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원사 브랜드북

2021

Partner Companies

Brand Book

공식 후원

하루 300명
300명
한달 10,000명의
10,000명의
사장님이 가입하는
가입하는
소상공인 필수 앱

한눈에파악하는
파악하는사업현황
사업현황
한눈에
한눈에
파악하는
사업현황
매일아침
아침사장님
사장님매출,
매출,매입,
매입,
매일
매일
아침
사장님
매출,
매입,
손익보고서
보고서제공
제공
손익
손익
보고서
제공

간편한증빙
증빙관리
관리
간편한
간편한
증빙
관리
국내1등
1등증빙
증빙AI
AI센터를
센터를통한
통한
국내
국내
1등
증빙
AI
센터를
통한
최다증빙
증빙수집
수집
최다
최다
증빙
수집

꼼꼼한직원
직원관리
관리
꼼꼼한
꼼꼼한
직원
관리

전자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전자
전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직원출퇴근
출퇴근자동
자동기록
기록
직원
직원
출퇴근
자동
기록

도움되는커뮤니티
커뮤니티
도움되는
도움되는
커뮤니티

사장님들간
간소통,
소통,정보
정보공유
공유
사장님들
사장님들
간
소통,
정보
공유
마케팅,노무,
노무,세무
세무등
등강좌
강좌제공
제공
마케팅,
마케팅,
노무,
세무
등
강좌
제공

소상공인
세모장부
소상공인
소상공인간편
간편
간편경영관리,
경영관리,
경영관리,세모장부
세모장부

contents

2021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발간사

chapter

1

식품

chapter

2

가구/설비

chapter

3

업소용품
2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협회 및 위원회 소개

004

협회장 인사말

005

협력위원장 인사말

007

대상에프엔비(주)
주식회사 대상티앤디
(주)더부스(The Booth)
(주)루츠
(주)부농에프앤에스
주식회사 비에이치앤바이오
주식회사 성규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송림푸드
어업회사법인벌교꼬막(주) (꼬마시)
엠지푸드솔루션(주)
(주)이젠통상
주식회사 이지텍
(주)정진푸드
(주)진맛과에프앤비
(주)초이스팜
태경농산(주)
평택유지주식회사
(주)푸드누리
푸드팡(주)
하나로축산유통
K-소스 서해수산푸드(주)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주)디포인덕션
솥밥대통령((주)인성생활과학)
(주)아르푸
주식회사 에코몬
제이쿡인덕션
조은주비트산업(주)
주식회사 주방마을
(주)주방뱅크
(주)주용키친플러스
주식회사 주원키친시스템
쿠쿠전자/쿠쿠홈시스 주식회사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주)대성산업
삼보팩
주식회사소프런
송림특수제지
(주)슈가버블
(주)에릭스
(주)진아티앤피
주식회사 포스텍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2021

Partner Companies Brand Book

chapter

4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chapter

5

경영지원/
컨설팅
chapter

6

광고/전시
chapter

7

물류/금융/
기타

로움아이티(주)
(주)마이프랜차이즈
브이디컴퍼니(주)
주식회사 쇼플
씨엔티테크(주)
(주)씨큐프라임
(주)알토란ERP
(주)에이스로보테크
엑티브아이티(주)
(주)엔조이소프트
주식회사 외식인
(주)이노소프트기술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가현세무법인
노무법인씨엔비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선해
삼덕회계법인
(주)위대한상사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 (자회사)한국컨테크
(주)프랜코
(주)하이데이터
BUZA.biz 한국창업전략연구소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주식회사 가선기획
(주)광고몬스터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하나온애드컴

084
085
086
087

뉴통주식회사
주원통운(주)
주식회사 바른씨앤에스
한국단체보험연합(주)
레이디플라워
(주)파워풀엑스

090
091
092
093
094
095

협력회원사리스트
회원사혜택

096
099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3

Introduction

발간사

협회 소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98년에 창립되어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대표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140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건전한 프랜차이즈 사업 문화 정착

설립
목적

- K-프랜차이즈의 세계화 지원
- 프랜차이즈 신경영 지식기반 확산
-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과 상생 경영

협력위원회 소개
프랜차이즈 협력위원회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한 축인 협력사들의 모임입니다.
프랜차이즈내 협력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모아
발전시켜 소통을 강화하고 본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주요
기능

