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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he culture of life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제당은 고객 여러분과 행복한 생활을 함께 나누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1956년, 식품사업을 시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창업정신을 계승하여, 

현재 식품, 해외사업, 축산유통, 사료사업, 의식체인사업 등을 비롯해서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핵심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소중히 하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기회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더욱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TS Corporation continues to pursue its goal of delivering a happier life 
for our valuable customers through the delivery of quality foods and 
the preservation of a clean, natural environmen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6, TS Corporation has grown into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in sugar, food, agro-business and animal feed. 
Using this as a strong basis, we continue to set our sights on the future, 
with expansion into the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fields 
featuring in our long-term plans. 

We remain committed to further developing the rich human potential 
within the TS Corporate team. Through their creativity and drive, as 
well as our existing global network and distribution system and the 
use of emerging technology, we are well-placed to target the many 
high-value business opportunities on our horizon - delivering even 
greater value to our valued customers.

Thank  you. 

CEO

Cho,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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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행복 으뜸 기업
Beyond Happiness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꿈이 있는 리더

고객의 행복을 기업의 가치로 

여기는 사랑받는 기업

창조적 경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지향적 기업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으뜸 기업

사회기여

인재양성

고객행복

기업경영

영역별 비전

T S
CO R P O R AT I O N
V I S I O N

비전 선언문

미래지향사고와 인간중심경영으로 

고객의 참 행복을 추구하는 으뜸 기업

인간 존 중 의  경영철학과  고객 을  향 한  겸 손 한 

마 음가 짐, 그리고 전문화 된 경영으 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창의, 성실’ 사훈에 결집되어 있는 경영정신은 

노사화합의 상생을 바탕으로 ‘참 행복 으뜸 기업’ 

비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Vision statement

A world-class organization focused on 
delighting our customers, planning for 
future success with a supportive approach.

TS will keep track of its path to growth with 
our philosophy of human dignity, professional 
management skills for continuous developments, 
and humble attitude toward customers.

The mottos of TS, ‘Harmony, Creativity, Sincerity’ 
symbolizes the realization of the best company 
for hum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with its vision 
of “The best company for genuine happiness” 
and the spirit of cooperation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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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식탁을 준비하는 손길처럼… 
제품마다 정성과 배려를 담았습니다

Devotion and Sincerity... in everything we make
With a thoughtful touch we aim to 
always deliver on you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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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창업 이후 60여년 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생산 1,350톤 규모의 완전 자동화 생산설비

를 갖추고, 국내 및 해외에서 호평 받는 설탕

제품을 생산 공급합니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시장에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합식품기업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상품개발은 물론, 전국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식자재 및 

소재식품, 유제품, 너트류, 식품첨가물, 제과 

및 제빵 원료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수

요 식품 공장과 대도매상 유통망을 비롯하여 

최종 소비자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

록 네트워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적인 종합식품회사들 및 글로벌 기업들

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와 

웰빙시대의 시장 변화 추세에 맞춰 고품질의 

식품 및 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고객 요구에 부응

하는 Total Service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영

역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Sugar Products 
Expertise built over the last 60 years 
has led to TS Corporation becoming 
one of the leading sugar refineries and 
distributors in Korea.
Renowned for its strict quality control 
systems and reliable production 
capabilities, TS Corporation produces 
over 1,350MT of high-quality refined 
white sugar each day through its fully-
automated production lines.
With an excellent reputation in domestic 
and global markets, TS Corporation’s 
current markets include customers in 
Japan, China and South East Asia. 

