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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Introduction

Inspiration

커피는 자연이요,
생명이자 풍요로운 양식입니다.
커피는 태양과 흙, 바람과 구름이 빚어 만든 황홀한 향기이며,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미감의 레시피입니다.
커피는 산구릉을 오르내리는 저 먼나라 농부들의 거친 손과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이자, 지금 우리들 두손안에 쥐고 있는 따뜻함과 행복입니다.
커피 한잔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 생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이 때론 달작지근하게 때론 쌉사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커피 한잔으로 자연의 풍요로운 선물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 향긋한 오감을 즐기고 있다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맥널티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홀로 고요히 명상에 잠긴 사람, 누군가와 나지막이 대화중인 사람,
즐겁고 유쾌한 모임중인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옆에 맥널티가 있고자 합니다.
늦가을 석양으로 물든 들판에 나란히 앉은 촌부의 손에, 추운 겨울 눈쌓인 산 정상
꽁꽁 얼어붙은 손 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어두운 골목길 두 작은 손 안에서 그들의 몸을 녹이고 ,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평범한 일상에, 또 잊을 수 없는 인생 그 어느 순간을 함께하는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커피는 자연이고 사람입니다.

Company Profile

맥널티는
대한민국 커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맥널티에게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는 너무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두커피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한국 커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년간 맥널티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하면서 우리나라 커피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커피 생산자들이나, 해외 유수의 식품 가공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세계적 수준의 커피제품들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카푸치노와 헤이즐넛 믹스 개발
| 국내 최초 헤이즐넛 향커피 개발, 제조 (1998년)
| 국내 커피업계 최초 대형마트 커피 판매 (1996년)
| 국내 최초 라운드 커터 방식의 스틱커피믹스 출시(2003년)
| 국내 커피업계 최초 Good Design 상 수상 (2004년)

| 국내 커피업계 최초 벤처기업 인증 (2004년)
| 국내 최초 액상타입의 포션커피 개발
| 국내 커피업계 최초 ISO 9001 인증
| 국내 식품업계 최초 지퍼백 포장 도입
| 국내 커피업계 최초 생두/원두 누드백 포장

| 국내 원두커피 사장 점유율 1위 |
1993년 원두커피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 새로운 커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전을 시작한 이래, 20년간 국내 원두커피 산업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많은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도전과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원두커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23.9%
The Largest share
of the Korean whole
bean coffee market

No.1
Soruce; LinkAzteckorea, 2011

맥널티는
국내 원두커피 산업의 역사입니다.
| History |
1993
1996
1997
1998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2

•카페 맥널티 사업 전개 (30여개의 대형매장)
•국내 최초 대형할인점 진출(Wal-Mart)
•한국맥널티(주)로 법인 전환
•국내 커피 제조시설 가동(국내 생산)
ISO9002 인증 획득
•한국맥널티(주) 부설연구소 설립, 운영
•커피업계 최초 벤처기업 인증
•냉,온 겸용 원두커피 제조기술 특허
•제약사업 출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소재 제2공장 준공
•커피, 제약 중앙연구소로 확장
•경영혁신형 기업(MAIN BIZ) 인증
•충남 천안시 소재 본사 및 공장 이전
•벤처육성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2013 •서울사옥 매입 및 서울사무소(영업본부) 이전
•커피 전분야 HACCP 인증 획득
2014 •제약 신공장(천안) 이전
•JC나노텍 회사 인수
2015 •B2B 전문 Cafe Mcnulty Coffee Factory 오픈
•중국 지사 설립(상하이)

Heritage

맥널티는
대한민국 최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생산시설 현황 |

| 제품 생산능력 |

•공장주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연암율금로 42
•공장규모 – 약 11,134m² / 건물 3개동
•투자금액 - 220억원
•생산라인 – 모든 가공 공정이 첨단 컴퓨팅 기술로 자동 컨트롤되는 시스템
최신 로스팅기로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원두 생산
국내 최대 로스팅 생산 설비(360/ 120kg 등)

•원두 커피 - 2,500톤
•삼각 커피백 - 887만개(26.6톤)
•사각 커피백 – 1,267만개(50.7톤)
•핸드드립 커피 – 810만개(48.6톤)

| 커피 전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인증 획득 |
맥널티는 모든 커피관련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Partnership

맥널티는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파트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널티는 커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로 다수의
OEM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면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원두커피 제품은 물론, 원두의 풍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마시기 편리하게 개발된
제품까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최적의 품질과 안정적인 생산 및
납품으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커피 생산자들이나,
해외 유수의 식품 가공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세계적 수준의
커피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제휴 파트너(OEM) |

