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사 소 개 서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www.ograe.co.kr



건강한 미래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오그래 푸드랩입니다.

01 기업 비젼



01 대표이사

장종현 대표 경력 및 이력

• (현) 주식회사 오그래 대표

• (현) 경상북도 우수브랜드 실라리안 부회장

• (현) 성주군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

• (전) (사)농공상융합중소기업협회 사무총장

• (전) 글로벌퓨처스클럽(중진공 수출협의회) 부회장

• (전) 푸르덴셜생명 부지점장

• (전) 한국얀센 영업주임

• ‘18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장 수상

• ’16 경영분야 신지식인 선정

오그래는 우리 몸에 꼭 맞는 먹거리를 고민합니다. 균형 잡힌 한 끼가 지친 일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시리얼 제품과 우리 몸에 필수 성분인 단백질을 가득 담은 프로틴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Ｏ 회사 개요

회 사 명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설 립 일 2014. 09. 02.

대 표 이 사 장 종 현

자 본 금 587백만원

주 소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2길 40-15

종 업 원 수 17명

자 사 몰 www.ograemall.com

주 요 제 품 그래놀라, 단백질분말, 시리얼

< 본 사 전 경>

• 주요 생산품 : 곡류가공품, 즉석섭취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면적 : 공장용지(7,147m²),  건물(1,046.8m²)

• 생산 Capa : 30억 원/년

Ｏ 사업장 소개

01 회사 개요



12 성주군청 취약계층아동 시리얼(5천팩) 기탁

12 이노비즈 인증

11 ISO9001, ISO14001 인증

07 오핏(ofit) 상표 등록

02 오핏 브랜드(단백질 제품) 런칭

03 HACCP 인증(즉석섭취식품)

01 성주군청 취약계층아동 시리얼(1만팩) 기탁

12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12 신제품 3종 출시(오그래놀라, 오플레이크, 오그래퐁)

12 중국 CCIC 등록(잇더현미 제품)

11 HACCP 재인증[곡류가공품]

09 상표출원 “오핏(O fit)

04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04 FSSC22000 인증

01 법인명 변경(오그래) 및 본사 이전

12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 수상

09 MOU 체결_홍콩(FREYA INTERNATIONAL)

08 MOU 체결_말레이시아(FOUR SEASONS TRADING)

07 특허등록 1건

07 대만 상표등록 “오그래(ograe)”   

04 오그래몰(자사몰) 런칭

11 2017년 우수상표디자인권 공모전 대한변리사 회장상 수상

09 롯데마트 PB 납품 [Only Price 시리얼 2종]

05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04 특허출원 1건

03 중소기업우수제품 HIT 500 선정 [오그래 그래놀라 4종]

01 경상북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인증

12 중국 상표등록 “오그래(ograe)”

09 한국쌀가공식품 품평회 TOP10 선정

09 롯데마트 PB 납품 [CHOICE L 좋은가바 그래놀라]

08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04 일본 상표등록 “오그래(ograe)”

1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

09 [2015 대한민국 식품대전] 바이어 품평회 수상

03 첫 수출 시작 [홍콩]

01 롯데마트 입점

09 농업회사법인 ㈜ 늘그린으로 법인 전환

01 HACCP 인증[곡류가공품, 과자류, 즉석조리식품]2014

02 회사 연혁

2018

2020

2019

2015

2016

2017



장종현 대표

경영 총괄

문민식 차장

생산관리

이신정 이사

마케팅

박은지 사원

제품개발

최나리 주임

MD

김진희 대리

회계경리

장종민 사원

품질관리

〮 생산 계획

〮 생산 관리

〮 재고 관리

〮 인원 관리

〮 재무 관리

〮 회계 관리

〮 매입(출) 관리

〮 인사 관리

〮 자사몰 관리

〮 상세페이지

〮 디자인 담당

〮 홍보자료 제

작

〮 HACCP 관리

〮 수입 검사

〮 생산일지 관리

〮 성적서 관리

〮 제품 개발

〮 품목제조신고

〮 ODM 관리

〮 표기사항 관리

김정애 주임

웹디

윤진영 주임

온라인정산

03 회사 조직도

전동하 이사

R&D 연구

김형빈 팀장

BM

〮 브랜드 기획

〮 마케팅 기획

〮 영업 관리

〮 판매 관리

배성희 사원

제품개발

〮 시장 조사

〮 제품 개발

〮 미생물 검사

〮 ODM 관리



04 생산 설비

[버티컬 포장기] [로터리 포장기] [금속 탐지기]

[퍼핑기] [건조기] [교반기]



[특허 등록] [국내외 상표 등록]

05 산업 재산권

[HACCP 인증] [ISO22000 인증] [벤처기업 인증] [경상북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인증]

[FSSC22000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한국인의 대표 시리얼, 오그래”

이 목표를 위해, 오직 자신 있는 제품들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시리얼. 