발전하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좋은 프랜차이즈가 있기 위해서는

- 협력회원사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친선 도모

좋은 협력업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통하여

- 프랜차이즈 협회 발전에 이바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력사의 발전에도 서로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여,
협력사의 동반성장에도 협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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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인사말

Greetings

140만 종사자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1970년대 태동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민들

의 97%가 중소기업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의 사랑과 산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연매출

물론이고, 산업 발전의 주역인 협력 업체들까지도

122조원 규모(2020년 기준)로 성장, 국내총생산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일으킨

(GDP)의 6.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협력의 고리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고

또 자영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있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인구의 4.7%(133만여 명)가 종사하는 일

재난과도 같은 작금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할 방

자리 창출의 보고이며, 아이디어가 뛰어난 중소 업

안은 우리가 더욱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더욱 단단

체의 성장을 돕는 성장사다리로서 국가 경제에서 막

히 뭉치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

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는 역량을 키우고, 활발히 산업인들끼리 교류하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다른

단결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협력만이 결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

국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리 민족 특유의 협동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회원사 브랜드북>의 발간은 포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의

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업계에 큰 의미

수평적 협력 관계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를 갖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우리 산업의 얼굴을

사실 하나의 브랜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

맡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도 물론 중요하

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래 관계

지만, 함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협력회원사들도

가 필요합니다.

더욱 널리 알려질 기회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

식자재와 결제기기, 장비, 인프라, 컨설팅 등 셀 수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없이 수 많은 협력업체들 중 단 하나라도 제 역할을

이 브랜드북이 조금이나마 산업 내 협력과 교류 확

하지 못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회도 앞으로 협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

회 협력위원회와 함께 모든 산업인들이 동반성장할

미에서입니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현재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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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발행일

2021년 10월 12일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력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공항대로 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102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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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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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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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KFN애드컴

제작

프랜차이즈월드

디자인

디자인 수풀그림

인쇄

(주)근아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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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위원장 인사말

Greetings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및
협력위원회 여러분께

협력위원장 최인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및 협력위원회 여러분.
저희 프랜차이즈 산하 기관인 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의 활동을 담은 도록을 발간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도록의 발간은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협력위원회 관계사 분들의 각 분야별 노하우와 최고의 회사를 찾을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의 사업에 책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째, 박람회나 신규회원사 그리고 현재 프랜차이즈협회의 회원사들에게
좋은 협력 사업자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둘째,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을 통해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협력 회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창업의 트랜드도 새롭게 변해가지만,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좋은 모임은 그대로 이길 바랍니다. 여기 협력위원회 회원사들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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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대상에프앤비(주)

식품

●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대표자명 : 김정훈 본부장
전화번호 : 02-3290-8799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86-13 7층
홈페이지 : http://www.daesang.com
주력상품 : 종합식품사업

회사소개

대상그룹은 종합식품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산 발효조미료 미원을 시작으로 장류, 김치부터 서구 식품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종합식품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간과 고객,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 대상이 만들어 가는 미래 입니다.
1956. 동아화성공업주식회사 설립

회사연혁

1964. 전분 및 전분당 사업진출
1996. 청정원 브랜드 출시
1997. 대상으로 상호변경 및 그룹 CI 추진
2002. 건강사업브랜드 '웰라이프' 출범
2006. 대상FNF(주) 출범, 종가집 김치브랜드 인수
2009. (주)복음자리 인수

브랜드 소개

[청정원] 대상의 식품 부문 통합 브랜드로 오랜 시간 쌓아온 푸드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두가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사업 특장점

2010. (주)초록마을 인수, 대상베스트코(주)설립

대상은 식품사업 뿐만 아니라, 소재사업(전분당, 바이오, 라이신), 유통사업, 그리고 건설, IT, 광고 등 다양한 사업영역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푸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종가집] 전
 통한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3가지맛(발표, 정성, 자연)에 수백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하여 새로운 한식문화를 선도하는 신선식품 전문 브랜드 입니다.

