학생, 주부)

•종가집 봄김장 나눔
•사랑나눔 바자회
•희망의 나무나누기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공헌 인프라

청정원 봉사단, 푸드뱅크사업

사회공헌사업 통계

임직원 봉사참여시간 (2006~2019)
47만 782시간
대상은 인간의 존엄과 자존을 중시하고 고객의 만족과 가치를 창출하며 가족의 행복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유가치 실천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대상은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과 함께 여성·아동 지원사업, 고객 참여형 사업,
지속가능발전 사업 3대 테마를 중심으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사참여자 누적인원 (2006~2019)
13만 7,355명

푸드뱅크 누적기부액 (1998~2019)
FOOD
BANK

414억 원

대상은 임직원과 주부, 대학생으로 청정원 봉사단을 구성해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영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식품을 기부해 빈곤 해결에 기여합니다. 청정원 봉사단과 먹거리 나눔을 바탕으로 3대 테마영역에서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발전하고자 합니다.

청정원 주부봉사단 운영 (2013~현재)
전국 350명, 19개 팀

청정원 임직원봉사단 운영 (2006~현재)
전국 75개 팀,

80개 봉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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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사회공헌사업
청정원 봉사단은 임직원 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주부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일방적인 기부를 벗어나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고객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청정원 봉사단을 넘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정원
봉사단

대상의 모든 임직원은 매월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해 각 사업장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대학생 봉사단은 대학가 영세 식당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주부봉사단은 전국에 걸쳐 대상이 지원하는

나눔 문화를 키워갑니다.

고객참여형
사업

우리는 패밀리 캠프
비장애인 가족과 지적 장애 아동이 숲속에서 2박 3일간 함께하는 레저버디 캠프 활동입니다.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청춘의 밥
대학가 영세 식당을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들이 직접 도울 수 있도록 대상이 후원합니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 ·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 받아 식품과 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입니다.

푸드뱅크

대상은 1998년 푸드뱅크 사업 시행시부터 정기적으로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 기부자 참여 확산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벤트도 함께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결과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성 · 아동
지원 사업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
매년 여름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며 헌혈증은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합니다.

종가집 봄김장 나눔

청정원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종가집의 김치와 반찬을 청정원 봉사단이 직접 포장해 전국 저소득층에 전달합니다.

전국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 매년 겨울 청정원 봉사단이 직접 대상의 제품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만듭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파이팅 맘 캠프

대상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환경보호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매년 봄 청정숲에서 쉼과 치유,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한부모 가족을 응원합니다.

희망의 나무 나누기

해외 아동 지원

식목일을 앞두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숲과 나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나무를 나눕니다.

대상의 임직원이 매월 끝전떼기 우수리로 기금을 모아 해외 아동 지원 사업을 후원합니다.

청룡영화상

남성 가사참여 캠페인

국내 최대 영화축제 청룡영화상을 1회부터 후원하여, 한국 영화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사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사회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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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문화재단

국내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인문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 식품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

장학사업

정진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971년 대상그룹(전 미원그룹)의 창업자인 고 임대홍 회장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적으로 장학금을

동남아학생 한국유학 지원사업

지원해오던 것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우수한 인재의 한국유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합니다.

설립취지
장학사업은 물론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기관단체 지원사업, 수목원 운영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우며,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기본 취지로 폭넓은

중고등학생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배양토록 합니다.

기관단체 지원사업

장학사업
사업 통계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호남오페라단을 지원하며 교육, 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

지원 인원

16,645명

지원 실적

20,017,128,113원

(2019년 기준)

문화, 예술
지원사업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과학기술 및 이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인문사회 분야, 특히 국어국문학, 역사, 민속, 동양철학 등
한국학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의 건전한

기관단체 지원
지원 실적

학술연구비 지원
3,062,368,470원

지원 실적 1,319,634,800 원

연구풍토 조성과 학술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장산 수목원 운영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산 수목원은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야외활동 그리고 내장산 탐방객과 사회일반인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하계수련회

중고생 장학사업

대학생 장학사업

호남오페라단 지원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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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일반 및 환자 영양식 브랜드인 ‘뉴케어’와 2002년 국내 최초 건강 전문브랜드인

국내 계열사

‘대상웰라이프’를 보유한 건강기능 전문회사입니다. 안전한 원재료 수급,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8층(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화 : 02)2094-5800 팩스 : 02)2252-0742

대상에프앤비(주)는 과일가공식품 전문 브랜드 ‘복음자리’ 과일잼·차류와 국내 최초 원두커피를 생산한 ‘로즈버드’
커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내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고 좋은 원료를 선별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대상에프앤비는 오늘도 자연에 감사하는
대상홀딩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 중심의 경영을 위해 2005년 설립한 대상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주회사입니다. 대상홀딩스㈜는 핵심사업 집중과 독립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장기적인 비전 실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8 3층

