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다업 회사소개서

한눈에 보는 대한다업

브랜드 스토리
대한다업이 재배하는 차나무 수

Overview
대한다업의 스토리와 성장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담았습니다.

약

9,160,000

舊태평양 설록차를 비롯하여, 이마트 노브랜드, 오가다, 메디포럼, 맛차차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Brand Story

그루

대한다업 녹차 재배지 규모

축구장

대한다업이 차茶나무를 길러 온 시간

23,360일
64년. 23360일.
대한다업이 보성 산자락에 차나무를 길러 온 기나긴 시간 속에서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대한다업 연 평균 녹차생산량

대한다업과 함께 해 온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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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태평양 설록차를 비롯하여, 이마트
노브랜드, 오가다, 메디포럼, 맛차차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다업 보성녹차밭에서 수확하는 연
평균 찻잎의 양. 대한다업은 창립이래
국내 최대 차茶 생산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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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개

대한다업, 녹차밭에 심어둔 일념

관광지이자 국내 최대 녹차 재배지 대한다원은
축구장(7140㎡) 1400개를 합친 약 999만6000㎡면적의 넓이로
보성 산기슭을 두르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 총 갯수

약

374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개

대한다업은 티백, 블렌딩티, 분말 제품 등 고객사
별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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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3년 미국 CNN에서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에서 12
번째로 대한다업의 녹차 재배지,
대한다원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1957년 대한다업은 민둥산 불모지였던 보성에 녹차밭을 일구고 터를 가꾸어 왔습니다.

수상내역

그 터는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관광다원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여러 국내 · 해외 차 품평대회에 입상
하며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생협력
경진대회 등 대한다업의 가치를 담은
활동으로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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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오로지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길러낸 대한다업의 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성 녹차가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차 산업을 선도해왔습니다.
차가 있는 일상 속에서 온전한 휴식과 평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다업의 본질과 가치 그리고

건

진정성을 담아 대중에게 선보이겠습니다.

경영철학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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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밭을 일구고, 찻잎을 따 널리 알려온 대한다업. 1957년부터 대한다업은 대한민국의 차문화를 함께 써 내려왔습니다.

대한다업은 우리나라의 차 산업, 문화, 상생이라는 세가지 키워드에대한 신념들로
계속해서 한국 차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다업의 정신과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차(茶)’는 곧 차 산업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보성녹차밭의 역사 자체를 대표하고있습니다.

주요 연혁
History
1957년 민둥산 불모지에 대단위 차밭을 일군 이래로,
대한다업은 현재까지 한국의 차문화를 함께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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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차품평대회 우수상
세계 명차 품평대회 금상

1995
전통다도문화 발전 기여 공류상
수상

1973

1960

1970

1980

1990

1963

대한다업(주) 법인전환

대한홍차
출시

대한홍차공업주식회사 설립
전라남도 보성녹차밭 조성
[ 창업자 : 故장영섭 ]

1990

태평양(주) 설록차
납품

동서식품(주) 현미녹차 등
제품 납품

1994

대한다업
제 1공장 준공

2012

2014

2018

차 맛내기 경연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차품평대회 최우수상

2014

CAFE-SHOW
EXCELLENCE AWARDS FOR
SUSTAINABILITY

2016

2004
보성 제 1농장
유기농 공장 준공

고속 자동화
티백 포장기 도입

1980

전라남도 관광농원 지정

대한다업
녹차제조공장 준공
( 국내 최초 자동화 제다라인 구축 )

2010

1997

1963

1970

한국명차선정대회 대상
차 맛내기 경연대회 최우수상

2000

1973
1957

2001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상
(지역경제개발상)

농수산부 장관 표창
( 농가소득증대 기여 )