을 통하여 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차별화 전략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을 성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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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chapter 1

주식회사 대상티앤디
대표자명 : 전상복
전화번호 : 031-313-6265
회사주소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155-18
홈페이지 : http://www.daesangtnd.co.kr
주력상품 : 외식업체에 필요한 모든 제품. 식품, 포장재, 주방 필수품, 등

회사소개

주식회사 대상티앤디에서 납품하는 모든 식품 및 업소용품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2011. 5. 대상팜델리 설립. 김밥천국 김밥햄 납품시작
2012. 8. 대상 "맛있는 김밥속 가닥세절햄" 출시
2014. 5. 대상T&D 로 사업자명 변경
2014.11. 김밥천국 (주)한맛 프랜차이즈 가입 MOU 체결

회사연혁

2014. 12.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입
2015. 3. 연세대학교 상남교육원 가입
2015. 9.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MOU 체결
2015.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쇼핑몰 시작
2016. 10. 중국 단동 식품제조공장 사찰단 방문
2017. 프랜차이즈 일식전문업체 "어사출또"와 MOU체결
2018. 7. 現 사업장으로 확장이전
2019. 8. 주식회사대상티앤디로 법인 설립

무하는 시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대상T&D"의 이름으로 더 많은 제품을 출시, 유통하기 위해 부단
히 매진하는 중입니다.

학원, 학교등 급식을 위한 유통까지, 외식업체에 필요한 신선한 식품 뿐 아니라 모든 부자재까지 공급가능한 '불가능이
란 없는 유통업체'입니다.

사업 특장점

주식회사 대상티앤디는 길지 않은 사업연혁에도 불구하고, 김밥천국 및 어사출또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외에도 공장,

브랜드 소개

"대상T&D"는 보다 신속하고 신선하게 고객의 NEEDS를 최대한 맞춰드리는 식자재전문유통업체로서, 유통업이 난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11

chapter 1

(주)더부스(The Booth)

식품

● Drink, Challenge, Love!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김희윤
전화번호 : 02-714-4335
회사주소 : 경기도 김포시 아라육로 57번길 15
홈페이지 : http://www.thebooth.co.kr
주력상품 : 대동 페일에일 (그외 다수 수제맥주)

더부스는 경리단길에서 시작한 수제맥주 1세대로 현재 직영점 4개를 운영하며,
수제맥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대동 페일에일이 있습니다.
타협없는 품질의 맥주와 더부스 캐릭터인 부스터를 통해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2013. 5. 더부스 경리단점 오픈
2014. 수제맥주 수입 시작
2015. 대동 페일에일 출시
그 외 다수 맥주 출시중

브랜드 소개

더부스의 공동 창업자인 다니엘 튜더의 기사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 보다 맛없다' 기사에서
시작한 저희 회사는 맥주의 선택권이 적었던 주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대기업 맥주의 독과점 시장에 이슈를 던지며, '대동 페일에일'을 출시하여
현재 다양한 수제맥주 시장이 생기는 것에 일조하였습니다.
대동강 물이 들어가지 않아 '대동강 맥주'라는 이름을 쓰지는 못하지만,

사업 특장점

현재도 다양한 수제 맥주를 출시하며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국내 유통, 국내 매장 운영과 해외 생산, 해외 OEM, 해외 유통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의 맥주를 생산&유통하고 있습니다.
100% 냉장 보관, 유통을 하며 타협하지 않는 품질을 고수하고 있으며,
2018년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벨로 뽑혔을만큼 개성있고 예쁜 디자인이 특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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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신선, 안전, 정확

chapter 1

(주)루츠
대표자명 : 정영근
전화번호 : 041-417-7668
회사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35
홈페이지 : http://www.rootsfresh.com
주력상품 : 식품 소분, 제조, 및 냉동 보관

㈜루츠는 냉장/냉동식품 전문 소분,제조 및 보관업체로 2020년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주요취급 품목은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온도에 민감한 식품을 위하여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사이에서 생산이 가능한 2
개의 작업장과 항시 영하 25도를 유지할 수 있는 3개의 냉동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이전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소분,혼합 및 포장 과정을 4개의 투입구와 포장기로 자동화가 완료되었으며, 육 가

회사소개

냉동 프라이즈 및 육 가공품이며, 모든 공정의 자동화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목표로

공 처리를 위한 설비 추가가 진행중입니다. 향후 목표는 공장 리모델링 및 자동화의 경험을 이용한 안전하
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제공 및 IT 솔루션 제공입니다.

