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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일  묻 고 

매 일  답 하 다

매 일 유 업

유제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신념을 담아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매일유업.

이러한 창업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져 매일 묻고 매일 답하는 

성실한 자세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더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는

더 큰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언제나 제일 먼저 앞장서는 

매일유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언제나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 

매일유업 창업주 故 김복용 회장



Chairman’s Message Management Philosophy

More than Food, Beyond Korea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여, 글로벌로 나아간다.

우리는 건강한 매일, 맛있는 매일, 새로운 매일을 연구하고 개척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든다.

CORE VALUE

MISSION

VISION

창의 Pioneering
멈춤 없이 더 나은 것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실행한다.

소통 Open - minded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활발하게

대화하고 토론한다.

열정 Passionate 
뜨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

상생 Win - Win
우리가 함께 일하는 

낙농가, 파트너사 모두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

“고객에게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새로운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유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품질제일주의’와 ‘낙농보국(酪農報國)’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우유, 발효유, 치즈, 커피

음료, 주스, 영양식 등 다양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형 테마파크인 상하농원과 프리미엄 외식 기업 

엠즈씨드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50년이 매일유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또 다른 50년은 그룹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전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사업환경에서 치열한 경쟁양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전에 없이 부각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생산한, 좋은 원료로 제대로 만든 제품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시작한 상하농원은 농민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식품영역

에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될 것입니다.

매일유업 안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웰에이징 영양식,      

가정간편식 등 시장 변화에 맞춘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며 이를 해외사업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일유업은 ‘More than Food, Beyond Korea’라는 비전 아래, 고객과 주주로부터 항상 사랑받는 기업, 사회가    

존경하는 기업,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기업, 협력회사들이 함께 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임직원들과  

함께 매일 묻고 매일 답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매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김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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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 언제나 한발 먼저 대한민국 유업계를
이끌어 가는 매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Maeil’s History

Maeil’s History   
매일이 최초인 이야기

매일분유(Dia-G) 출시

한국낙농가공㈜ 설립
(現 매일유업)

한국 유업계 최초 
5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매일유업은 1969년 대한민국 최초 

낙농업 기반 유가공 전문회사로 출

발한 이후, 언제나 ‘한국 최초’란 타

이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

초로 중동 지역에 분유를 수출한 것

을 시작으로 5천만불 수출의 탑 달

성을 이룩했으며 ESL 시스템의 도

입 및 전 공장 ISO 22000 인증 등 

내실도 단단하게 키웠습니다. 더불

어 1975년 어머니 교실을 개최하는 

등 어느 기업보다 가장 먼저 도전한

다는 기업신념을 지켜왔습니다.

매일분유(G80) 

중동 수출 개시

중앙연구소 발족

(現 MIC, 평택 위치) 

국민 복지향상

공로에 대해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KSA/ISO 9001 인증 획득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용 특수분유

출시

한국 유업계 최초, 

1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유가공 부문

6년 연속 

1위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표창

한국 최초 ‘모유 영양 

분석 서비스’ 실시

한국 유업계 최초 

3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HACCP 인증 획득

ESL(Extended Shelf Life) 

system 도입, 

우유 품질 향상 

전 공장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ISO 22000 획득

한국 최초 맞춤형 

저지방 백색우유 

포트폴리오 구축 

(오리지널, 저지방 & 

고칼슘 1%/2%, 무지방)

매일호주법인

설립

매일헬스뉴트리션

주식회사 설립

엠즈베이커스 설립

2020 중장기 비전 

선포식 개최

앱솔루트 맘스쿨 

개최 40주년 

한국 유업계 최초, 

5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 그랜드 오픈

한국 최초 냉장 주스

‘썬업’ 출시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2020201520142008 201120041999199819971992 2001 201319861981

한국낙농가공㈜ 설립

(現 매일유업)

매일분유

(Dia-G) 

첫 출시

19741969 1975

매일분유 어머니교실 첫 개최

(現 앱솔루트 맘스쿨)

중앙연구소 MIC

(Maeil Innovation 

Center)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공식 후원 

(17.08.02~18.12.31)

북경매일유업

유한공사 설립

웰에이징 영양식 

‘셀렉스’ 출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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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il Innovation Center

R & D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식품 안전과 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을 꾸준히 확보하는 한편, 해외 선진 유가공 회사 및 식

품 원료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와 열정 

MIC는 연구논문 및 학술자료 200여 건을 유명저널 등에 게재

했으며, 선진기술 연구기관과의 제휴로 기초 과학에서 최첨단

응용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에서 노년까지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매일의 고민이 시작되는 곳 
Maeil Innovation Center입니다.

