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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D 의 초점

 더 엄격한 품질 기준
METAD 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커피만을 재배,수확, 
가공및 운송까지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름으로 
차별화를 추구한다.

 기업 시민 의식 
METAD 는 지역사회를 의식하는 기업이다. 기업문화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기업운영의 모든면에서 투명성을 실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디오피아 비지니스 지역 사회 및 정부 
기관과의 관계 
METAD 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중 하나는 경영진들과 
이디오피아 비지니스 지역 사회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통해서  METAD는 이디오피아의 
원자재 수출 및 경제발전 계획에서 빠른 속도로 중요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투자 기회
METAD 의 지역사회 중심 비지니스 모델과 가치 창출을 
기반으로 둔 운영방식은 전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는 METAD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투자는 커피 농장 운영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차, 오일, 연탄, 화장품, 커피 꽃에서 
추출된 꿀,  커피나무 향신료등 커피 작물 부산물에도 
투자 가능하다. 투자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METAD 의 직원들이 
새로 수확한 레드 
체리를 높아진 건식판 
위에서 가공하고 있는 
모습. 

METAD 의 함벨라
(Hambela) 농장근처에 
거주하는 소작농민들이 
METAD 소속 농학자를 
통해 교육을 받는 모습 

METAD 의 농장직원은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벨라(Hambela) 커피 농장에서 재배한 숙성된 레드 체리

커피생두에서 커피잔까지

~ 원산지 이디오피아~

커피가 탄생한 나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시작은 최고 품질의 커피 
METAD 의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는 모종 보육부터 심기, 
작물 관리, 수확, 가공 및 유통까지 모든 커피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USAID 와 협력하여 만든 “소작농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농부들은 METAD 의 직원들을 통해 
철저한 사전 및 수확 후 교육을 받고 있다. 

 커피 가치 사슬 (Coffee Value-Chain) 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품질 유지
METAD는  제품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체  브랜드인 Kabu 
and Hambela Coffees의 재배부터 관리, 수확, 가공, 로스팅과 
수출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

 매번 제시간에 지키는 약속과 모든 진행 단계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 추구
METAD 는 투명한 가격 정책, 판매 방법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하는 유통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고객이 
샘플링을 한 커피를 보내며  블렌딩이나 대체품을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각 고객분들이 각자의 스케쥴과 각자 
소비자들과의 약속이 있음을 이해를 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기준의 습식 및 건식 처리 시스템 도입
METAD 의 현대적이고 제어가능한 습식 및 건식 처리 
시스템은 품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저희는 Hambel
과 Gedeb (Gedio Zone) 에 위치한 농장에 저장창고와 
내과피제거기를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적 습식 과정 인프라 
(Penagos) 는 2014/2015 시즌까지 준비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적 테스트 및 샘플링 시설 유지
METAD 의 커피 품질 연구소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A)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인증된 첫번째 사설 기업 
소유의 연구소이다. 최첨단 커피 시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디오피아및 해외 커피 전문가들의 교육 장소로 제공되며, 
소중한 고객들에게도 개방되어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METAD 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습식 가공 
단계에서 커피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토질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사명감 중 하나인 지속성을 위해 현대적 농업 기술인 양봉 
(작물 수분)  과 사이짓기 (토지 자원의 최대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METAD 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회사차원에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업의 수익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된다. 지역사회에 병원과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한 우물 건설 작업등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408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미국에 위치한 NGO 기관인 Grounds-for-Health 
와 파트너쉽을 맺어 다른 커피 농장들과 함께 여성 자궁 
경부암 근절에 힘쓰고 있다. 

METAD 의 차이: 

당신이 맛볼 수 있는 품질- 당신이 믿을수 있는 신뢰성 – 당신이 보고 느낄수 있는 열정 

우리의 이야기는 
저희의 
친할머니이자 1934
년에 아프리카 첫 
여성 파일럿이 된 
무루엠벳 에미루
(Muluemebet 
Emiru) 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전쟁이 끝난후, 
저희 친할머니는 
하라 (Harar) 와 
시다모(Sidamo) 
지역에 야생커피 
나무로 무성한 
농지를 하사 받았습니다. 친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저희 
할머니는 하라의 농지를 커피 농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커피농장에 대한 저희의 깊은 애정과 커피 재배의 
전통은 시작되었습니다. 

METAD 의 경영진은 3세대에 걸친 커피 재배와 거래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 중에는 이디오피아 
상품 거래소 (ECX) 의 창립 임원이자 전 COO 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창립 정신이자 원칙은 책임감 있는 커피 
생산자가 되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업이 가진 다른 중요한 임무는 이디오피아의 시민과 커피 
농부들에게 사회적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METAD 한눈에 보기

 METAD 농업 개발은 커피생두에서 커피잔까지 
도달하는 전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PLC 방식으로 
재배한 아라비카 생두를 가공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에 
수입자및 로스터들에게 수출한다. 또한 자체 브랜드인 
Kabu and Hambel Coffee 을 통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있다. 

 METAD 는 가족 소유 사업체이다. 이디오피아 태생 (
미국시민권자) 으로커피 품질과 마켓팅을 가치 사슬을 
통해 발전 시키는데 공헌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METAD 는 농장과 가공 공장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종류와 등급의 커피( YirgacheffeTM, SidamoTM, 
HararTM, Limu 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형 
구매자들의 물량도 제공 가능하다. 

 METAD 는 이디오피아 통산 산업부에 등록 되어있으며 
상공 회의소 회원이다. 또한 이디오피아 커피 재배자 및 
수출 협회와 SCAA, SCAE,SCAJ 그리고 아프리카 고품질 
커피 협회 (AFCA) 에 등록된 정식 회원이다.

1934년에 사랑하는 할머니가 비행을 마친 후

METAD 의 함벨라
(Hambela)  농장에 
새로 설치된 
내과피제거기 
(Hulling Machine)

METAD 의 최첨단 
SCAA 승인 커피 
연구소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A) 의 
이사인  Skip Finley 이
METAD 의 CEO 
인 Aman Adinew 
에게 연구소 승인을 
축하하는 모습

저희의 농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희의 손님인 당신을 위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저희와 농장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커피, 그리고 직원들과 더불어 농부들과 
즐거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