회사연혁

2020. (주)루츠 설립
2021. 한국 프랜차이즈산업 협회가입,HACCP인증완료
2022. 스마트 HACCP도입 , IOT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업데이트,냉동제품군 확장,오프라인 매장준비

튼하고 건강한 뿌리가 튼실한 작물을 만들어내듯 언제나 근본부터 충실하여 그 결실이 고객에게 최선의 선물이 되
자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소분업, 창고 보관업

브랜드 소개

루츠는 첫 사업인 감자튀김 수입가공에서 인연이 된 감자의 뿌리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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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농에프앤에스

식품

●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회사소개

대표자명 : 강상희
전화번호 : 051-501-6100
회사주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197번길 19
홈페이지 : http://www.homeban.co.kr
주력 상품 : 가공품/위탁급식

당사는 대기업 납품 및 물류 대행 프랜차이즈 납품 등 식자재 공급사업과 홈반이라는 급식 브랜드
로 위탁 급식 운영 및 케이터링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연혁

2003. 부농유통 설립
2007.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납품
2011. 주식회사 부농에프앤에스 법인 전환
2014. 위탁급식 사업 진출 (한국 거래소 상장업체:한국카본외 위탁 운영중)
2015. 아워홈 납품(오뚜기)
2015. CJ/ 현대그린푸드 물류대행(냉동품)

브랜드 소개

상표등록 제40-1333637호 급식브랜드 <홈반>

사업 특장점

2016. 삼성웰스토리/아워홈 물류대행(동원F&B)

식자재 공급/ 물류 서비스/ 급식운영을 능력은 갖춘 멀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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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사람과 자연에 유익이 되는 가치 있는 기업
대표자명 : 이근갑		
전화번호 : 043-536-8000		
회사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단1로 52		
홈페이지 : http://www.bhnbio.com		
주력상품 : 소스류, 드레싱류, 농축액 등

원재료

품질

교촌치킨 주력소스 제품들은 비가
열 제조법으로 생산됩니다. 신선한
맛을 살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열
소스에 준하는 생물학적 요인 제어
를 전처리부터 포장까지 엄격한 위
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습
니다.

식품위생법, HACCP, ISO9001 기준에 따
라 원료 입고 검수 및 전처리 과정을 중점
적으로 관리합니다. 원료와 재공품, 완제
품의 품질 분석을 상시 시행하여 미생물
과 이물 등의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HACCP 공정의 X-ray 검출기, 이물질검
출기, 중량선별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거의 모든 소스 원재료는 국내
산 천연 재료를 엄선하여 사용
합니다. 간장, 고추, 마늘, 꿀
등 소스의 맛을 결정짓는 재료
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합니다.

소스 제조방식

브랜드 소개

현재는 주력제품인 교촌치킨 소스를 생산하므로 '교촌' 브랜드를 사용하며 레드· 허니 · 간장 · 신화 · 소이살살 및 레
드디핑 · 스위트 칠리 · 잠발라야 소스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B2C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곧
론칭할 계획입니다.

회사연혁

2019. 3. 진천군 성실 납세기업 선정
2020. 12. 교촌잠발라야소스 출시, 교촌 B2C 가정용소스 4종 출시,
진천 기업인의 날 기업부문 종합대상 수상
2021. 1. 영업부문 신설 및 서울사무소 개소, 교촌허니머스타드소
스 출시
2021. 3. 2021년 재능나눔 공헌대상 시상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2021. 4.㈜비에이치앤바이오 “청양홍고추 계약재배 업무협약식”
체결 및 계약재배 실시 (15만평)
2021. 7. 교촌 발사믹소스 출시

회사소개

비에이치앤바이오는 Better for human and nature의 앞 글자를 따서 BHNBIO라는 社名을 쓰고 있습니다. 이
社名이 바로 회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사람과 자연에 유익이 되는 가치 있는 기업
이 되자’ 라는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에이치앤바이오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F&B의 100% 자회사로 2015년에 소스 제조부분이 분할되어 설
립되었습니다. 소스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식품바이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지금의 진천공장을 준
공하여 교촌치킨의 소스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에이치앤바이오는 HACCP인증, ISO9001인증, 할랄인증 생산공장으로서 고품질의 원료로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소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원료수급 안정화, 제2공장 신축 및 M&A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 연 구개
발, 품질관리, 식품위생 안전, B2B 및 B2C 영업, 시너지사업 다각화, 수출 등의 전략을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소
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1991. 교촌F&B, 교촌간장소스 출시
2014. 5. HALAL 인증 2015. 5. HACCP 인증
2015. 8. 교촌F&B 소스 제조부문 인적분할, ㈜비에이치앤바이오
(대표이사 회장 권원강) 설립
2015. 10. 식품바이오연구소 설립
2016. 11. 종합식품공장(진천) 기공
2017. 1. 생물산업소재개발연구소(IDBM) 설립
2018. 1. 교촌칠리소스 출시
2018. 2. 유산균 건강보조식품 신바이오틱스-베타 출시
2018. 3. 종합식품공장(진천) 준공
2018. 10. 교촌F&B 포괄적 주식교환 (교촌F&B 자회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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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에이치앤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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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성규푸드시스템