Comprehensive Food 

Company with the Wide 

Range of Food Products
TS Corporation, with their broad and 
experienced sales team, provides 
wide spectrum of food products and 
ingredients to both the bakery and 
confectionery sectors through its own 
national distribution network. These 
include food supplies, food materials, 
nut products, dairy products, food 
additives and raw materials.
Sales team of TS Corporation keeps 
improving its customer-orientated 
service so that end users such as 
manufacturers and wholesales are 
perfectly catered for.
TS Corporation continues to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service and raw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lifestyle trends through its close 
relationships with leading figures across 
global food industries.
TS Corporation is challenging new areas 
constantly as a total food company 
through providing total services 
essential to satisfaction of custom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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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수산물 유통 및 가공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 변화로 축

수산물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은 성장성 높은 사

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제당은 계열화를 통해 고급 브랜

드육을 개발·공급하는 한편, 수입 축수산물

사업에서도 우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식 체인사업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

점 등 외식 체인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

며, 향후 시너지 효과가 있는 외식 체인사업

들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외식사업 전문그

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케이터링 산업서비스

식자재 조달 및 공급 경험을 토대로 케이터

링산업에 필요한 양식자재, 중화자재, 수산

물, 유제품, 견과류, 식품첨가물 등의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식자

재와 조리인력까지 포함하는 종합공급업체

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Meat & Fishery Products
Meat &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has become a promising businesses 
unit due to the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change in dining culture.
TS Corporation is promoting domestic 
premium mea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also concentrating 
on being a leading force in the meat 
industry by establishing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world major packers.

Franchise Business
TS is showing interest in franchise 
businesses such as fast food, family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to keep 
up with the new trend affected by 
current change in people’s dining 
culture.
Also it aims to be a reputable food 
service provider by establishing 
networks with the synergy effective 
small food chains.

Catering Supplies
Using accumulated experience as a 
supplier of food stuff, TS is providing 
various products such as western food 
stuff, counteractive, sea food, marinade, 
and food additive for catering 
businesses and plans to be a total 
food supplier even with its cooking 
personnel education system in near 
future. 

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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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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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활용하여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Wisdom... the most valuable resources 
TS provides value to its customers through
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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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사업

대한제당 무지개 사료는 우리나라 축산업 발

전과 사양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1979년 사료사업에 진출한 이후 우수한 생

산설비와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축산선진국인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들

과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축산 사양가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스피드 경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농장

친환경 트렌드와 축산시장 개방에 따라 축

산의 개념 및 축산경영 방식에도 많은 변화

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

선 냉장육을 선호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수

직계열화를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Animal Farm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품목 

개발 및 브랜드육 유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Feed Business
The Rainbow feed team has made 
progress to bring the livestock business 
to a higher standard and enhanced 
competitiveness for our farmer 
customers.
Since its launch in 1979, the Rainbow 
feed has been renowned as a leader 
in the feed market for its advanced 
production line and extensive 
knowledge gained through our field 
experience. 
The Rainbow feed has also entered into 
a technical partnership with a world-
class European business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ivestock farmers. 

th e cu l ture  o f  l i fe
T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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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계열화 사업

무지개사료를 통해 축적해온 기술력과 직영 

계열농장 운영 노하우로 쌓은 사업 인프라 확

장으로 고객 여러분께 종합 축산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entless Focus on 

Customer Satisfaction
The Rainbow feed team have  been 
working hard to the preferred supplier 
to our customers.
Our own quality control and products 
management system led Rainbow feed 
to be certified ISO9001 and HACCP. 
Also our livestock technology 
development, various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development, computer 
programming ensure our customer to 
use our products more conveniently.
Rainbow feed continues to bring the 
best service such as Farm management 
system support to walk side by side 
with our customer as they strengthe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Utilizing what we taken from our nature 
to the maximum level and turn them 
into even more valuable products, is 
our major purpose.