Product Portfolio

| 믹스/인스턴트 |
맥널티 믹스커피(3 in 1 / 4 in 1), 인스턴트커피는 국내보다 해외에
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군으로 믹스커피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원두를 가공하여 추출한 동결건조(Frozen Dry) 커피를 주원료로 한
모카제품이 있으며, 국내 최초로 라운드 커터(Round Cutter) 방식
의 스틱 커피믹스와 FD 향코팅 기술을 적용한 헤이즐넛, 프렌치 바닐
라 제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핸드드립 커피 |
맥널티 핸드드립 커피는 한 잔 분량으로 소포장 되어 있어서 사무
실이나 야외 등 커피를 내리기 어려운 곳에서도 누구나 간편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원두커피에 직접 물을 내리기
때문에 드립커피의 맛과 풍미가 그대로 우러나와 많은 커피 애호가
들의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 원두 커피백 |
원두커피를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원두커피백 제품으로
신소재를 적용한 커피 필터로 찌꺼기 없이 깔끔하게 커피 추출이
가능합니다. 사각백과 삼각백 제품이 있으며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
하여 그 맛과 풍미가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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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ortfolio
| 액상 포션 커피 |
맥널티 포션 커피는 국개 최초로 개발된 액상타입 포션커피이며
콜롬비아 커피생산자 연합회(FNC)가 인증한 100% 콜롬비아 원두
추출액을 사용한 프리미엄 원두커피 제품입니다. 액상 타입이라 더욱
간편하게 원두커피 고유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얼음물과
우유에 타서 드시면 커피의 풍미를 더욱 만끽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스 커피 |
맥널티 아이스 커피는 콜롬비아 생산자 연합회에서 인증한 100%
콜롭비아 원두추출액을 사용한 프리미엄 아이스 커피입니다. 액상
파우치 타입이라 간편하게 아이스 커피를 즐기실 수 있으며 무더운
여름철 운동이나 등산등 야외활동시에 시원하게 얼려서 드시면
더욱 좋은 제품입니다.

| 원컵 커피 |
간편하게 한잔의 원두커피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등 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테이크 아웃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취향에 맞게 골라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홀빈 원두커피 |
맥널티 홀빈 원두커피는 전 세계 다양한 커피 생산지로부터 공급받은
고급 아라비카(Arabica) 커피 생두를 사용하며 한국내 최대규모인
360kg 로스터를 비롯한 완전 자동화된 로스팅 설비를 통해, 언제나
균일하고 우수한 맛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 분쇄 원두커피 |
맥널티 분쇄 원두커피는 홀빈 원두커피를 보다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분쇄한 제품입니다. 맥널티 커피만의 특화된 블렌딩 기술과
최적의 로스팅 포인트로 생산되며, 로스팅과 분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어 원두의 맛과 향을 오래 유지시켜
드립니다.

| 스페셜 블렌딩 원두 |
맥널티는 지난 20동안 수많은 연구개발 노력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원두의 가공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로스팅 전문
연구원들과 Q-Grader들의 수많은 Cupping Test를 통해서 맛과 풍미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블렌딩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생두|
맥널티는 전세계 20여개 이상 커피 산지의
재배농장들과 조합, 그리고 커피 관련 공
기업과 다국적 농산물 트레이딩 회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커피 생두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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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커피는
식품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가 식품이라는 사실을 간과 합니다.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료이고, 그만큼 안전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이나 음료만큼 관심있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맥널티는 커피가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스팅부터 추출, 제품화의 전 과정이 완전 자동화 설비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 공정으로 생산되며,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로스팅 시스템과 사람손이
전혀 닿지 않도록 개발된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어 언제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상품을 공급합니다.

커피는 믿음입니다.
커피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새롭게 커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이면(裏面)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경제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커피 원료인 생두에서부터 가정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이익집단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 잔의 커피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복잡한 유통단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단계에서 검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통기한을 넘긴 커피가 판매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여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원두커피 산업을 이끌어온 맥널티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래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유지에 가장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생산국가의 정부가 보증하는 생산자 협회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
커피를 공급받는 한편, 엄격한 내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커피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커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맥널티는 커피사업에 관심 있는
제휴 파트너의 문의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커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맥널티와 함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맥널티(주)
서
울
본
사
공
장
연 구 소
상해사무소

한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52 맥널티 빌딩
Tel : 02)332-3226 Fax : 02)332-1356
한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42
Tel : 031)376-1383 Fax : 02)376-1350
上海市 长宁区 娄山关路 85号 东方国际大厦 A2120室

제휴문의 : mcnultycoffee@mcnulty.co.kr
홈페이지 : Brand www.mcnultycoffee.com
		
www.mcnultycoffee.com.cn
쇼핑몰 www.mcnulty.co.kr
생 두 www.mcnulty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