매일 연구소에서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원료 선별부터 

제품 생산까지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하여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aeil Innovation Center   
매일 연구소 이야기

유아식 연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최고 품질의 조제 분유, 특수 

분유, 유아식을 연구

음료 연구

국내 최초 냉장혁신기술 및 원물가공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커피, 티, 주스,

곡물음료, 디저트 등의 기초연구와 

신성장 동력을 위한 융복합 연구/개발

간편식 연구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HMR 제품 연구

포장 연구

환경 친화적 포장재 적용을 토대로

각 생산 사업장의 효율성 극대 방안을 

연구하여 자사 친환경 정책 수립 및 

운영 주관

감각 연구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제품의 감각 

특성 연구 및 제품 풍미 개선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 

메디컬 연구

매일유업, 대웅제약 협업하여 

과학적연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고객 맞춤형 영양식을 개발함으로써 

의료 영양 시장을 선진화

 

모유 연구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 MIC, 품질안전

본부 협업하여 모유의 영양성분 연구

와 대고객 모유분석 및 아기똥 상담

서비스 제공   

유제품 연구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제품혁신을 

바탕으로 유업계를 선도하는 우유, 

발효유, 치즈, 크림, 버터 등의 제품 

연구와 유산균 기초연구

MIC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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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il’s Factories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일의 약속,
첨단 생산시스템과 깐깐한 품질경영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제품 생산 공정은 고객에게 가장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 제일주의 경영원칙을 준수합니다. 첨단 생산시설과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품질경영 원칙은 고객의 만족을 위한 매일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Maeil’s Factories   
품질 제일주의 이야기 

청양공장

•   스웨덴 테트라팩사의 공장 종합설계로 

 생산과정의 전 자동화 처리설비 완비

• 발효유, 커피음료, 프리미엄 가공유 생산

아산공장

•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특수 

 분말제품 전용 생산공장

• 웰에이징 영양식, 혼합분유, 

 원료용 분유, 신선식품류 

평택공장 

•  종합 유제품 공장, 한국 최초 최첨단 ESL시스템 구축

•  전 자동화 설비, 조제분유, 이유식 제품의 생산설비 완비

• 유아식, 우유, 가공유, 발효유, 냉장주스, 커피음료, 

 크림류 생산

광주공장

 • 매일유업의 최초 공장으로 호남 청정지역의 고품질

 원유로 만든 신선한 유가공품 공급

• 국내 최초 테트라팩 설비도입으로 실온에서 장기보관이

 용이한 멸균팩 전문 생산공장

 • 유제품 외에 주스류, 두유류, 특수용도식품 (환자식, 

 영유아식), 아이스크림 믹스류 등 다양한 제품 생산

경산공장

• 유산균의 과학화, 차별화를 실현한 

 발효유, 유산균 음료 제품 전문 생산공장

• 우유, 가공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 

 크림류 생산

영동공장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  청정지역의 맑은 물을 이용하여  

최상의 음료 및 종합식품 생산

• 이유식, 주스, 특수분유 생산

전국 3개 
물류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체계

상하공장

• 청정지역의 유기농 원유와 독일 Alpma 최신 설비를 갖춘  

 한국 최대 규모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 

• 한국 최초 “Micro Filtration System” 도입

• 한국 최초 최대 치즈 전문공장 

• 국산원유 100% 자연치즈 생산

원재료를 구하는 일부터

최상의 원료만을

선별합니다.

생산라인의 전 자동화,

HPLC 구축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철저히 검사합니다.

HEPA Filter System, 

무균탱크를 사용하는 등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CCP(Critical Control

Point)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생산 조건을

유지합니다.