Development of Total Animal

Corporation
For many years, Rainbow feed has been 
seen as a role model in the Korean 
livestock market. 
Recognizing the changing market 
needs due to FTA and sustainability 
requirements, we have become more 
diversified and vertically integrated as a 
Total Animal Production Corporation. 
Our integrated supply chain ensures 
high quality product which the support 
of our consulting services helps 
guarantee our customers receive a total 
package solution to their needs. 

th e cu l ture  o f  l i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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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무지개사료는 고객의 첫번째 선택이 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고유의 품질관

리와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구

매, 생산, 마케팅 부분의 품질경영시스템 인

증인 ISO9001 획득과 사료공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사양기술의 개발, 각종 질병예방서비스, 축

산전문 전산프로그램 지원 등 토털마케팅 서

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장경영관리 지원시

스템 지원 등 고객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

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데에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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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Happier community...  quality and vitality in life
We are pursuing customer’s happiness and the high quality of living 
which enhances people’s health and vitality

HHH ealthealthealthealthealthealth



 계약생산 및 바이오플랜트 기술 수출

대한제당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통

해 축적한 저비용 고효율 제조에 대한 다양

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 의뢰사에

서 개발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용 

시료, 허가판매 제품 등의 수탁생산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CMO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기지의 역할과 동시

에, 단백질 생산제조공정에 대한 플랜트 수

출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BIO Pharmaceutical Business)

미래 핵심 사업인 생명공학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2004년 생물의약품 전용 바이오플랜

트를 완공한 이후, 2008년 대한제당 바이오

의약품 1호 제품인 아로포틴(EPO, human 

recombinant Erythropoietin) 제품을 출시

하고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안전하고 효과

가 우수하여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바이오의

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3세

대 EPO 및 2세대 G-CSF 품목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발된 파이프라인 품목 

중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수출하고 

있는 동남아 등과 더불어 제3시장에서도 제

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문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BIO Pharmaceutical Business
As we start the biotechnology business 
with establishment of a biologics plant 
in 2004, Biopharmaceuticals business of 
TS Corporation began with launching 
the first Biopharmaceuticals product 
Aropotin( EPO, Human Recombinant 
Erythropoietin) in 2008.
In the long term, TS Corporation will 
establish a product pipeline through 
ongoing product development. 
Meanwhile, TS Corporation will push 
ahead itself to provide customer with a 
wide variety of items and the excellent 
quality of the product in the market. 
In order to jump into a competitive 
bio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TS Corporation will demonstrate the 
excellence of the products not only for 
domestic market but for Southeast Asia 
which currently are exported to.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Having accumulated know-how based 
on its continued research and effort 
since established the bio-business 
department. TS Corporation is set to 
have a plan for developing excellent 
product in clinical trial samples and 
licensed products for sale.
By continuously expanding global 
production bases, strengthening 
business as a professional CMO 
company and technological marketing 
activities targeting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TS Corporation will become 
a global company in field of bio-
pharmaceutical.

th e cu l ture  o f  l i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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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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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 and Sports Business
As individual income has been 
increased, people are considering 
leisure and health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values these days. TS 
will proceed with its business focusing 
on the ways to improve people’s 
health and vitality by using experience 
accumulated from leisure and sports 
business.

 레저 및 스포츠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여가와 건강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

다. 레저 및 스포츠 사업에서의 경영 성과를 

토대로 국민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분야

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웰빙 문화와 더불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건

강기능식품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습니다. 자일로슈가, 자일로올리고당 등의 

제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래 식품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Various Functional Foods
Consumer’s interest in their own 
health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the natural, functional foods. With the 
practical business experience producing 
xylo oligo sugar and lactobacillus 
products, TS procures various functional 
foods from the pollution-free area and 
provide them to customers. 
TS is going to focus on future food 
business that has the potential to avoid 
the threat of disease, promote health, 
and reduce health care costs.

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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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생각하며, 
미래의 소중한 꿈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Contribution... helping the community 
Working together to achieve our dreams



Warm Outreach for Social

Wellness
TS will continue to practice responsible 
management and to assume social 
obligations as a faithful corporation. 
As a partner realizing precious values, 
TS will be committed to achieving 
individuals’ dreams. We have carried 
out a variety of community support 
works to make our society trust-
worthier and happier. 
We shall continue to exert considerable 
effort and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through ou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make our community a 
happier place to live for everybody.
All employees have joined in our 
Volunteer Fund by taking out from 
their salary and the Odd Sum Fund 
by donating an amount less than one 
dollar from their salary. 

