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인사말

대표이사 이 철 재

다원식품(주)는 1992년 설립되어  COFMAN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COFMAN은 자연의 산물인 커피를 형상화 한 다원식품(주)의 브랜드이며 맛과 멋, 그리고 향기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경기도 양

평군 강상면, 1200평)은 월 200톤 규모의 커피, 차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원식품(주)가 생산하는 다양한 업무용 기계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CE인증을 획득하였고 작동이 용이하

고 편의성을 강조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OFMAN 제품이 맛과 멋,  그리고 향기가 있는 일상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CEO MESSAGE 
COFMAN 은 자연의 산물인 커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 향기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생산 시설 소개

PRODUCTION FACILITIES 

다원식품(주)는 2011년 경기도 양평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양평공장은 서울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하며, 총 1,200평 부지에 들어선 공장에서는 

월 200톤 규모의 원두커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품질 좋은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양평공장 제연시스템 공장 품질보증실 커피, 차 연구실서초 사무실 내부서초 사옥

- 차 (Tea)

- 원두커피 (Coffee Roasted)

- 업무용커피메이커 (Commercial Coffee Maker)

- 업무용커피관련기계 (Commercial Coffee Equipment)

0902.00

0901.21

8419.81

8419.90

제조 품목                                                                    HS CODE 



ROASTED COFFEE

Cofman은 최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품질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Cofman 커피는 합리적이고 품질 좋은 원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산

지로 직접 방문하여 품질 좋은 원두만을 골라 수입해 정성껏 로스팅 합니다.

커피 제품 소개

많은 용량의 커피를 간편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필터커피(Filter Coffee) 입니다. 물에 우려서 먹을 수 있도록

티백 형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커피는 기존의 항공 기내식 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 커피의 향과 품질의

손상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CS (Office Coffee System)용 제품으로 

레스토랑, 중대형 사무실, 케터링업체 등 일본에서는폭넓게 애용되는 제품입니다.  

(원두커피의 분쇄에 따른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스흡수제 및 산소흡수제를 충진하였습니다.)

Cofman의 커피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과테말라,만델린 등 산지별로 로스팅, 블렌딩한 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공합니다. 

02. 항공 기내식 필터커피 30gX2개입/ 60gX2개입/ 125g  

01. 원두커피 1kg, 200g

블렌딩 원두                                  

단종/싱글 오리진 원두                                  

사무실 전자동커피머신용 블렌딩 커피. 

맛의 편차가 적고 부드럽고 깨끗한 맛. 

중강배전 로스팅. 산미와 쓴맛의 밸런스. 

아이스 메뉴용 추천

카페용 추천. 맛의 편차가 적어서 안정적

인 맛. 크레마가 풍부. 이태리 커피 맛을 

재현. 

중배전 원두에 헤이즐넛 향 첨가. 

세계 1등 커피 생산지 원두. 구수하고 자

극적이지 않은 맛과 향이 특징. 

감미롭고 달콤한 아로마향이 풍부한 커피

로 부드러운 중량감이 느껴짐. 

유명카페에서 20년 이상 애용하고 있는 

코프만 대표 커피. 맛과 향이 조화롭고 바

디감과 구수함까지 갖춘 블렌딩 원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맛을 재현한 블렌

딩. 깨끗한 산미와 달콤함이 느껴지는 커

피. 

와인의 향미와 싱그러운 과일의 풍미가 

특징인 블렌딩 원두.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탄자니아 생두 베이스로 블렌딩.  산미

가 강하고 균형감 있는 밸런스. 

에스프레소나 라떼 메뉴를 위한 기본 블

렌딩 용도. 베트남 로부스타 원두. 

다양한 추출법으로 커피를 내려도 만족

도가 높은 아프리카의 대표커피. 단맛과 

과일향, 산미가 느껴짐. 

이디오피아 남부 예가체프 지역의 고지

대에서 수확한 생두. 과일과 꽃내음이 

가득한 향미와 달콤한 산미. 

특유의 독특한 향과 강렬한 향을 지닌 

원두. 중후하고 묵직한 맛의 개성있는 

커피.  

해발고도 1350미터 안데스 지역의 화

산재 토양에서 자란 원두. 화산지역이 

만들어낸 특유의 스모키한 향이 느껴짐. 