우리의 작은 시리얼이 여러분의 큰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06 브랜드



07 시장 현황(국내)

국내 HMR 시장 및 1인 가구 규모

1인 가구의 가파른 성장으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규모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음



07 시장 현황(국내)



07 시장 현황(국내)



07 시장 현황(국내)



07 시장 현황(경쟁사 분석)



08 자사 가치 분석



09 주소비자층 및 포지셔닝



10 고객사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단맛

비정제원당은 사탕수수를 착즙한 후 증발시켜 만든 것

으로 정제하지 않아 사탕수수의 각종 영양성분인 비타

민, 미네랄, 무기질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無합성착색료, 無합성착향료

자연의 천연분말을 현미에 직접 코팅하여 재료마다

고유의 맛과 향을 더하고 합성착색료나 합성착향료

무첨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11 원료 및 기술력



주요 원재료 현미와 귀리

100% 국내산 현미

식물성 섬유질을 비롯한 각종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외피에는 인체내의 노폐물과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

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건강에 좋고 가장 맛있는 통곡물 귀리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서 수용성 섬유질은 식후 녹말의 소

화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귀리가 가지

고 있는 복합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기 때문

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11 원료 및 기술력



주재료인 곡물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핵심 기술인 퍼핑 공정

: 곡물상태에서 순간적인 열과 압을 주어 현미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

퍼핑 전 퍼핑 후

바쁜 현대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의 중요성

현미의 높은 영양

식감과 섭취의 불편함

식감은 최대화,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

11 원료 및 기술력



12 NB제품 _ 귀리 시리얼

오그래퐁(30g)

소비자가 2,400원(30g)

1. 100% 귀리를 주원료로 사용

2. 천연당 코팅으로 건강한 단맛

3. 한 팩당 가벼운 125kcal

4. 풍부한 식이섬유 함유로 포만감 유지

5. 어린이 간식 및 식사 대용식으로 추천

6. 올리브영 입점

7. 1초당 10팩 판매(누적판매 200만팩 돌파)



오그래 그래놀라 3종(30g)

1. 오그래가 좋아 5종의 업그레이드 버전

2. 20~30대를 타겟팅한 프리미엄 그래놀라

3. 부드럽고 진한 맛의 그래놀라 청크

4. 다양한 수퍼푸드 & 브레인푸드 첨가

5. 자연에서 온 천연당 & 천일염 사용

6. 스탠딩 파우치로 섭취 용이

7. 영양이 가득한 프리미엄 한끼 식사

12 NB 제품 _ 리뉴얼 신제품

소비자가 2,400원(30g)



잇더현미 3종(30g)

1. 전연령대를 위한 식사 대용식 현미 그래놀라

2. 국내산 현미 70% 함유

3. 국내산 검정깨 첨가로 고소함 증가

4. 천연당 & 올리고당 사용으로 건강한 단맛

5. 스탠딩 파우치로 휴대가 편리

6. 120 kcal의 저칼로리 다이어트식

7. 바삭하고 고소한 가벼운 한끼 식사

12 NB 제품 _ 리뉴얼 신제품

소비자가 1,800원(30g)



12 NB 제품 _ 오그래놀라가 좋아 5종

▶ 타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산 현미 35%
- 가바현미 5% 

- 바삭한 로스팅 현미
- 퍼핑으로 영양소 파괴

최소화

- 다양한 수퍼푸드
- 천연당 사용

- 합성착색료, 감미료 無
- 스탠딩 파우치

- 30g 개별 소포장
- 스푼 포함

소비자가 2,000원(30g)



12 NB제품 _ 대용량

오플레이크(280g) 오그래놀라(300g)

1. 부드럽고 진한 그래놀라 40% 함유

2. 고소한 콘플레이크 35% 함유

3. 국내산 로스팅 현미 20% 함유

4. 새콤달콤한 크렌베리 다이스 첨가

5. 지퍼백 파우치로 장기간 보관도 용이

6. 온 가족 아침식사로 강추

1. 고소한 옥수수 67% 함유

2. 국내산 현미 30% 함유

3. 로스팅 가공을 통해 바삭한 식감 UP!