1957

2012

2017
시즈오카 세계녹차콘테스트 품평회 금상
시즈오카 세계녹차콘테스트 패키지 대상

2016

2002

2006

보성농장
제 2공장 준공

티백 자동화 기계 도입
및
커피사업부 신설

2003
성남공장 최첨단 티백 자동화
설비 도입

LAB 1957 필동티카페연구소 설립

2018

2020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0

대한다업 다원

Greentea Plantation

대한다업㈜보성다원

제 1농장
구불구불한 곡선형 계단식 형태의 제 1농장은
약 170만평의 면적에 우전과 작설차, 발효차 등을 비롯한 고급차를 재배하며,
녹차재배지뿐만 아니라 관광지 ‘대한다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다업㈜보성다원

제 2농장
기계채엽을 이용한 찻잎 대량 수확에 특화된 직선형 다원.
후슌, 사에미도리, 오쿠미도리 등의 차나무 품종을 차광재배하여
고급 말차로 제다합니다.

대한다업 보성 공정시설

Factory (Boseong)
대한다업은 60년동안 품질 좋은 차를 만들며, 125개의 고객사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찻잎 재배

유기 저온 창고 보관

녹차 재배 최적의 산지 보성녹차밭에서 정성스레 길러낸 찻잎.
약 1500만평 농지에서 고급잎차부터 말차, 원료용 찻잎 등 시기별로 채엽하며,
직접 차나무를 재배하여 채엽 즉시 제다공정으로 투입합니다.

엄격한 품질기준에 의거, 생산 후 검수완료된 제품은
찻잎을 보관하기 좋은 최적의 온·습도를 세팅한 유기 저온 창고에 보관됩니다.

투입구

생엽컨테이너

증열기

냉각기

엽타기

조유기

유념기

중유기

재건기

건조기

선별기

채엽된 찻잎
투입

송풍과 습도유지기능을 통한
녹차 생엽의 신선도 유지

고온의 스팀으로
생엽을 증제하여
살청

냉풍으로 증제된 찻잎들을
빠르게 냉각

큰 제적의 컨테이너 구조로,
수분이 많이 포함 된 찻잎을
신속히 건조시켜
후공정 시간 단축

찻잎에 열풍을 공급하며,
교반 및 유압을 주어
찻잎 건조
(함수율 100%)

스크류가압방식으로
찻잎을 비벼,
찻잎의 세포벽을 으깨어
내포성 상승

찻잎 성형작업 및
흡입열풍을 이용해 건조.
(함수율 35%)

열, 마찰, 회전력을 이용한
건찻잎의 최종적인 성형작업.
(함수율 12%)

최종적인 건조 공정
잔여 수분 제거
(함수율 3% 미만)

제다공정이 끝난 후
찻잎 크기별로 자동 선별

대한다업 성남 공정시설

Factory (Sungnam)

대한다업 성남공장

성남에 위치하여 물리적인 물류 효율성을 증대한 대한다업 성남공장.
대한다업의 집약된 내부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생산운영을 도모합니다.

성남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안정적인 라인운영과 함께
물류 효율 증대

삼각티백 생산
사각티백 생산
티백 포장 자동화

커피 앤벨롭 생산
드립백타입 커피 생산
스틱타입 커피 생산
파드타입 커피 생산

잎차 분태 가공
커피 분태 가공
잎차 및 커피 분말 가공

성남공장 생산설비

C2000

C24

FPG-T1

티백 생산설비
생산속도 분당 40개
여과지 실링타입
태그 이음선 마일러 열 접착
엔벨롭 클리핑타입

티백 생산설비
생산속도 분당 300개
여과지 클리핑타입
태그 이음선 실 방직
엔벨롭 방습포장 히트실타입

드립백 생산설비
생산속도 분당 50개
드립필터 초음파 절단&접합
질소충진
엔벨롭 방습포장 (히트실타입)

조직도

보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R&D Center
음료 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필동티카페연구소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품연구/개발

기획/마케팅

차(tea) 가공 기초 기술 연구

디자인 및 패키지 개발

카페 레시피 연구

개발 제품 상품화

OEM개발

e-커머스 콘텐츠 제작

대용차 및 블렌딩티 개발

제품 활용 서비스 기획

해외 및 국내 원료수급

정부과제 수행

개발 프로세스

대한다업의 고객사

Partners
대한다업은 60년동안 품질 좋은 차를 만들며, 125개의 고객사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고급 잎차를 비롯하여 티백, 분말 등 다양한 타입의 원료를 납품하고 고객사 니즈에 맞추어 제품개발 및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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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업은 천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 차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과 더불어,
자사의 헤리티지를 이용해
현대 우리 문화와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Tea Life를 제시합니다.