전화 : 02)3290-8717 팩스 : 02)3290-879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1 퍼시픽타워 2층 전화 : 02)2211-6553 팩스 : 02)2214-6511
조미식품 전문 회사 ㈜정풍은 풍성함과 행복한 맛으로 고객의 건강을 배려하는 고객감동 식품 문화 창조 기업입니다.
1988년 창업이래 소스가공 전문기업으로 출범, 다년간의 조미/소재 원천기술의 개발 및 Haccp 등 식품위생 인증을
대상㈜은 순수 국내자본과 기술로 1956년 설립했으며 1962년 국내 최초로 발효법에 의한 글루타민산 생산기술

통해 고객 가치 창출과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혁신으로 농, 수, 축산계 조미/소재 사업분야에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산업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종합식품브랜드인 ‘청정원’과 ‘종가집’을 중심으로

식품업계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원’, ‘쉐프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전화 : 02)2220-9500 팩스 : 02)2232-3719

본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3길 16 전화 : 041)550-7900 팩스 : 041)558-8618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302호(13층) 전화 : 02)3477-5671 팩스 : 02)3477-5677

대상정보기술㈜은 국내 IT 서비스 기업으로 식품/유통 산업의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신안천일염㈜은 국내 천일염 사업의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 대상이 신안군 도초면 천일염생산자 82명과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모바일 등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Total 솔루션과 서비스를

설립한 회사입니다. 신안천일염㈜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천일염 시장을 선도하고,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분야에서는 Oracle, Veritas, NetApp, VMware 등 각 분야 최고의 솔루션과 전문기술

‘신안섬 보배’를 중심으로 신제품 쉐프의 소금, D초이스 솔트와 프리미엄급 3년 묵은 천일염 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학사 행정 시스템 등 특화 SI 비지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70 대상빌딩 전화 : 02)3408-0114 팩스 : 02)3409-0450

전남 신안군 도초면 도초북길 171 전화 : 061)275-1511~3 팩스 : 061)275-1514

㈜상암커뮤니케이션즈는 클라이언트의 제품과 이미지를 유명하게 만드는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DU푸드㈜는 울진군과 함께 설립한 붉은 대게 가공식품 공장입니다. DU푸드㈜는 R&D, 마케팅, 영업 등 최고의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과 소비자를 연구하고 있으며,

역량과 최신 기술을 투입해 붉은 대게 공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게살을 원료로 한 통조림과 냉동볶음밥 등 직접

늘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일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공 생산합니다. 게살 원료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게 브랜드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에이스타워(ACE Tower) 9층 전화 : 02)2262-4500 팩스 : 02)753-3052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오곡길 51-172(평해 농공단지) 전화 : 054)788-1422 팩스 : 054)788-1431
동서건설㈜은 주택건설사업부문에서 주상복합·초고층아파트·병원·연구소 및 전시장 등 주거문화복지 시설과,
토목사업 부문에서 항만·도로·철도·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토목시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부터 설계,
시공,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문화재단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도우며, 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되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사업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남아 학생의 한국유학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육성에도

본사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97 전화 : 031)636-7810 팩스 : 031)636-7883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 계승과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3층 전화 : 02)2156-5600 팩스 : 02)544-8808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9 전화 : 02)723-2563 팩스 : 02)723-2599
㈜초록마을은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전국 480여 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을 통해 1,500여 종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입니다.

디에스앤(주)은 해외 우수 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며 국내외에 다양한 상품을 유통 및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당일배송 물류시스템을 통해 초록마을 매장의 전국 운영을 실현하였으며, 건강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의 카테고리 확장을 시도하며 종합 글로벌 상사로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70 대상빌딩 전화 : 02)2208-6170 팩스 : 02)2208-63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가길 68 1~2층 전화 : 02)2297-8886 팩스 : 02)2297-8887

“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위해  
   대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상은 모든 노력이 고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품과 사업 추진을 통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식품 사업

대상㈜ 대표 식품브랜드 청정원

한식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종가집

국민 발효조미료 대표 브랜드 미원

청정원은 대상의 식품 부문 통합 브랜드로 1996년 런칭하였습니다.