4.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식사로도 강추

5. 대학생들의 비상식량

6. 샐러드, 요거트, 아이스크림 토핑용으로 인기



12 NB제품 _ 단백질 제품

오핏에 반하나 2종(38g)

소비자가 3,200원(38g)

1. 단백질 17g 함유(일 영양성분 기준치 31%)

2. 균형잡힌 단백질 섭취를 위해 WPC와 ISP 

모두 함유

3. 로스팅 현미를 단백질 분말로 코팅

4.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포만감 극대화

5. 스탠딩 파우치로 휴대 및 섭취 간편



㈜퍼니엠 – 놀란현미 3종 35g (카카오에 놀란현미, 베리베리 놀란현미, 녹차에 놀란현미)

카카오에 놀란현미 베리베리 놀란현미 녹차에 놀란현미

컨셉: 더 바삭하다! 더 맛있다! 더 건강하다!  착한 탄수화물

판매처: 다신샵(www.dietshin.com)

13 ODM/OEM

㈜퍼니엠 – 단백한끼 3종 25g (일곱가지곡물, 말차라떼, 달달한카카오)

컨셉: 간편하고 편리한 단백질 보충 분말

판매처: 다신샵(www.dietshin.com)



13 ODM/OEM

메가마트 – 신선도원 그래놀라 플러스 400g 

컨셉: 상큼하고 담백한 그래놀라!

크랜베리가 들어가 더욱 상큼한 맛

지퍼타입 스탠딩 파우치로 보관이 용이한 온가족이 즐기는 든든한 한끼식사

판매처: 메가마트, 메가마트몰

컨셉: 고단백, 고식이섬유를 함유한 한끼 식사

균형잡힌 영양과 맛의 조화를 위한 재료와 견과류를 사용한 카카오흑임자와

밤단호박맛의 단백질 그래놀라(총용량 40g중 단백질 10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더플랜잇 – 잇츠베러한끼리얼 2종 40g (밤단호박, 카카오흑임자)



13 ODM/OEM

㈜프롬에브리띵 – 매일단백해 3종 35g (아몬드쇼콜라, 석류베리, 망고바나나)

컨셉: 고단백 현미 그래놀라

통곡물로 착한 탄수화물 섭취, 석류와 코코아로 코팅한 달콤한 단백칩,

고함량 단백질 그래놀라(총용량 35g 중 단백질 13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FROMEAT“, 마켓컬리

컨셉: 고단백 프로틴 쉐이크

단백질 함량 17g으로 운동 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간편한 스파우트 파우치 타입의 단백질 쉐이크

밤단호박맛의 단백질 그래놀라(총용량 40g중 단백질 10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프롬에브리띵 – 오늘라떼해 2종 40g (쑥크림라떼, 흑임자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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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농수산 – 단백한 그래놀라 1종 35g (초코아몬드)

컨셉: 견과와 그래놀라의 만남.

아몬드와 초코렛이 단백질 그래놀라와 어우러져 한끼 식사로도

든든한 영양 가득한 그래놀라.

고함량 단백질 그래놀라(총용량 35g 중 단백질 11g 함유)

판매처 : 카카오 톡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일년내내 – 단백한그릇 2종

컨셉: 가볍고 든든하고 맛있는 프로틴 그래놀라

식물성 단백칩에 후르츠, 카카오닙스를 코팅한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바삭한 식감으로 기분좋은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 그래놀라

(총용량 30g 중 단백질 10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일년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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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프코퍼레이션 – 그래단백에놀라 2종

컨셉: 탄수화물은 적당하게 단백질은 풍부하게

당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룰로스를 사용, 1팩당 17g의 높은 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그래놀리(총용량 40g 중 단백질 17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니잇템“

지타촌 – 슬기로운 한끼 1종(곡물맛)

컨셉: 간편하게 곡물을 마신다

귀리분말과 병아리콩, 렌틸콩 등의 곡물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 (총용량 55g 중 단백질 21g 함유)

판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타넷“,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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