보성녹차밭 관광사업(대한다원)

Tourism Business
2013년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유일하게 한국 관광지로서 선정된 대한다원은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연중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녹차밭

삼나무숲

오랜 기간에 걸쳐 170여만평의 면적에 약 580만 그루의

40m이상의 높은 크기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삼나무.

차나무를 식재해, 국내 최초 녹차 관광농원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대한다원 녹차밭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경관이 아름다워
수많은 영화, 드라마, CF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숲

카페1957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여유로운 쉼을 전해주는 대나무숲.

카페1957은 대한다업이 운영하는 직영 기념품샵입니다.

녹차밭 조성과 함께 방품림으로 식재한 삼나무숲길은

대한다원은 약 580만그루의 다양한 관상수를 비롯해,

대한다업이 엄선한 원료로 만든 보성 녹차아이스크림과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는 등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는 관광다원입니다.

보성녹차밭 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다도체험 등 다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전람회

Exhibitions
대한다업은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전람회를 통해 대한다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중에게 선보입니다.

차문화 활성화 컨텐츠 개발

Contents for Tea Life
대한다업은 대한민국 차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입니다.
모든 일상에서의 친숙한 tea life를 위해, 차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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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생’과 ‘더불어 발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대한다업은
보성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추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나누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티 클래스

다식 개발

차 구독 서비스

미디어 컨텐츠

활발히 하고있습니다.

농가협업 상생

사회공헌활동

Industry Coexistenc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한다업만의 계약 재배 시스템은

대한다업은 대내외적인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농업인의 win-win효과를 일으키며, 보성지역 보리 재배농가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원료 생산 및 공급,
농촌관광 등 인프라 개발 노력

사회공헌 활동/수상내역

2020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지역 및 민간단위 성공사례 확산
상생협력 매칭
애로사항 해결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상공회의소 ·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최)

연구, 개발, 홍보, 계약재배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

2013
농업

광주전남지방중기청창상

협력
ㅣ
가치창출
ㅣ
이익공유

농업관점
농산물 판로
농업만으로
해결 어려움

- 적정 가격 보장
- 안정적 출하기반
- 영세소농 판로확보
- 농가 경영 안정

기업관점
농산물 조달
기업만으로
해결 어려움

기업

2004

보성군민의 날 수상
(녹차산업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기여)

2001

- 저렴한 가격
- 품질 안정성
- 조달 안정성
- 편의성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지역경제개발상)

2000
제 1회 대한다원 장학금 수여

고부가 가치 상품개발
경영노하우 및 국내외 유통망 공유
지역사회 공헌

1995
대한 상록수 복지협회
(전통다도 문화 발전기여 공로상)

대한다업-보리농가 상생발전 현황

흑다향 보리(보리순) 구매물량

흑다향 보리(보리순) 거래금액

참여농가 수

녹차엽·흑다향 보리 연간 수매

(단위 : 톤)

(단위 : 백만원)

(단위 : 호)

(단위 : 톤)

17
2020(p)

21
2020(p)

9

2020(p)

2018
2019

25.7

1973
35.1

40.4

농수산부 장관 표창
(농가소득증대 기여)

대표 제품

Products
대한다업은 B2B 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Tea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고객님들로부터 사랑받고있습니다.

1957 처음딴차

1957 작설

1957 중작

1957 입하

1957 발효차 사계

보성 유기농 가루녹차

大韓茶業 처음딴차 21T

大韓茶業 작설차 21T

大韓茶業 대한홍차 21T

이른 봄날, 보성녹차밭에서 자란
여린 찻잎을 정성스레 채엽해, 증
제기법으로 제다한 최고급 프리미
엄 우전차.

깔끔하면서도 깊은 바디감 덕분에
많은분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한국 대표 세작 녹차.

