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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선정 배경



그녀 들이 웰 파인 선정한 이유 는을



을 소개해드립니다.

음료

대표 이사

설립 일자

경영 이념

주요 사업

소재지

홈페이지

손일권

1999

고객을 공경하는 웰파인

음료식품제조, 온라인쇼핑몰, 헬스뷰티

강원도 횡성군

wellfine.co.kr

CEO 메세지 경영의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행복문화기업

1. 선정 배경



1. 선정 배경



CHAPTER 2.

기업분석



나리통상
설립

용산 제 1,2,3 
영업 지사 오
픈

SHS(sick 
house 
syndrome) 개
발

선운산 농협
무주안성농협
안의농협
MOU 체결

LG전자,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
공동 기획 및
판매

현대기아자동차
와
뮤직진동 시트 개
발

(주) 웰파인으로
사명변경

2. 기업분석 - 웰파인 연혁



현대기아자동
차 뮤직시트개

발

폴란드대사관
경제무역부
MOU 체결

진동 LED 마스크 개
발 및 생산

진동 백팩 개발
화장품 제조판매 허가
안동시 부추농장 계약

재배

진동 스피커를 이
용한 운동기기 개

발
진동 미용기기 개

발
농심그룹 태경농
산 MOU 체결

텐션 출시

베트남 공식 식품
수출

미국 FDA [부추 4
종제품] 등록

웰파인 횡성
공장 GMP, 
HACCP 인증
획득

웰파인 헬스
뷰티 4월이전

진동운동기기 텐션
개발 및 신뢰도 테

스트

강원도 횡성군
5000평 공장 이전
투자 협약 MOU

2. 기업분석 - 웰파인 연혁



슬로건
(slogen)

현재를 바꿀미래기업, 
건강산업의 글로벌리더

비전 (vision)

생각이 젊은 회사
열정이 있는 회사

직원이 행복한 회사

미션 (mission)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

경영 철학
(philosophy)

경영 전략(strategy)

핵심 가치(core 
value)

존경과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이 행복한 회사
“최상의 제품,서비스,브랜드 가치”

직원이 행복한 회사
“오너십 경영,소통,복지의 실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삶의 영위

2. 기업분석 - 웰파인 경영이념



ODM&OEM

주문자 상표 부착(OEM)
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의 방식으로 생
산 고객 니즈의 경쟁력
을 갖추어 품질 위주 기
획력과 차별화된 디자
인인 등으로 식품업계
를 선두하고 있습니다.

음료사업부 온라인사업부 헬스뷰티사업부

항상 새로운 맛을 즐기는

식도락가의 입맛을 잡기

위해 웰파인이 신음료시

장에 첫발을 내디뎠습니

다.

식품사업에서 쌓은 다
양한 노하우로 만든 고
품질 제품과 보다 전문
적이고 세심한 서비스
가 결합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수준 있는 온
라인 쇼핑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OEM)
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의 방식으로 생
산 고객 니즈의 경쟁력
을 갖추어 품질 위주 기
획력과 차별화된 디자
인인 등으로 식품업계
를 선두하고 있습니다.

2. 기업분석 - 웰파인 주요사업



음료 사업부

소량 생산 일체형 생산 저온 살균 상온 유통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생산

자체 천연물
중앙 연구소 연구개발

맛과 영양
두마리 토끼를 잡다

까다로운 관리에서
해방되다

2. 기업분석 - 웰파인 주요 제품



음료 사업부

B2B 전문 음료베이스

더 진한 SERIES

2. 기업분석 - 웰파인 주요 제품



온라인 사업부- 웰파인 몰

[미친 라인] 미친젤리

2. 기업분석 - 웰파인 주요 제품

은?

여기서 잠
깐!



헬스뷰티 사업부

음파 진동 운동기(TENsion)

LED 마스크(S 마스크)

2. 기업분석 - 웰파인 주요 제품

S 마스크는

을 통해 피부 미
백과 탄력을 주는 마스크에
요!

음파 진동 운동기의

으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CHAPTER 3.

기업탐방



두 청춘들, 웰파인으로 출발!

웰파인 내부로 입장!

본격적으
로 웰파
인 탐방
Go Go~!

두 청춘들은 두드림 워크숍의 일정 속
웰파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건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답게 외관
도 정말 깔끔했어요!

위생 신발을 신고 입장한 우리들!

식품기업 답게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 관념에 뛰어나군요!

3. 기업탐방



웰파인 직원분의 기업설명듣기

수많은 인증서들과 특허현황

친절하신 설명덕에
기업에 대해 전반적
으로 이해하게 되었

어!

우와..! 기업내부조직도, 경영환경부터

복리후생까지..!

특히 저희가 관심가질만한 채용정보에 관

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개발 특허 인증 현황은 웰파인이 얼

마나 믿음직스러운 기업인지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MOU, 특허출원 등 다양한

인증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

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3. 기업탐방



위생신발을 신고~!

웰파인 공장내부로 입장!

제조공정을 보
기 위해선

위생이 필수야!

두근두근.. 제조공정을 보기 위해

세 차례 손을 소독하고, 위생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공장 내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관계

자님! 설명을 들으며 찬찬히 이동했습니

다. 공장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음료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3. 기업탐방



꾸준한 기록과 함께 관리된 시설

웰파인 공장 내부

식품기업의 필수요소! 온도 조절인데요! 

공장 내에서는 늘 적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매일 온도 체크를 위

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설계 되어있는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식품들이 제조되는 과정

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3. 기업탐방



체계적인 공정

웰파인의 대표제품과 만나다

체계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는 웰파인의

모습이에요. 웰파인 식품 공장의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 너무 놀라웠어요!

웰파인의 대표 제품인 진한 시리즈, 석

류, 아이스 티 등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평소에 마트에서 보던 제품

들이 이렇게 생산 되는 것이었구나!

3. 기업탐방



최종합격

임원진 면접

실무자 면접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현직 실무자들의 면접

사장, 대표이사등의 임원진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3. 기업탐방 - 채용과정



Welfare of 
wellfine

연금/보험

휴무/휴가/행사

교육/연수사내시설/장애인 지원

생활 편의/여가 행사

국민연금,고용보험, 산
재보험,건강보험, 퇴직
연금

주 5일근무, 연차, 정기휴가, 경
조휴가, 산전 후 휴가, 육아휴
직

신입사원교육, 
직무능력향상
교육

기숙사 운영, 사내 식당, 휴게
실,
카페, 수면실, 남성/여성 전용
휴게실,셔틀버스

중식, 석식 제공

3. 기업탐방 - 복리후생



도전적 인재

창의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적 인재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을 가진
인재

발상과 인식전환, 창의적 사고로
위기극복

전문분야의 지식으로 다양한 분야
에 활용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재

3. 기업탐방 - 인재상



인천지사는 박람회 개최를 하거나 회사간의
거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
가요?

전공이 식품 계열인 사람이 더 유리
한가요?

식품회사이다 보니 식품전공인 학생들이 회사에
적응하는데는 더 좋습니다. 위생사 자격증이 있으
면 유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하고자 하는 열
정입니다.

3. 기업탐방 - 인터뷰



CHAPTER 4.

탐방 후기



자연 친화적 행복한 기업
문화

건강한 기
업

4. 탐방 후기



취업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두 청춘들 !

를 계기로 강원 지역 기업탐방을
하게 되는데…

4. 탐방 후기



기업탐방을 통해 추억도 쌓고

강원지역의 기업을 알게 된 청춘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우수기업 탐방은

우리의 취업준비길을 로 만들 수 있습니

다.

4. 탐방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