 사회 공헌

대한제당은 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

고 있습니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

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

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아름답

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

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후원을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장학부문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th e cu l ture  o f  l i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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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생활

창업자 인송 설경동 회장 얼굴상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statue of Mr. Sull / the founder, TS corp.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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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중심축 - 

 미래핵심사업 창출기여

신제품 개발과 기존 사업의 기술 지원을 목표

로 1986년 설립한 중앙연구소는 대한제당의 

핵심 역량인 식품분야와 미래 산업으로 각광 

받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참행복을 추구하는 중앙연구소는 건

강을 위한 프리미엄 식품과 축적된 생명공학기

술을 바탕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

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기성자

원(biomass) 활용기술인 바이오리파이너리

(BioRefinery)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분야에서는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종합식품회사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생산 제품과 취급 상품의 품질관리

를 통해 기존 사업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미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개념 감

미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수요

에 부응할 기능성 프리미엄 식품 개발에도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분야에서는 동물세포와 미

생물 배양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개

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물세포 배

양기술과 단백질 정제기술 개발을 통해 빈혈치

료제인 EPO 생산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

여 사업화하였으며, 후속으로 G-CSF 생산기

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

개발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핵심 연구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연구소로 도약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분야는 지속적으로 생

산되고 소비되는 순환형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을 개발하여, 대한제당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연구소는 대한제당의 기술 중심축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사업의 창출에 기여하

고,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

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전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n the field of biorefinery research, we 
are searching biomass, sustainable 
resources, and developing biorefinery 
technology utilizing the biomass to 
make a new growth engine of TS 
corporation maximizing its strength 
an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progress of our society.

TS R&D center is committed to be the 
principal axis for the future technology 
of TS corporation by producing 
profitable and commercial research 
results endlessly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the future high 
value business of TS corporation, so 
that TS corporation will be the most 
responsible and contributing company 
for the bright future and well-being of 
human beings.

The Principal Axis for the 

Future Technology
In 1986, TS R&D center was founded 
with the purpose of reinforcing the 
capability of TS corporation for the 
researches in the field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and for creation of 
new business in those areas.
We aim true happiness of our 
customers by researching and 
launching health-care premium foods 
and biopharmaceuticals based on 
biotechnology, and by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biorefinery 
technology using  biomass for 
sustainable progress of our society.

In the field of food research, we are 
reinforcing exisiting business area 
with quality control of our products 
and goods, and developing new 
sweetener on the basis of expertise in 
the field. We are also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premium 
foods to meet future demand.

With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we succeeded in 
commercializing EPO(erythropoietin) 
from mammalian cell as Aropotin(used 
for treatment of anemia due to 
end stage renal disease) and 
developing production process of 
immunosuppressant tacrolimus using 
microorganism. Subsequently, we are 
developing production process of 
G-CSF using mammalian cell. TS R&D 
center is planning to be a 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 with core technology 
in the field of biosimilar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C E N T E R
중앙연구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리파이너리

식     품

Food

BioPharm BioRe� nery

R&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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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중국 프리미엄 설탕공장 설립

2016년 7월 창립 제 60주년

2013년 9월 대한민국 친환경대상·국회의장상

2012년 9월 사료 누계 생산 2천만톤 달성

2012년 7월 TS인재개발원 개원

2011년 7월 설탕 누계 생산 1천만톤 달성

2009년 7월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 - 노동부

2008년 5월 바이오의약품 ‘아로포틴’ 발매

2006년 7월 창립 제 50주년

2003년 9월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2년 1월 ERP 도입 

2000년 9월 ‘참 행복 으뜸 기업’ 비전 선포

1999년 8월 ISO 9002 인증 획득

1998년 5월 산업평화대상 수상

 11월 석탑산업훈장 수상

1996년 10월 중국 천진채홍사료 공장 준공 

 12월 산업포장 수상 

1995년 2월 중국 천진채홍사료(유) 설립

 3월 은탑산업훈장 수상

1994년 4월 동경지사 설치

1992년 3월 대한제당(홍콩)유한공사 설립

1991년 2월 미주지사 설치

 2월 옥산공장 준공

 10월 잠실사옥 준공

1988년 7월 울산사료공장 준공

1986년  2월 중앙연구소 설립

1981년 12월 수출 1억불 달성(1억불탑 수상)

