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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인증 

생활의 건강과 생활의 편리함을 실천

합니다. 



1. 

Orangrpeople는 소비자와 고객사의 편익 제공을 위해  

창의(creative)/ 소통(communication)/ 졲중(respect)/ 협동(teamwork) 네가

지 핵심 가치를 실천합니다. 

 

Orangepeople vision은 고객의 건강과 생활의 편리함을 실현하

고자 끊임없는 연구 개발합니다. 



a. 연혁 

 2013년 설립- 원두커피 &식음료용파우더류 20여종 

개발완료(싞기술사업자읶증)  

 2014년 특허4종,상표3종 등록 

 2015년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ISO22000,유기농읶증, 

클린사업장등   

 2015년 중국, 베트남, 싱가폴, 태국등 수출개시 

 2015년12월 우수기업읶 표창장수상(벤처협회)  

 2016년 6월 기술혁싞형 중소기업(Inno-Biz) 

 2016년 7월 품질경영체제 읶증 ISO 9001 획득 

 2016년 8월 경영혁싞형 중소기업(Main-Biz) 

 2016년 8월 중국상해사업자등록 

 2017년 2월 중국상표권 등록 

 2017년 우수벤처기업 증서 

 매출액: 12억(2016) 4.5억원 (2015), 

직원수 : 12명 



소비자 

고객사 

읶사위원회 

Marketing CS Sales Design 생산 R&D 경리/회계 

b. 조직도 
Orangepeople의 수평적 조직문화는 창의(creative)/ 소통(communication)/ 졲중(respect)/ 협동

(teamwork)의 핵심 가치를 더욱 강화 시켜 고객 만족을 향상 시킵니다. 



c. 유통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고객

이 필요한 제품을 전달 드리고자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갑

니다. 



d. R&D 

건강 기능은 높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미세분쇄 방식으로 제조된  

Orangrpeople 제품은 수용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성분연구의 노력은 고객가치 

실현의 Orangepeople 정싞입니다. 

제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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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품 
건강, 맛, 편리한 제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 제품 

블루베리, 망고, 아몬드, 귀리, 밤 



f. 레시피 

우유와 파우더만 있으면 끝 

더 이상의 재료가 필요없는 오렌지피플 완제품 파우더입니다. 

우유+파우더= 라떼 / 스무디 / 아이스크림 

파우더 및 우유의 정량은 제품마다 다르며 제품의 패키지에 기재되어있습니다. 

RECIPE 
             레시피 



g. 홍보& 
서비스 

온/ 오프라읶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Orangepeople 

제품의 이해와 매출 상승을 위해 Orangepeople는 제품교육, 홍보물  

제작을 지원합니다. 



h. 경쟁력 

타사와 다른 오렌지피플은 고객의 건강과 만족을 우선으로 합니다. 

최고급산 원재료와 높은 함량을 사용함으로써 

원료를 1%~3% 넣는 다른회사와의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산 전통 7곡 53% 함량 

프랑스산 코코아 31% 함량 

말레이시아산 코코넛 30% 함량 



2. 

제품별 고객들의 편익을 고려해 특장점을 강화 

시켜 개발된 제품은 시장 반응을 걸쳐 자체 브

랜드로 재 탂생시켰습니다. 



a. cupful 
한컵 가득 정성을 담은  Cafe up full 

“A great effort to bring happiness to a cup!!” 



b. Stalk 
coffee 

과테말라/브라질/케냐  3종 스페셜 블랜딩은 맛과 향이 풍부하

고 베레이션 음료에 탁월합니다. 



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FDA 

자킴 할랄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T H A N K  Y O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