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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서울F&B의 꿈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도전하고 매일 배워갑니다.
  
꿈이 자라는 기업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
건강 문화를 만드는 기업
서울F&B입니다. 

푸드테크 리딩 기업, 서울F&B
HEALTHY LIFE INNOVATOR,  SEOULF&B

“함께 건강한 우리
   함께 행복한 사회”



THE SEOULF&B WAY

서울F&B의 가치체계

식문화 웰빙 기업 “당신의 건강 충전소, 서울F&B”
HEALTHY LIFE INNOVATOR  SEOULF&B

“최고의 품질은 나로부터”
“Best Quality starts with Me”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창출한다
·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구성원을 위한 행복 추구     · 사회를 위한 공헌     · 인류를 위한 환경친화적 경영    

함께 건강한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
서울F&B는 “함께”의 마음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직, Honesty” “열정, Passion” “존중, Respect”

비전 

슬로건 

경영
이념 

미션 

핵심
가치 



SEOUL F&B Company profile

환영의 글

대표이사 오 덕근 드림

CEO Message

모든 일에는 정직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어디든 통합니다.

최상의 원료와 정직한 공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울F&B는 철저한 원칙주의, 아낌없는 첨단설비투자, 빈틈없는 품질관리,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식문화 웰빙기업입니다. 2005년 창업 이래 혁신적

이면서 발빠른 고객 맞춤형 제조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F&B의 꿈은 진행형이며 항상 혁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조방법의 혁신, 품질의 혁신, 제조설비의

혁신, 이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행복한 삶에서 먹거리는 중요합니다. 먹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식습관이 되고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손맛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되듯 식품 제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원주에 제2공장 설립을 결정하고 4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2020년 6월에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점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2공장에는 그동안 개발 및 제조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여

고부가가치형 건강식품은 물론 의약외품,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조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HACCP, GMP, KGMP, CGMP 등 다양한 인증 준비는 물론 아셉틱 멸균팩 라인, 아셉틱 페트

라인, 멸균파우치, 자체 기술을 반영한 FD유산균 원료 직접 생산을 위한 설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 1공장(횡성 소재)은 “맛과 영양의 생활 밀착형 식품” 제조 

시스템으로 제 2공장(원주 기업도시)은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식품”제조 시스템으로  한단계 업그레

이드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도 운영하여 OEM과 ODM의 기존 파트너쉽 시스템에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도 추가하여 고객만족에 앞장 서가고자 합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과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행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식음료는 물론 온 가족의 건강솔루션을 맞춤으로 제공하여 연령별, 상황별, 성별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돕고자 하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 확장의 요충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 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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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starts with Me

걸어온 길 History

2005-2009
2005 서울F&B 설립

2007 ㈜서울에프엔비로 법인전환

2007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선정

2008 횡성 IT밸리 신축공장 입주 및 이전

200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0-2013
2010 HACCP 축산물 / 식품인증

2010 제1공장 횡성 B동 증설

2013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2013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2013 일자리 창출 유공자 국무총리 포상

2017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장 수상

제54회 무역의 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서울F&B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미래를 이끌어갈 존경받는 기업인상’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희망이음프로젝트 감사장 수상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창출 유공자 표창장 수상

2019
㈜서울F&B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벤처기업부 ‘2019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대한민국 LOHAS 인증

‘굿네이버스 사회공헌 실천’ 감사패 포상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가족친화경영 부문’ 수상

경제 활성화 강원도지사 표창장 수상

2014-2016
2014 KMF HALAL인증

2014 제1공장 횡성 C동 증설

2014 (사)한국축산식품학회 감사장

2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

2015 제52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대상 수상

2016 강원경제인대상(창조기업상) 수상

2018
제1공장 횡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GMP) 인증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F&B 패밀리기업 선정

LOHAS 인증(이안애 더 내추럴 우유)

국가산업대상 제조품질 부문 대상

우수 병역지정업체 중소벤처기업청장상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제1공장 횡성 D동 증설

2020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강원도 일자리대 상 최우수 수상

제2공장 원주 [F2] 가동

제2공장 원주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업) 허가

제2공장 원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GMP) 인증

제2공장 원주 유리온실(휴게공간)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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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B Company profile

핵심역량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규격 및 품질 관리, 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중 영양성분과 미량성분을 분석하며, 가혹 및

가속실험을 통하여 제품의 유통기한과 보존 조건을 평가 및 설정합니다. 