식품

● 고객신뢰, 정도경영, 열성과 도전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이사 : 김현주
전화번호 : 032-464-0230
회사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음실서로 61-2, 2층
홈페이지 : http://성규푸드.com
주력상품 : 식용유

성규푸드시스템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문화와 배송시스템 발전에 앞장서는 식용유 유통 및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유지유통의 오랜경험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외식사업의 한 분야인 프랜차이즈 사업
의 전용유 유통을 선도하고 있으며, 성장이 유망한 건실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엄선하여 파트너쉽 계약을 체
결, 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메이져 기업등 유지업계의 우수한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고, 외식산업에
좋은제품과 서비스, 기업 시민의식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여 유지유통
업계의 발전과 고객의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규푸드시트템은 끊임없는 도전과 정신으로 유통분야 및 식품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
대화할 것을 고객 여러분들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장 개척, 디지털 서비스 전환등을 통해 ESG(환
경, 사회, 지배구조)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앞장
서는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9. 2. 미래광명설립
2012. 전국 물류 시스템 구축
2013. 1. 1. ㈜성규푸드시스템 법인 변경
2013. 전국 물류 시스템 구축
2014. 전용유(에스후라잉)개발및 출시
2015. 전용유(지후라잉)개발 및 출시
2016.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협력사 가입
2017. 전용유(황실) 개발 및 출시
2017. 벤처기업 인증획득

2017. 기술혁신기업 인증(main-biz)획득
2017. 성규푸드 신사옥 설립
2020. 2. 기술평가우수인증기업 획득
2020. 6. 사단법인한국강소기업협회 획득
2021. 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획득
2021. 7.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획득
2021. 9. ㈜성규푸드시스템 충청지사 설립, 호남지사 설립
경남지사 설립, 경북지사 설립, 인천지사 설립

식용유 - S/G 라인, 황실라인, 쉐프라인
체계화된 유통구조를 통하여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생하는 경
영문화를 선도하고하자 하는 성규푸드만의 특화 브랜드입니다.

업계 최초 erp 시스템 활용

전국직영배송시스템

과거 유무선 발주 및 1달주기 보고라는 아날로그식 시스템에서
업계 최초로 발주 ERP 프로그램 및 어플을 제작하여 실시간 발
주 및 입고 수량보고로 가맹점의 사입 최소화 및 전용유 교체주
기 관리를 통하여 매출상승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지사별 직영배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국 일체화된 서비스의 제
공이 가능하며, 효율화된 시스템의 도입으로 배
송비의 경제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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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맛과 가치를 창조하는 NO. 1 조미식품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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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송림푸드
대표자명 : 박세종
전화번호 : 043-536-9730
회사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87-33
홈페이지 : http://www.songlim-food.com
주력상품 :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등

한단계더 높여 선진화된 식문화 창조와 고객이 바라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소개

(주)송림푸드는 조미식품 제조전문 회사로 ‘홈메이드’ 방식의 제품으로 맛의 품격을

1999. 4. 송림식품 설립(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2002. 2. (주)송림푸드 법인 전환
2003.12. (주)송림푸드 신축공장 준공
2008. 7. 기업부설연구소 승격
2012. 10. 제 2공장 준공(소스, 간편식 라인)
2017. 1. CJ프레시웨이 자회사 편입
2018. 2. 제 3공장 준공(분말, 엑기스 라인)

회사연혁

2011. 6. 식약처 HACCP 인증

2018. 9. 제 1공장 리뉴얼(소스 자동화 라인)
2019. 6. 신 ERP 시스템 구축

브랜드 소개
사업 특장점

다양한 생산 설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제품군(소스,엑기스, 분말, HMR 등) 생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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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주) (꼬마시)

식품

● ‘한국의 갯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을 지키는 기업
대표자명 : 서홍석
전화번호 : 061-745-9907
회사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185-95
홈페이지 : http://www.k-cockle.com
주력상품 : 새꼬막, 알꼬막, 피꼬막살, 벌교꼬막장

