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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CJ 제일제당(주) 설탕, 육가공품, 즉석식품 등 www.cj.co.kr 서울

롯데칠성음료(주) 음료 company.lottechilsung.co.kr 서울

대상(주) 전분, 소스, 육가공품 등 www.daesang.co.kr 서울

(주)오뚜기 라면, 수산가공품 등 www.ottogi.co.kr 경기

(주)농심 라면, 마카로니 등 면류 www.nongshim.com 서울

롯데푸드(주) 빙과류, 육가공품 등 www.lottefoods.co.kr 서울

(주)파리크라상 빵류 제조업 www.pariscroissant.co.kr 경기

오비맥주(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www.ob.co.kr 서울

서울우유협동조합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www.seoulmilk.co.kr 서울

(주)삼양사 설탕, 제분 등 www.samyangcorp.com 서울

하이트진로(주) 소주, 맥주 등 주류 www.hitejinro.com 서울

(주)동원F&B 수산가공품, 유제품 등 www.dongwonfnb.com 서울

롯데제과(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lotteconf.co.kr 서울

동서식품(주) 커피 가공업 www.dongsuh.co.kr 서울

(주)한국인삼공사 인삼식품 제조업 www.kgc.co.kr 대전

매일유업(주) 유제품, 커피조제품 등 www.maeil.com 서울

코카콜라음료(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www.ccbk.co.kr 경남

(주)농협사료 배합 사료 제조업 www.nonghyupsaryo.co.kr 서울

(주)동원홈푸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www.dwhf.co.kr 서울

대한제당(주) 설탕 www.ts.co.kr 인천

남양유업(주) 유제품, 커피조제품 등 company.namyangi.com 서울

(주)한국야쿠르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www.hyfresh.co.kr 서울

(주)SPC삼립 빵류 제조업 www.spcsamlip.co.kr 서울

(주)팜스코 배합 사료 제조업 www.farmsco.com 서울

(주)빙그레 빙과류, 유제품, 커피조제품 www.bing.co.kr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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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배합 사료 제조업 www.cargillanimalnutrition.co.kr 경기

(주)하림 육가공품 www.harim.com 전북

(주)삼립식품 빵, 베이커리 등 www.spcsamlip.co.kr 경기

해태제과식품(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ht.co.kr 충남

(주)오리온 베이커리, 과자류 등 www.orionworld.com 서울

(주)사조해표 동식물성 유지류 hp.sajo.co.kr 서울

(주)크라운제과 과자류, 코코아조제품 등 www.crown.co.kr 서울

(주)사조대림 수산가공품 dr.sajo.co.kr 서울

대한제분(주) 제분 등 곡물가공품 www.dhflour.co.kr 서울

한성기업(주) 수산가공품 www.hsep.com 부산

삼양식품(주) 라면, 마카로니 등 면류 www.samyangfood.co.kr 서울

사조씨푸드(주) 수산가공품 sf.sajo.co.kr 서울

샘표(주) 간장, 된장 등 장류 www.sempio.com 서울

cj씨푸드(주) 수산가공품 www.cjseafood.net 경기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

관련 협회

협회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식품산업 정보, 식품안전 교육, 정부 시책 수립 지원, 

수출 지원 등 

한국유가공협회 www.koreadia.or.kr
유가공업과 낙농업 발전, 소비 확대, 원유 및 유제품 

수요 개발, 수출 지원 등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khsa.or.kr 정책연구 및 건의, 대국민 홍보, 정부 위탁사업 등

한국쌀가공식품협회 www.krfa.or.kr
가공용 쌀 수급관리, 쌀 소비촉진 및 산업 진흥, 조사 

연구 등

한국주류산업협회 www.kalia.or.kr 주류산업 진흥, 조사 연구, 대국민 홍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