또한 모든 연구원들이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보다 더 엄격한 식품안전지침을 설정

하여 생산 제품과 원료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서울F&B 부설연구소 / 식품안전센터

서울F&B만의 SAFE 시스템
서울F&B는 SAFE 시스템으로 품질경영을 관리합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를 위해 자연과 제품, 

제품과 생활을 관리합니다.
S

Assurance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각 제품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A

Foundational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관리의 기본을 세워갑니다.
F

Effective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제품이 

되도록 유효성의 기준을 관리합니다.
E

Capability

생산공정 및 품질 개선 연구
완벽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공정과 품질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제품 개발
제품개발팀은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

해 일반 식품부터 기능성 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연구 개발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소재를 이용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 및 원료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과제 및 산학협동연구과제 수행
대외협력팀을 통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파악 및 

연구원의 시스템 운영과 각종 프로젝트의 발굴 및 관리 업

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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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starts with Me

기업인증현황

INNO-BIZ 인증 가족친화인증IP스타기업인증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HACCP인증
(식품)

HACCP인증
(유가공, 집유업)

GMP인증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인증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급자인증
(유기축산물)

취급자인증
(무항생제축산물)

식품안전시스템
인증

이슬람 율법에 근거한
무독성식품인증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B동, C동, D동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C동, D동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B동, C동, D동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B동, C동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C동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C동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전 라인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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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우유, 발효유, 가공유의 Bottle과 Cup타입

의 제품을 생산하며, 다양한 용량의 제품

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Bottle형 과채주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2개의 라인에서 210ml부터 2.3L까지 다

양한 용량과 형태의 제품을 제조합니다.

주스, 커피, 가공유, 두유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Cup, Bottle, Pack의 7개 생

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HALAL 적용업

소 인증을 받은 공장동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발효유과 커피를 생산하며 7개의 라인

으로 다양한 형태와 용량의 제품을 제조

하며 시장 다각화와 고객에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Pet, Bottle, Cheer 

Pack, Standing Pouch)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A동

B동

C동

D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는 보유한 첨단 설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합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작업 환경과 철저한 품질,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유제품, 발효유, 가공유(무균충전), 

주스, 커피, 레토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에서는

가공두유, 과채음료, 과채주스, 특수용

도식품, 혼합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다

양한 식품 유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균유, 가공유, 믹스 등 축산물

가공품과 미래산업을 주도할 의약외

품, 화장품 생산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스&바이오 제조 플랫폼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최고의 품

질로 완성하여 최적의 프로세스로 공

급합니다.

최근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식품

안전과 장기간 보존 식품, 그리고 건강

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F&B는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플

랫폼인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를 설립

하여 SIG Combibloc, VMS, AMPACK 

등 국내외 유수한 기업들과 함께 다양

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플랫폼



SEOUL F&B Company profile

FRESH BOTTLE LINE   

FRESH CUP LINE   FRESH FLIP CUP LINE

철저한 품질,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안전한 프리미엄 냉장 Pet, Cup 제품 생산

자연에서 온 건강한 원료를 CUP에 담아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생산합니다. 꺾어 먹으면서 2가지 타입을 동시 즐기는 신개념의 디저트 전용 생산라인 입니다.