싱싱한 녹차향과 함께 어우러지는
깔끔한 청향이 매력적인 대한다업
첫물차.

따뜻한 봄에 돋아난 부드러운
찻잎을 담은 1957입하. 잎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봄
녹차.

우리나라 최초 홍차 기업 대한다업
(*구:대한홍차공업주식회사)이 19
63년도에 선보였던 ‘대한홍차’를
기리며 출시한 산화발효 홍차.

유기농법으로 정성스레 길러낸 보
성 찻잎을 곱게 분쇄한 제품으로
녹차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른 봄볕 속에서 수확한 싱그러운
향을 지닌 가장 어리고 고운 찻잎.
생분해 소재 티백을 사용한 친환경
패키지로 제작되었습니다.

보성의 산과 바다의 향을 담은
세작만으로 만든 프리미엄 녹차.
생분해 소재 티백을 사용한 친환경
패키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성으로 숙성시킨 편백나무향과
보성의 시간이 스며든 발효차.
생분해 소재 티백을 사용한 친환경
패키지로 제작되었습니다.

1957 호박팥차

1957 작두콩차

1957 우엉차

1957 새싹보리차

보성에서 자란 새싹블랙보리

프리미엄 녹차소금

大韓茶業 대한말차 순수

大韓茶業 보성말차 순수

1957 시그니처말차 파우더

1957 보성말차 파우더

대한다업의 말차 제다기법으로 만
든 흑다향 종자 새싹보리 분말. 지
역 농가와 협력하여 상생발전을 도
모하며 선보인 대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만든 순도
높은 자염과 색과 향미가 뛰어난
보성 녹차를 블렌딩하여, 음식의
풍미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소금.

보성의 감칠맛, 제주의 빛깔, 경남
의 부드러운 텍스쳐를 지닌 3가지
말차가 블렌딩되어 최상의 밸런스
를 갖춘 시그니처 말차.

화사하고 상큼한 과일향과 특유의
깔끔함이 매력적인 만생종 ‘후슌’
으로 제다한 싱글오리진 말차.

*설탕 포함
우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차 블
렌딩. 생산자와 티마스터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설탕 포함
싱글오리진 보성말차 순수에
세립당이 섞여있는 라떼 제조용
말차입니다.

국내산 늙은 호박과 팥이 황금
비율로 블렌딩되어 따뜻한 수색과
달큰한 바디감이 풍부한 대용차.

씨앗까지 사용한 국내산 어린
작두콩을 구수하게 로스팅 한
온가족 대용차.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국산 우엉
뿌리의 심지를 제거하여 부드럽게
로스팅한 대용차.

보성에서 자란 흑다향 종자
보리싹을 대한다업의 녹차
제다기법으로 만들어 고소함이
느껴지는 대용차.

1957 처음딴차 16T
1957처음딴차 찻잎을 그대로
삼각티백에 담아, 가볍게 즐기기
좋은 100% 순수 녹차입니다.

1957 보성작설차 16T
1957작설 찻잎을 그대로
삼각티백에 담아, 가볍게 즐기기
좋은 100% 순수 녹차입니다.

1957 보성홍차 16T
1957발효차 사계 찻잎을 그대로
삼각티백에 담아, 가볍게 즐기기
좋은 100% 순수 홍차입니다.

1957 보성 홍차 파우더

녹차를 사랑한 수제쿠키

*설탕 포함
전통 발효차를 베이스로 하여, 호
불호없이 뚜렷한 단맛을 지닌 차를
마시는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달콤 쌉싸름한 녹차 수제쿠키는 커
피와 차, 모든 음료에 잘 어울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티타임을 선사합
니다.

주요 연혁

History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4
전화 02-2267-0973 ㅣ 팩스 02-2268-9172

공 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쌍용 IT트윈타워 B동 105호 107호
전화 031-607-3900 ㅣ 팩스 031-607-3902

농 장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63-65
전화 061-853-2592 ㅣ 팩스 061-853-5361

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35-18
전화 070-4100-5889 ㅣ 팩스 02-425-6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