종가집은 전통한식에 가장 근본이 되는 3가지 맛 [발효, 정성, 자연]에

미원은 1956년 탄생한 국민 감칠맛의 대명사이자, 국민 발효조미료

청정원은 오랜 시간 쌓아온 푸드 노하우로 모두가 맛있고 건강한

수백년에 걸쳐 축적된 종가집의 노하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표 브랜드입니다. 미원은 탄생 60주년을 맞아, 감칠맛 미원과

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푸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한식문화를 선도하는 신선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다시마 미원 등 젊은층까지 아우르는 국민조미료로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청정원의 기본정신인 ‘자연과 정성’에 기인하여 깨끗한 원료와 전통의

자연의 신선함을 담은 웰빙간식 브랜드입니다. 츄앤리얼,

제조공법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계승 발전시켜 고객에게 가치를

츄앤크리스피, 츄앤디저트 세가지 카테고리로 다양한 원물간식을

제공하는 장류 전문 브랜드입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치

아침의 신선함과 생생한 기운이 언제나 ON

감칠맛 미원

종가집은 김치 NO.1 브랜드로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김치를

‘아침에온On’은 좋은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믿음과 원칙으로

미원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발효조미료로 미원의 주 성분인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트렌드에 맞춰 나트륨 함량을 50%로
낮춘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 칼칼한 전라도식 김치맛을 재현한

엄격함과 진정성을 담아 자연원료의 영양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공만을 더한 종가집의 신선원료 브랜드입니다.

‘전라도김치’, 어린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김치’,

글루탐산은 사람의 모유뿐만 아니라 다시마나 표고버섯, 멸치, 조개,
새우, 토마토, 쇠고기 등 자연 재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간편한 ‘정갈하게 썰어 담은 포기김치 등 리딩브랜드 다운 새로운
김치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맛있는 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햇살담은’은 1997년 탄생한 100% 양조간장으로 자연 숙성한

가정편의식 안주 전문 브랜드입니다. 대표 안주 맛집 스타일을

간장에만 사용하는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입니다.

청정원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재해석하여 집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찬
무첨가 원칙으로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대상만의 노하우로 정성스럽게 만든 100% 발효식초에 엄선하여
선별한 웰빙 재료와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을 첨가하여 맛있게 만든
웰빙초 브랜드입니다.

않아 건강한 맛을 살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절임식
가정편의식 주,부식 브랜드입니다. 정겨운 집 밥 메뉴부터 기분 낼 수

찬류의 다양한 맛과 건강성을 현대화, 대중화된 제품으로 한국식

있는 외식 별미 메뉴까지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살렸습니다. 전문가의

신선발효비법을 통해 만들어 신선합니다.

노하우로 고품질의 식재료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나물류/묵류
두부류는 원료부터 출하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발효미원

있습니다. 나물류는 자연 전통 재배방식으로 순수하게 물로 키워내

2014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미래 소비자인 젊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생산이력 시스템을 통해 생산부터 수확, 포장,

세대들의 입맛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감칠맛의 제품을 새롭게

출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묵류는 종가집만의 ETS 기술을 통해 묵

선보였습니다.

고유의 조직감과 식감을 만들어 냈으며,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종가집 ESL 기술을 접목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다시마 발효미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간편한식
‘종가반상’은 오랜 시간동안 까다롭게 전수되고 있는 종가 요리를

대상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랑과 정성을 담습니다.

유명 맛집의 인기 메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부터 반찬, 안주,

모두가 맛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자연에서 얻은 좋은 재료로 전문가 솜씨를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간식 등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간편한식’ 브랜드입니다.

맛내기 브랜드입니다.

고민하는 청정원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입니다.

청정원, 종가집까지 대상의 다양한 브랜드는 대한민국 식생활을 대표합니다.

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맛으로 어느 요
리에나 잘 어울립니다.

표고버섯 발효미원

전통의 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대상만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갑니다.
국산 발효조미료 1호, 조미료 대명사 등 수많은 수식어와 신화를 낳은 미원부터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미원에 다시마를 넣어 더욱 담백하고 시원

국 / 탕 / 찌개류

국내산 표고버섯과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풍부한 감칠맛으로 국,

한식을 기반으로 한 HMR 찜찌개상품, 정통한식의 맛을 그대로 담은

탕, 찌개, 무침 등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립니다.

프랑스식 여왕의 방식으로 만든 청정원의 프리미엄 카레 브랜드로서

‘Lightly(라이틀리)’는 평소에 즐기시던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이 맛있게

편의성 국탕류, 간편한 요리를 위한 한식요리소스와 다양한 양념류,

기존의 한끼 때우기용 노란 카레가 아닌 ‘요리로 즐기는 프리미엄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청정원의 맛있게 가벼운 일상식습관

그리고 시즌마다 다양한 면류, 떡류 HMR상품은 현대인에게 요리의

카레’입니다.