용기 PET bottle PS bottle PE bottle

용량 100 ~ 1000mL 65 / 80mL 100 ~ 2300mL

생산품목 우유, 발효유, 커피, 주스 등 발효유 (액상 요구르트) 우유,발효유,주스 등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제1공장횡성아이티밸리 B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제1공장횡성아이티밸리 B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용기타입

용기
용량

생산품목

용기타입

용기 PP/PScup (73ø, 87ø, 97ø, 114ø)

용량 90 ~ 500g

생산품목 발효유 등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A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B동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용기
용량

생산품목

용기타입

용기 Flip Cup (PS)

용량 130 + 30g

생산품목 발효유 등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생산시스템  _ 패키지타입 SEOULF&B Production System_Pack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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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starts with Me

Aseptic PET & Aseptic CUP

ASEPTIC CUP LINE   ASEPTIC PET BOTTLE LINE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음료를 다양한 사이즈의 컵에 무균충전 합니다.

보존제없이 미생물 증식을억제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최신 기술 집약 설비입니다.

Aseptic Pet, Cup 제품은 드시는 분들에게 편리성은 물론 장기간 보존에 대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일반음료는 물론 다양한 기능성 음료까지 제조할 수 있습니다.

● 무균충전으로 원료의 영양소,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량 및 용기(캐릭터 음료 등) 적용 가능합니다. 

● 식품 & 축산물 HACCP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ISO 22000, FSSC22000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음료를 다양한 종류의 보틀에 무균충전 합니다.

용기 GASTI  cup / AMPACK  cup / VMS  cup

용량 140 ~ 320mL

생산품목 커피, 우유, 두유, 혼합 음료 등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용기 Ermi / VMS bottle

용량 150 ~ 1,000mL

생산품목 커피, 우유, 두유, 혼합음료 등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Aseptic CUP
140

Aseptic
PET 150~1000

Aseptic
PET 180

Aseptic
PET 250

Aseptic
PET 330

 Aseptic
PET 500

Aseptic CUP
200

Aseptic CU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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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B Company profile

온장고 전용 멸균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용량 135 ~ 140mL 190 ~ 200mL 235 ~ 250mL

생산품목 두유, 과채음료, 과채주스, 혼합음료, 우유 등 제반 식품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SIG Aseptic carton pack LINE(CB1) 
상온 유통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무균팩이며 125~250 mL 의 용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SIG Aseptic carton pack LINE(CB7) 
식음료용 무균 종이팩으로 135~ 350mL 용량이 가능합니다.

용량 135 ~ 140mL 190 ~ 200mL 235 ~ 350mL

생산품목 두유, 과채음료, 과채주스, 혼합음료, 우유 등 제반 식품

생산공장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SIG Aseptic carton pack LINE(CB2)
상온 유통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무균팩이며 500 ~1000mL의 용

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용량 480 ~ 500mL 730 ~ 750mL 950 ~ 1000mL

생산품목 두유, 과채음료, 과채주스, 혼합음료, 우유 등 제반 식품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C동 /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생산시스템  _ 패키지타입 SEOULF&B Production System_Package Type

SIG PACK은 

전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무균 종이팩입니다.

무균 종이팩 라인 Aseptic PACK

SIG Combibloc의 멸균팩은 다양한 사이즈 및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는 멸균팩입니다. 다양한 내용물을 상온에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무균팩 업계 최초100% 
FSC 인증 받은 팩을 사용하여 친환경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용량(125~250ml), 대용량(500~1000ml )생산 가능 - 고객사 요청에 맞춰 포장(패키지)형태 적용 가능

식품 & 축산물 HACCP 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ISO 22000, FSSC22000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www.seoulf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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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starts with Me

용기 Standing pouch M Standing pouch L Spout pouch

용량 100 ~ 230 g 500 ~ 2100 g 90 ~ 200g

생산품목
건강기능식품, 두유, 과채음료, 과채주스, 혼합음료, 

죽타입 등 제반 식품

생산공장 제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D동

용기타입

용기 Aseptic Pouch S Aseptic Pouch M Aseptic Pouch L

용량 125 ml 200 ml 250 ml

생산품목 모든 음료류, 죽 타입 HMR식품 , 건강기능식품 등

생산공장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RETORT POUCH LINE ASEPTIC POUCH LINE (Ecolean pack - 21년 상반기 가동예정)

상온 유통 제품을 담을 수 있는 포장방식이며, 다양한 사이즈가 가능합니다. 부드럽고 가벼워서 한층 더 사용감도 좋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무균 파우치입니다.