전 공장 ISO 22000

인증을 보유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품질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냉장 유통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6대 원칙

1

4

2

5

3

6

12 13



최종 업데이트
: 20.11.06 r마크 제거,
바리스타업뎃

최종 업데이트
: 20.11.06 r마크 제거,
바리스타업뎃

최종 업데이트
: 20.11.06 r마크 제거,
바리스타업뎃

Maeil’s Growth Story  

유가공(우유, 발효유, 치즈 등), 영양식(분유, 이유식, 기능식, 웰에이징 영양식 등), 음료(커피, 주스,두유 등)까지 

사업의 다각화로 매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역사

주요 브랜드

유제품을 넘어 대한민국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매일유업의 멈추지 않는 성장 이야기는
다양한 사업으로 더 크게 펼쳐집니다. 

1974년 첫 조제분유 생산을 시작으로 유제품, 유아식, 음료, 웰에이징 영양식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유제품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유업은 식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영역 확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aeil’s Growth Story  
매일 성장하는 이야기

성장 추이(매일홀딩스)

유가공 우유 발효유 치즈

영양식 조제분유 해외 이유식 기능식 성인영양식

기타 두유 주스, 커피 수입제품 영유아복 외식 식문화서비스

1.3조원 돌파(’13)

1조 6,382억원(’17)

1조 4,908억원(’18)

1조 5,907억원(’19)

1조 6,616억원(’20)

1조 8,067억원(’21)

1조 9,792억원(’22)

매일유업 ’17.5.1부 분할

1조 3,006억원(’18)  1조 3,933억원(’19)

 1조 4,604억원(’20)

 1조 5,436억원(’21)
 1조 6,856억원(’22)

1조원 돌파(’09)

7천억원 돌파(’01)

3천억원 돌파(’95)

5천억원 돌파(’99)

1천억원 돌파(’83)

100억원 돌파(’77)

19901980 2000

유기농 해외

2010 2015 2017 2021 20222020201920181970

유가공 제품 확대 시기 제품 다각화 시기 사업 다각화 시기

* 2017년 5월 1일자로 지주회사(매일홀딩스) /사업회사(매일유업) 체제로 전환

* 18년부터 제로투세븐은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결 상 매출에서 
제외됨

2019 매일유업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앰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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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새로운 생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내일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백색우유

가공유

성인분유

발효유 매일유업 발효유는 세계 No.1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전통적 기술로 배양하여 부드러운 풍미와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발효제품

Maeil’s Products  
사업 영역

Maeil’s Products 

백색우유

가공유

발효유

주스

아이스크림/아이스주스

자연치즈

가공치즈

식물성 식품 매일두유, 어메이징 오트, 아몬드브리즈 등 다양한 식물성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조한 제품들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기농 상하목장은 자연에게 좋은 것이 사람에게도 좋다는 믿음 아래 하늘(上)과 땅(下)이 주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유제품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치즈 상하치즈는 매일유업이 1989년 치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이상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치즈’를 개발, 생산하며 치즈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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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il’s Products 

Maeil’s Products  
사업 영역

크림

연유

믹스

음료 베이스

커피

티

주스

디저트

카레

스프 

브리또 

조제분유

특수분유

이유식

유아음료

유아과자

어린이 영양식

임산부 영양식

페레로로쉐

Arla치즈 등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음료, 스낵

체중조절식

이너뷰티

유지류 외음료 30년 동안 고품질의 크림, 연유, 아이스크림 믹스 등 다양한 유제품은 물론 음료의 베이스가 되는 

제품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커피, 티, 주스, 디저트까지 최고의 원산지에서 추출한 품질 좋은 원재료만을 사용하며, 영양 가득

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정편의식 상하키친은 자극적이지 않게, 재료 본연의 풍미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끼를 만듭니다.영양식 약 50여 년간 조제분유, 특수분유를 연구해 온 매일유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춘 웰에이징 영양식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상품 전 세계가 사랑하는 ECHIRE, LURPAK, Arla버터·치즈, 페레로로쉐와 같은 수입상품을 

매일유업에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인영양식 매일헬스뉴트리션 셀렉스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과학에 근

거한 고객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성인영양식 전문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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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0개국 수출을 통한 글로벌 프리미엄

 유아식, 유음료 브랜드로서의 입지 구축

1981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 10개국에 조제분유/특수분유/

이유식/우유/발효유/커피/두유/아몬드음료/오트음료 등을 수출

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인의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농선진국가인 미국과 호주, 까다로운 식문화

로 유명한 일본, 나아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더 넓은 영역

으로 수출량과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업계 최초 ‘5천만불 수출의 탑’ 달성