TEA
구수한 향과 맛의 한국인이 즐기는 차입니다.

모든 원료는 한국산으로 여성의 미용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는 웰빙 식품입니다.

곡물차 제품 소개

The traditional delicious taste and aroma have been much enjoyed by Korean people. 

The product, with all ingredients from Korea, is a wellbeing food good for 

females sensitive to beauty and diet. 

- 적소두차  Red bean tea

- 수수차  Sorgum tea

- 보리차  Barley tea

- 흑보리차 Black barley tea

- 서목태차  Black bean tea

- 홍다팥차  Red bean tea

- 결명자차 Cassia seed tea

- 현미차  Brown rice tea

국내산 이팥 100%

국내산 수수 100%

국내산 다향겉보리 1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매원료

국내산 흑다향겉보리 1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매원료

국내산 쥐눈이콩 100%

국내산 홍다팥 100% 농업진흥청 약용식물특허 품종

국내산 결명자 100%

양평에서 재배한 친환경 현미 100%

종류                                  재료                                                                    상품타입

티백 1박스 16개입/  밸류팩 200g

티백 1박스 16개입/  밸류팩 200g

티백 1박스 16개입/  밸류팩 200g

밸류팩 200g

밸류팩 200g

밸류팩 200g

밸류팩 200g

밸류팩 200g

티백

밸류팩



EQUIPMENT

영업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편의성과 높은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된 업소용 제품입

니다. 모든 제품은 CE인증, GD(한국정부의 디자인상)를 획득하였습니다. 

탄탄한 기술을 입증 받아 자체 설계 및 업소용 커피 메이커부터 국내 선박에 탑재되는 대형 커피 기계

까지. COFMAN은 25년 간 쌓아올린 기술과 노하우로 최고의 제품만을 선사합니다. 

커피기계, 장비 소개

MODEL

MODEL

DW-101

커피 메이커

Coffee Maker

220V×2200W

150cup /hr

[Automatic]

DW-101AG

온수기

Hotwater M/C

220V×2200W

11L

커피 메이커

Coffee Maker

220V×2500W

200cup /hr

[Automatic] 

DW-101ATS

핫플레이트 1구

Hot plate

220V×100W

브랜드용 분쇄기

Coffee grinder

220V x 356W

[호퍼용량] 1 kg

커피 메이커

Coffee Maker

220V×2500W

200cup /hr

Automatic

커피 메이커

Coffee Maker

220V×2500W

300cup /hr

Automatic 

핫플레이트 2구

Hot plate

220V×200W

[1 구] DW-302

보온서버

Thermal server

2.5 리터(커피20잔)

[보증온도] 

76℃이상 4시간 

Water Treatment 
System

[필터처리] 5μ 

[필터용량] 2500ga

보온서버

Thermal server

8.1 리터(커피50잔)

[보증온도] 

78℃이상 24시간

DW-202 DW-101TS

DW-302

DW-101 TEA DW-80

DW-303 정수기 AYAE-25 SG-CB80 SPACE -Blend

Certificate



HOME CAFE 
그동안의 커피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커피 기계와 용품을 제작합니다. 

홈카페용품 소개

8.5 inch

Coffee grinder

코프만 매직드리퍼 용

커피6잔까지 추출

코프만 자체 개발상품

1.2 L

시타드립포트 

1.2L

코프만 드리퍼 주전자

1L

조지루시 보온서버

핸드밀 

COFMAN 매직드리퍼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 드리퍼입니다. 

원두가  가진 최상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여럿이 즐길 수 있는 다량의 커피 추

출이 가능한 유일한 드리퍼입니다.

커피용품 매직드리퍼 핸드드립 주전자 핸드드립 주전자보온서버원형필터

800 ml

핸드드립용도 추천

유리서버

한 스푼 당 5~6g 

스테인레스 재질

코프만 계량스푼 청소용 솔



사 무 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1-9 
TEL. 02-525-7161   

공    장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714
TEL. 031-775-8861

E   cofman@kita.net
H   www.daone.co.kr

OFFICE: 21-9, Banpo-daero
28-gil, Seocho-gu, Seoul, KOREA
TEL   + 82-2-525-7161

FACTORY: 1714, Gangnam-ro,
Gangsang-myeon,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TEL   + 82-31-775-8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