용기 Stick pouch 15 Stick pouch 30

용량 10 ~ 15 g 25 ~ 30 g

생산품목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액 등 다수 커피,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액 등 다수

생산공장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용기 Jelly Stick

용량 15 ~ 25g

생산품목 기타가공품, 건강기능식품,  과채가공품

생산공장 제2공장 원주기업도시

용기타입

STICK POUCH LINE Jelly Stick LINE
간편하게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편리함을 드립니다. 젤리 제형 전용라인으로 맛과 편리성이 있습니다.

POUCH
LINE

STICK
LINE

13



SEOUL F&B Company profile

생산시스템  _ 식품유형별 SEOULF&B Production System_Product Type

유형 제품

우유/가공유
Milk & 

Processed Milk

발효유/

농후발효유
Fermented Milk

두유
Soy Milk

혼합음료
Mixed Beverages

서울F&B
이안애 오리지널 우유

연세우유
연세밀크

서울F&B
뽀로로가 좋아하는

딸기우유

서울F&B
어른우유

검은콩 미숫가루

서울F&B
브라운슈가 라떼

서울우유
STARBUCKS

홍삼라떼

서울우유
흑임자 우유

서울우유
오트밀크

서울우유
귀리우유

푸르밀
가나쵸코우유

빙그레
요플레 오프룻 복숭아

푸르밀
당을첨가하지않은

플레인요거트

한국야쿠르트
슈퍼100 플레인

스위트

서울우유
듀오안

서울F&B
패밀리 요구르트

마켓컬리
우리집 건강한
망고 요거트

서울우유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딸기 요구르트

SPC
요거트플러스

딸기

서울우유
서울우유요구르트

서울우유
앙팡 플러스 

사과

서울F&B
하이 프로틴 15

코카콜라
아데스 아몬드 오리지널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마이밀 뉴프로틴

이롬
닥터스 프로틴 GOLD

종근당 건강

프로틴맥스

서울F&B
온통두유 서리태 고칼슘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더 고소한 두유

밥스누
약콩두유

푸르밀
한끼두유 흑임자

에스엘통상
평창약콩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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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starts with Me

커피
Coffee

과채주스/음료
Fruits and 

Vegetables Drinks

액상차
Tea

특수영양식품
Special Nutrient Food 

건강기능식품
Health Supplements

기타
etc

서울F&B
브루빈 아메리카노

서울F&B
커피빈 카페수아

서울F&B
카페 레몬트리

카페라떼

서울F&B
아라버스 로스티드 앤 

그라운드

빙그레
오늘의커피
카페라떼

서울우유
맥심 에스프레소 
티.오.피 마일드
에스프레소 라떼

네스카페
카라멜 마끼아또 

세븐일레븐
환경을 생각하는

빨대없는 카페라떼

커피빈코리아
커피빈 아메리카노

빙그레
유어스 CAFE25
아메리카노 블랙

서울F&B
ABC 주스

서울F&B
타트체리 콜라겐1000

CU
HEYROO
자몽주스

SPC
보툰 블록

딸기&오렌지 샐리

이롬
황성주의 과채습관

옐로우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조이 사과

빙그레
따옴 오렌지 주스

농심
웰치 청포도 주스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 사과

한국생활건강
통째로 짜낸

유기농 석류착즙액

한국생활건강
자연 그대로 마시는 노니

서울F&B
T:SSUM 내목이청량한티

SPC
향기로운 오후의 카모마일

강원도농업기술원
안토시아닌 자색옥수수

서울F&B
T:SSUM 내밤이편안한티

서울F&B
남자의아침
(기타가공품)