회사소개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주)는 2012년에 설립한 내수 및 수출 지향의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업
체입니다. 넓은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벌교꼬막은 다른 곳에 비해 맛과 품질이 우수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꼬막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최대 약 25ton의 꼬막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알꼬막, 피꼬막살,
벌교꼬막장 등 다양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2013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꾸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꼬막을 알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비전을 가지
고 시작하여, 국내뿐만아니라 해외로도 벌교꼬막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소비자와 품질
을 먼저 생각하며 즐거운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 10. 영어회사법인(주)벌교꼬막 설립
2013. 12. 제50회 무역의날 100만불 수출의 탑 대통령상 수상

회사연혁

2014. 2.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3억불 수출당성 표창(대표이사)
2015. 5 전라남도청 수출상 수상
2015. 8. HACCP 인증(알꼬막)
2015. 11. 이노비즈기업 인증(중소기업청)
2015. 12.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전라남도청)
2016. 2. 할랄 인증
2018. 1. EU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2018. 9. 베트남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2018. 12.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주) 상호명 변경

벌교꼬막(주)는 꼬막 + 맛있다의 합성어인 ‘꼬마시’라는

브랜드 소개

브랜드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새
꼬막, 알꼬막, 벌교꼬막장을 필두로 다양한 꼬막가 공품
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꼬막을 누구
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정간편식품인인 HMR제
품 연구개발 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여 폐기물
인 꼬막껍질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사업 특장점

고흥반도와 여수반도가 감싸는 벌교 앞바다 여자만(汝
自灣)의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데다 오염되지 않아
꼬막 서식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산물지리
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벌교꼬막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
고 있으며, 청정갯벌에서 채취한 새꼬막으로 가공한 벌
교꼬막(주)의 제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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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소스에 진심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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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푸드솔루션(주)
대표자명 : 강태갑
전화번호 : 031-542-6576
회사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독곡1길 21
주력상품 : 요리용 소스, 양념, 분말, 시즈닝

엠지푸드솔루션㈜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스의 진심을 담아 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모든 식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에 대한 열정으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고객의 최적화된 소스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소개

요리의 간편화와 식탁의 혁신를 주도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을 지향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2. 4. 맛죤식품 설립
2012. 6. ISO 22000 인증
2014. 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7. HACCP 신축공장 설립
2017. 7.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회사연혁

2012. 1. ㈜맛죤식품 법인 설립

2021. 6. 엠지푸드솔루션㈜ 법인명 변경

제품에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B2C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더솔루션/초이스솔루션을 통화여 특화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더솔루션 : 소비자가 추구하는 맛을 맞춤 설계하여 발굴해 냄
초이스솔루션 : 엠지푸드솔루션㈜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하는 맛을 선택하여 쉽게 구현해 냄

사업 특장점

연구소의 독자적인 개발을 필두로,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OEM/ODM 생산뿐만 아니라,

브랜드 소개

여러 프랜차이즈 메뉴를 위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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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젠통상

식품

● GOODFOOD WELLCOOK

회사소개

대표자명 : 박양숙
전화번호 : 02-3413-5070 / 010-3892-7660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1014호
홈페이지 : http://www.ezentc.com
주력상품 : 훈제오리, 치킨윙봉

수입 육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전문업체

회사연혁

2004. (주)이젠통상 설립
2005. 해외공장 훈제오리 개발착수
2006. 국내최초 훈제오리OEM제품 런칭(중국산)
2008. <해다온>상표등록 /제품군구비
2012. 치킨가공품 런칭(태국산)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15. 치킨다리살꼬치 런칭(중국산)

당사의 등록상표 <해다온>은
"온 세상 자연의 맛이 다 모인"이란뜻으로 자연에서 나는 엄선된 재료와 정성 담은 마음으로
최고의 맛을 내고자 1년여의 거듭된 개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안전한 식품입니다.

국내제품보다 균일한 규격, 우수한 품질, 합리적 가격, 안정적 공급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대기업 식자재 담당자들로부터 칭찬들어가며 거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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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Don't stop dreaming!

chapter 1

주식회사 이지텍
대표자명 : 백운섭
전화번호 : 070-7836-0803
회사주소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317번길20, 401호 (월평동,선사엔조이)
홈페이지 : - 회사 : https://www.이지텍.com - 브랜드 : https://jayeongongyu.com/
주력상품 : 자연공유 곤약쫀득이, 자연공유 단백질이답이다(프로틴스낵), 단백한공유(프로틴바)