2015년 12월 기준, 누계 수출액 5천만불을 달성해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한국 유가공 업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Maeil’s Global Business

세계 유수 식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한국 식문화

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

세계 최대 아몬드 전문기업, 블루다이아몬드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밀크타입의 아몬드, ‘아몬드 브리즈(Almond Breeze)’ 등을 

한국에 출시하며 새로운 음료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레로(Ferrero)’, ‘알라(Arla)’와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유통하는 등 국내 소비자 

제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매일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이야기는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향합니다. 모두가 주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기록하는 한편 

세계 유수의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2

Maeil’s Global Business 
세계로 향하는 매일 이야기

중국

조제분유, 특수분유, 아동분유, 
커피음료, 이유식, 두유, 
아몬드음료, 오트음료

호주

캐나다 

미국

요구르트, 두유, 커피음료, 
이유식, 오트음료

WITH 
THE 
WORLD

INTO 
THE 

WORLD

요구르트, 두유

사우디아라비아

조제분유

뉴질랜드

요구르트

요구르트

베트남

이유식 

UAE

몽골

태국

커피음료

두유

두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커피음료, 이유식, 오트음료 

두유, 오트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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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매일의 희망이야기를 전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넘치는 사랑을 돌려드리고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Maeil’s Social Contribution 

가족 친화 경영

40년 넘게 지속된 앱솔루트 맘스쿨 활동과 임신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베이비문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가족 친화 경영 우수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화 나눔 활동

“찾아가고, 초대하는 음악회”라는 모토 아래  ‘매일클래식’을 

개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사랑으로 성장했기에 

늘 고객과 함께하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나눕니다.

Maeil’s Social Contribution 
함께 사는 매일 이야기

사회복지, 장학지원 사업

창업주 김복용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1993년 설립된 ‘진암 사회 

복지재단’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을 펼치고 있으며, 1996년 설립된 ‘진암장학재단’을 통해 장학  

사업을 전개합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매일유업은 2016년부터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

달과 함께 우유를 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활동에 동참하

고 있고, 2016년부터 소화가 잘되는 우유 매출액 1%를 기부하는

“소잘, 1%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개인 기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알레르기 / 미숙아 / 
급성설사

4종

2종

1종

A사 B사 C사매일유업

5종

12종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생산

극소수의 환아를 위한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8종 12개 

제품을 생산,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매

년 여름에는 PKU(페닐케톤뇨층, 단백질류 대사이상) 환아 가족

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경영

대리점주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상생펀드 조성 등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경쟁력 배양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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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il’s Business Expansion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종합식품 ·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식, 식자재 유통, 식문화 서비스까지

우리 스스로의 틀을 깨고 고객의 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며 

글로벌 종합식품ㆍ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aeil’s Business Expansion 
성장하는 매일의 다양한 이야기

더키친 일뽀르노 | The Kitchen Il Forno 

이태리 남부풍의 그릴요리, 파스타, 피자, 

전채요리를 화덕(IL FORNO)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선보이는 이탈리안 다이닝 입니다.

크리스탈 제이드 | Crystal Jade

1991년 싱가폴에서 설립된 다국적 외식

그룹으로 2005년 매일유업과 크리스탈

제이드 코리아(주)를 설립, 격조 높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본토의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엠즈 푸드 시스템 | M’s Food System

매일유업의 외식 경험과 외식 식자재 구매/

물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립된 엠즈 푸드 

시스템은 카페/베이커리/디저트 및 프랜

차이즈 고객을 위한 구매, 물류, 정보 업무 

대행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외식사업·식자재 유통사업

폴 바셋 | Paul Bassett

역대 최연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폴 바셋(2003, WBC)이 직접 

선보인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으로, 생두 선정부터 운송, 보관, 

로스팅, 유통, 그리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폴 바셋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 Sangha Farm

상하농원은 지역 농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어촌 테마공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돈육으로 만드는 햄 공방을 비롯해 

신선한 과일만 엄선해 만드는 과일공방과 발효공방, 빵공방 등 

고창지역 농민들과 손잡고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 학생, 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시지 만들기, 밀크

빵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식문화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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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Food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며

낙농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낙농선진국으로 이끌며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온 매일유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식문화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eyond Korea
더 큰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매일유업은 현재의 모습을 발판으로 
더 큰 미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우리만의 틀을 넘어 함께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종합식품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