서울F&B
면역보감 남자의아침

서울F&B
면역보감 여자의아침

서울F&B
패밀리 요구르트 음료
(수출용, 유산균음료)

서울F&B
프리미엄 카페시럽

(당류가공품)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이엔솔브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라이프사이언스
화이바 이앤솔브

구겐
빅요구르트음료

(수출용, 유산균음료)

서울F&B
킹스밀 전통 타락죽

(즉석섭취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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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B Company profile

사업영역 및 고객사

서울
F&B

OBM
Partnership

브랜드 컨설팅 서비스/ 

제품개발 / 제조생산

Partnership

서울F&B는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함께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파트너십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파트너십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 파트너십 

제품 개발은 고객사에서 하고 서울F&B는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서울F&B는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과 생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며 고객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조업자 브랜드 개발 생산 방식으로 서울F&B가 고객사와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 

판매/유통까지 함께 기획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 영역

입니다.

생산의뢰 / 주문 / 

패키지 개발

제품 개발 / 생산

서울
F&B

개발 제반 내용 제공 / 

생산의뢰 / 주문

생산 / 납품

서울
F&B

16



Best Quality starts with Me

국내 파트너사

CVS&할인점

글로벌기업

17



SEOUL F&B Company profile

사회공헌 활동

직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일에만 열중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이,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평가를 진행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보장합니다.

이안애 직장 어린이집 

서울F&B 임직원 복지

“모든 기업은 사회 안에 있다” 서울F&B는 triple bottom line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기업 수익, 사회적 책임, 환경지속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활동산학협력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어르신  동아리 후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ㆍ결식아동 희망 KIT 선물포장 봉사

ㆍ연탄 나눔 행사 지원

ㆍ육군장병을 위한 군부대 지원
   (3군단 독서카페 설립)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정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지역 우수 학교기관 활용 산학협력활동

ㆍ지역 대학생 초청 기업탐방 실시

ㆍ국/내외 대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ㆍ대학생 장학금 지원

ㆍ지역 복지센터 기부

ㆍ횡성군 게이트볼 대회 후원

출산
장려금 

직장
보육시설 

시차출퇴근
제도 

운동선수자녀
및

다둥이자녀
교육보조금 

효도
지원금 

대학원
학자금 및
장학금 

정년퇴직 후
사내 세탁소·매점

운영

전직원
해외연수

제도

마일리지
제도

종합병원
건강검진

각종
동호회
활동

직원가족생산
식자재·농산물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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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F&B는 최고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1O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으며 세계인을 위한 기업으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겐 빅요구르트 음료 오리지널 레스슈거 / 오리지널 자연나라 패밀리 요구르트 / 

딜라이트 에소프레소커피, 레몬트리300커피, 브라운슈가 밀크티, 브라운슈가 라떼

캐나다 구겐 빅요구르트 음료 오리지널 레스슈거

호주 구겐 빅요구르트 음료 오리지널 레스슈거 / 패밀리 요구르트 음료

홍콩 레몬트리300커피

태국 아라버스커피

대만 네스카페커피 이안애 오리지널우유

말레이시아 네스카페커피 / 삼양커피 / 아라버스, 밀크업 브라운슈가 라떼, 밀크업 브라운슈가 밀크티

필리핀 삼양커피 / 밀크업 브라운슈가 라떼, 밀크업 브라운슈가 밀크티

싱가포르 삼양커피 / 아라버스커피

중국 어른우유



www.seoulfnb.com

25209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36

본사 / 제 1공장
횡성아이티밸리

T. 033-345-9550~2      F. 033-345-9554

2635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145

제 2공장
원주기업도시

T. 080-500-9550      F. 033-742-9333

134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1
KPGA빌딩 5층

T.031-711-9810      F. 031-711-9811

영업마케팅본부

블로그  seoulfnbpr.blog.me                                    공식인스타그램  @seoulfnb_official                                    브랜드 인스타그램/건강충전소  @healthylife_seoulf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