 12월 동탑산업훈장 수상

1980년 12월 수출산업포장 수상

1979년 4월 인천제당공장 준공

 5월 인천사료공장 준공

1969년 8월 상호 변경(대한제당주식회사)

1956년 7월 회사 설립(대동제당주식회사)

Jul.  2017  Completed Premium Sugar Refinery in China

Jul.  2016  60th Anniversary of TS Corporation

Sep.  2013     Korea Environmental Awards·Awarded by the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Sep.  2012  Achieved feed production of 20million tons

Jul.  2012  Opened TS Academy

Jul.  2011  Achieved sugar production of 10million tons

Jul.  2009     Certification granted - Minister of Labor 
(A company conducting cooperative concession bargaining)

May.  2008  Commenced production of Biopharmaceuticals, AROPOTIN

Jul.  2006  50th Anniversary of TS Corporation

Sep.  2003     Receive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Gold Tower) from Korean Government

Jan.  2002     ERP activated for Innovative Management and 
Global Standardization

Sep.  2000  Unveiled company vision ‘Beyond Happiness’

Aug.  1999  ISO 9002 certification granted

May.  1998     Received the Industrial Service Award from Inchon 
Metropolitan City for peaceful labor management 
and practice

Nov.  1998     Receive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Stone Tower) from Korean government

Dec. 1996  Received the Industrial Service Award from Korean government

Oct.  1996  Completed livestock feed plant in Tian Jin, China

Feb.  1995  Established Tian Jin Rainbow Feed Corp. in China.

Mar.  1995     Receive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Silver Tower) for its faithful tax payment

Apr.  1994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in Tokyo, Japan

Mar.  1992  Established Taihan Sugar Ltd. In Hong kong

Feb.  1991  Established the branch office in USA

Feb. 1991  Completed sugar premix plant in Oksan

Oct.  1991  Constructed new head office building in Jamsil, Seoul

Jul.  1988  Completed livestock feed plant in Ulsan

Feb.  1986  Establish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Dec.  1981     Awarded the Order of Industrial Merit Trophy for achieving 
annual export sales of US $100 Millions

Dec.  1981     Receive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Bronze Tower) from Korean Government

Dec.  1980     Received the Order of Industrial Award from 
Korean Government

Apr.  1979  Completed sugar refinery in Inchon

May  1979  Completed livestock feed plant in Inchon

Aug.  1969     Changed the company name to Taihan Sugar 
Industrial Co., Ltd.

Jul.  1956  Established Daedong Sugar Co., Ltd. 

H I S T O R Y  O F  T S  CO R P O R AT I O N

울산사료공장  ULSAN  PLANT, KOREA

옥산공장  OKSAN  BIO  PLANT, KOREA

천진공장  TIANJIN  PLANT, CHINA

중국 채홍사료

청도공장  QINGDAO  PLANT, CHINA 남경공장  NANJING  PLANT,CHINA 하남공장  HENEN  PLANT,CHINA

인천 제당·사료공장 전경  INCHEON  PLANT, KOREA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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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F I L I AT E D  
CO M PA N I E S