브랜드 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Product
Overview

소재 사업
전분당

대상은 1964년에 전분당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전분, 전분당 시장의

대상의 바이오 사업은 조미소재인 MSG와 핵산으로 출발하여,

대상의 라이신 사업은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생체활동에 반드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략적

고부가가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지닌, 페닐알라닌, 발린, 트립토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인 L-라이신을 제조하여 세계 사료업계에 주로

투자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차세대 R&D 전략으로 다양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린, 히스티딘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인 클로렐라, DHA, 아스타잔틴

라이신

공급하고 있습니다. L-라이신은 가축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바이오 기술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분당

• Starch
• Modified Starch
• Corn Syrup
• HFCS & Glucose
• Fibers & Others

전분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으로 생성된 포도당이 그 조직의 일부(뿌리, 줄기, 열매)에
중합체의 형태로 저장된 천연의 고분자 에너지로서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이나 감미물질의 원료로 이용되어 온 중요한 식품 원료입니다.

MSG

자연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감칠맛을 내는 성분.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사탕수수를 원료로 생산합니다.

L-Lysin HCl
99% Feed

전분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가하여 적용 특성을 향상 시킨 전분입니다.
- 식품용 :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배터용전분, 유화용전분, HP전분

DAESANG
PROFILE

바이오

• Amino Acids
• Flavor Enhancers
• DHA, Chlorella
• CMS

설탕감미의 40%로 낮으며 부드러운 감미를 지니고 있는 맥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장 보편화된 전통감미료입니다. 전분을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정도와 당 조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고과당

라이신

아미노산

알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덱스트린
성장시키며, 첨단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한 페닐알라닌, 글루타민, 아르지닌 등 바이오 사업과

이소말토
올리고당

전분에 전이효소를 작용시켜 만들어진 안전성이 뛰어난 기능성 식품
소재입니다. 충치예방과 정장작용, 변비개선효과 등이 있는 기능성
감미소재로 건강지향성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헬스리고, 아이스올리고, IMO(200,300), IMO 분말

www.daesang.com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식, 환자용 주사제, 제과류 등 식품 및 의료용 제품에

녹색의 미세조류로 엽록소, 단백질, 아미노산,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디톡스 기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소재입니다.

Protam

라이신 생산균주인 코리네박테리움 균체를 숙성하여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흡수율이 높아 사료원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분
대체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DHA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이며, 미세조류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fish-free DHA
오일입니다. 혈행개선, 두뇌기능 개선의 기능 보유한 기능성 소재 입니다.

전분과 물엿 사이에 기능적 성질을 잇는 전분의 가수분해물로 전분을 효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하고 정제, 농축된 용액을 분무건조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 말토덱스트린(DE14~20), 퓨어덱스(DE10~12)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제품을 통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뼈·근육형성을 위한 health care, 영유아들에게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제품입니다.

지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개선, 항산화,

- 함수/무수결정포도당, 액상포도당(60Brix)

대상은 제빵, 제과,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분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L-Lysine HCl
99.5% Food

사료원료들을 결합시켜주는 binding 역할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로렐라

자연에 미량 존재하는 당류의 일종으로 과거로부터 인류가 섭취한 안전한
당입니다.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제로칼로리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고감미료와 달리 후미(After Taste)가 없어, 맛있게 단맛을 즐길 수 있는 당입니다.
식품의 주요 구성성분의 하나로 과실류에는 물론 야채류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많은 고분자 탄수화물 등의 주요 구성 단위 입니다.

대규모 사료제조 업체들을 겨냥하여 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및 각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로써 바이오 기술을 통해 생산합니다. 주요

- 알룰로스 95

포도당

L-Lysine
50% Liquid
Feed

제품으로는 아르지닌, 글루타민, 페닐알라닌, 발린, 트립토판, 세린, 히스티딘

과실 또는 과즙, 벌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류 중
가장 감미가 강한 것으로 당조성이나 감미에 있어서 특히 벌꿀과 아주
유사한 감미료입니다.
- 과당42, 고과당55, 고순도과당, 결정과당

버섯, 고기 맛을 내는 조미소재이며, MSG와 더불어 사용되며 감칠맛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저감미당, 물엿82, 맥아물엿75, 하이말토(75,80)

(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

• Amino Acids
• L-Lysin HCl 99% Feed
• L-Lysine 50% Liquid Feed
• L-Lysine HCl 99.5% Food
• Protam

핵산

- 산업용 : 산화전분, 코팅용전분, 골판지전분

물엿

아미노산으로서 사료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료
원료입니다.

- 옥수수전분, 찰옥수수전분

변성전분

10대 필수 아미노산 중 돼지와 닭 등 동물에서 결핍되기 가장 쉬운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으로 비타민 등의 일반 항산화제 보다 수백 배의

아스타잔틴

항산화 효과를 가진 강력한 항산화 소재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