회사소개

㈜이지텍은 2002년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판매,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다
방면의 비즈니스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SNS유통판매문기업입니다. SNS시장 소통 고객을 2000만명 보유 하면
서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기획 및 소싱, 자사물류센터, 당일 배송 서비스제공, 자사고객센터 및 고객만족서비
스, 판매통계데이터 기반으로 SNS유통 통합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공유, 한끼공유, 생활공유, 필타올, 트리슈라 등 다양한 OEM, ODM 자사브랜드 제품라인업을 보유하
고 있어, 검증된 상품기획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2012. 9. ㈜이지텍 법인 설립
2012.~2016. 온라인 영어컨텐츠 사업 및 벤딩 유통사업 착수 (채널유저 200만, 밴드유저 60만, 앱유저 10만 달성)

및 신사업 개발, B2C SNS 유통 플랫폼,
자사유통채널(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기업폐쇄몰, 및 종합몰, 해
외사업(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마케
팅 및 광고(카카오 CPC, 구글 UAC 등)
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명 이상의 소통고객
과 함께 이커머스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시장분석을 통
해 KPI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퍼포
먼스 마케팅으로 합리적인 매출 구
조를 제시합니다.

인건비 걱정없는 무인력커머스 제공
상품소싱, 기획, 등록, 판매, 발주,
CS, 정산, 배송 복잡한 유통 전 과
정“모두 생략”. 업계 최고 수준의 유
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특장점

유통플랫폼 맞춤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판매통계데이터 기반 통합마케팅
주요 산업분야로 B2B멀티벤더 플랫폼 서비스 제공

브랜드 소개

자연공유 :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여 자연을 선물합니다
2018년 오리지널 곤약쫀득이 출시, 곤약 쫀득이 명칭 최초사용, 이후 보이차쫀득이, 풋사과 쫀득이, 말차쫀득이, 매
울신 쫀득이 등 시리즈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후 단백질이 답이다(프로틴스낵), 단백한공유(프로틴바) 출시하였고,
오리지널맛 곤약쫀득이는 누적판매 개수 1억개 달성하면서 자사몰 오픈을 하였고, HACCP인증, 제 1,2 공장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꾸준히 제품개발 및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17. 기업폐쇄몰(400만), SNS(600만명), 모마일앱(70만) 등 달성
2018. 벤처기업확인서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ISO 9001획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획득, 자사브랜드 런칭
및 확장(자연공유, 트리슈라, 필타올)쇼핑몰, 종합몰,복지몰 입점 및 운영
2019. 고용우수기업 획득, 여성친화기업 획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100대 중소기업 스마트 일자리 선정, 행복한 중기
협회장상 수상, 유통전문판매업 획득, 자사브랜드 상표권 등록, 링크쇼핑 오픈, 자사몰 "언니네 상회" 개설 및 운영
2020. 모
 범중소기업인 대통령 표창 수상, 100억 매출의 탑 선정, 가족친화인증 획득, 국제사업자 등록, 곤약쫀득이 해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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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진푸드

식품

● 신뢰, 존중. 정직

회사소개

대표자명 : 심정훈
전화번호 : 031-206-3628
회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70번길 21 상가 B7호
홈페이지 : https://jungjinfood.co.kr
주력상품 : 먹태 및 건어물, 안주일체

국내 최초 손질먹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납품
2012년 국내 최초 손질 먹태를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납품하기 시작하여
약 100여개의 브랜드에 먹태 등 각종 건어물 및 안주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과 투명란 가격책정으로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들의 건어물
안주에 대한 고민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15.4. 정진푸드 설립
2016. 수원지사 설립
2017. 정진푸드 법인 전환 / 대전지사 설립
2018. 도봉지사 설립
2019. 성남지사 설립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20. 매출 100억 달성

전국 7,0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안주류를 유통하는 정진푸드는
점주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푸드는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념먹태, 손질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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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아귀포

식품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과일브랜드 진맛과

chapter 1

(주)진맛과에프엔비
대표자명 : 신향숙, 조태중
전화번호 : 1833-9144
회사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316번길 29
홈페이지 : https://www.bestf.co.kr
주력상품 : 대한민국 1% 명인이 생산한 국산 프리미엄 과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브랜드로서, 국가에서 인증(최고농업기술명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한

・1인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간편히 과일을 섭취할수 있는 간편과일 및 과일

회사소개

과일 생산자의 완숙된 과일을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공급해 드립니다.