관계회사

www.songchoo.co.kr

주식회사 TS개발 | 송추컨트리클럽·회원제        TS Development Co., Ltd

소재지 _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미길 435

설립일 _ 1992년 10월 20일

사업내용 _ 골프장업, 스키장업, 숙박업, 부동산 매매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Business fields : Golf Country Club 

www.tswooin.co.kr

주식회사 TS우인          TS Wooin Co., Ltd

소재지 _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설립일 _ 1974년 9월 11일

사업내용 _ 부동산매매업, 건물임대 및 종합관리용역업

Business fields : Storage & Service / Real estate rental-management /  
Real estate

www.tsdairy.co.kr

TS유업주식회사         TS Dairy Co., Ltd

소재지 _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덕절길 21

설립일 _ 1996년 7월 20일

사업내용 _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Business fields : Dairy Products

www.princessgc.co.kr

공주개발주식회사 | 프린세스골프클럽·퍼블릭    Gong Ju Development Co., Ltd

소재지 _ 충남 공주시 정안면 방자들길 81-50

설립일 _ 1990년 8월 20일

사업내용 _ 골프장업

Business fields : Country Club

주식회사 알앤에프       RNF Co., Ltd

소재지_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275 

설립일_ 2009년 12월 22일

사업내용_ 축산물의 생산, 판매 및 유통사업 

Business fields : Livestock Business

주식회사 TS신용투자대부       TS Credit & Investment Corp.

소재지 _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설립일 _ 1997년 9월 2일

사업내용 _ 팩토링 금융 및 단기자금지원, 

 벤처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Business fields : Factoring / Venture Business

www.popeyes.co.kr

주식회사 TS푸드앤시스템          TS Food & System

소재지 _ 경기도 성남시 황새물로 360번길 35

설립일 _ 1993년 7월 25일

사업내용 _ 패스트푸드 제조업 및 판매업, 축산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양계업 및 계육가공업과 판매업

Business fields : Fast food Franchise(Popeyes) / Poultry Trading

www.rainbowfeed.com.cn

채홍사료유한공사 (천진, 청도, 남경, 하남)       Rainbow Feed (Tianjin, Qingdao, Nanjing, Henan)

소재지 _ 

��天津�:�天津市东丽开发区一经路13号

靑島�:�山东省胶州市胶州湾工业园2区8号路北

설립일 _ 1995년 2월 13일(천진채홍사료)

사업내용 _ 배합사료 및 첨가제 제조 및 판매

Business fields : Livestock Feed Manufacturing  in Tianjin, Qingdao, Nanjing China

南京�:�南京市溧水县溧水经济开发区团山东路36号

河南�:�河南省新乡市封丘县工业园区工业2路

www.dhfss.co.kr

대한FSS 주식회사            Daehan FSS Co., Ltd

소재지_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9

설립일_ 2010년 11월 29일

사업내용_ 단체급식 위탁경영, F&B 외식업 및 부대사업 

Business fields : Institutional food service/F&B Service



G L O B A L  
N E T W O R K S

HEAD OFFICE
7-23, SINCHUN-DONG, SONGPA-KU SEOUL, KOREA
PHONE : 82-2-410-6000  FAX : 82-2-410-6209 

Los Angeles Office
970W 190th ST. SUITE 490,
TORRANCE CA 90502, U.S.A
PHONE : 1-310-329-6468  FAX : 1-310-329-0614

HONG KONG OFFICE
1104 & 5, TESBURY CENTRE 24-32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PHONE : 852-2865-4266, 4360  FAX : 852-2865-3766

TOKYO OFFICE
7th FLOOR, UCHIKANDA TK BLDG, 5-13
UCHIKANDA 1-CHOME, CHIYODA-KU, TOKYO, JAPAN
PHONE : 81-3-5217-3434  FAX : 81-3-3233-1120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TS, the credible 
and honest business partner  

우리 대한제당은 풍요로운 생활, 자연에서 누리는 생활, 

건강한 생활, 창조하는 생활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가치있는 생활 사업분야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are making the prosperous, natural, 
healthy life with our valuable customers. 
With our selective and diverse area on 
total living business, we are constantly 
seeking for new business opportunities.
With our customer-centered mind, 
TS will do its best to become a reliable 
business partner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