가공품(과일청/말랭이)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16.~2020. 전국 과일명인 전수조사 및 과일공급망 인프라 구축
2021. 2. ㈜진맛과에프엔비 설립
2021. 4. 개인투자조합 투자유치(20억 Value)
2021. 6. ㈜진맛과에프엔비 벤처기업 인증(제 20210616010027호)

의 공동체화를 위한 사전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웠으며, 이를 기틀삼아 안
정적으로 수요처에 프리미엄 과일을 공급해드립니다.

브랜드 소개

5년간 전국의 명인 과일농장 전수조사 및 협력을 통하여 국내과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 및 각 품종의 명인들만

진맛과 카페를 포함한 및 전국의 프랜차이즈 카페에 프리미엄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중
카카오구독ON 정기배송 과일 납품중
전국의 특급호텔에 과일 납품중
기업 및 유통채널에 프리미엄 선물과일 납품중

사업 특장점

항공사 기내식 과일 납품중

샐러드 전문점과 협업하여 프리미엄 과일 납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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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이스팜

식품

● 고객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기업
대표자명 : 최중환
전화번호 : 070-8285-0183
회사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7번길 193-16
홈페이지 : https://choicefarm.modoo.at/
주력상품 : 건강한축산물수입.고품질축산물유통.고품질 가정간편식(HMR)공급

회사소개

종합 축산물 수입 전문회사 푸드팜은 2013년 설립 이래로 신선한 고품질의 추산믈을 수입하여 자체 영업
채널을 통한 유통 및 선진화된 생산 설비를 갖춘 종합 육유 제품 판매 전문기업입니다. 호주 주요 packer
와 소고기 정육·부산물 및 양고기 독점적 수입으로 안정적 공급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
국, 아르헨티나 등 직수입/중남미(멕시코.우루과이.칠레)직수입 소싱중입니다.
새로운 외식문화 트랜드에 발맞추고자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설비투자를 갖추었고, 자체 R&D센
터 운영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육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다양한 푸드 서비스 채널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2013. ㈜푸드팜인터내셔널 설립

회사연혁

2014. 제1공장 설립
2015. ㈜초이스팜 설립/ 초이스팜 신축공장 및 본사이전
2017. 제1공장 HACCP 인증 획득(식품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HALAL인증 획득(KMF주관.육가공업체최초)
2019. 제2공장 HACCP 인증 (가열육.자숙)설립/ 식육포장처리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 투자유치(현대코퍼
레이션 홀딩스)주식, CB ,
2020. 자회사 ㈜초이스팜 벤처기업인증/ 충북음성 제3공장 건립 착수

브랜드 소개

초이스팜은 수입 축산물을 수입 · 유통 · 제조 · 가공하고 박스육(원육), 제조상품(양념육, 세절육, HMR)을 생산하여

사업 특장점

2021. 사모펀드 투자유치/ 충북음성 제3공장 착공

㈜초이스팜은 OEM/ODM 사업 영업을 최첨단 시설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처 니즈에 부합하는 제픔을 가공,

B2B, B2C 를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주요 생산품목은 곱창.대창.막창.소특양.염통. 프랜치랙등 양고기류.
스테이크 제품류. 직화구이 제품류 즉, 고기로 A~Z까지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여‘수입채널 ▶ 유통채널 ▶ 제조채널
▶ 외식사업채널’의프로세스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품 가공 뿐만 아니라 내포장. 외포장과 같은 제품의 구성하는 부가적인 요소까지 브랜드 아
이덴티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탄탄한 유통기업에 제공하여 초이스팜과 ODM
기업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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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한국 맛을 원천으로 세계최고의 식재문화 창조
대표자명 : 천영규
전화번호 : 02-820-8700
회사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농심 도연관 13층 (156-709)
홈페이지 : http://www.itaekyung.com
주력상품 : [추출·농축액, 분말·시즈닝, 소스·양념, 풍미유, 후레이크, 건강기능식, 기능성 소재,
즉석편의식] B2B 솔루션

2018. GS25 베스트파트너상 수상
2019.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획득(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NS)
2020. DQMS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2013. 오테이스트, 본테이스트 브랜드 론칭, 간편식 시장 진출(코
스트코, GS25, 홈플러스 외), B2B 솔루션 본격화(단체급식,
프랜차이즈, 제조업체 등에 맛 베이스 솔루션 제공)

2021. Vegan 사업 [베지가든] 브랜드 공식 론칭(이마트, 쿠팡, 마
켓컬리, 삼성웰스토리, 중국 샘스클럽 外)
- 대체육, 식품성치즈, 냉동식품, 컵간편식, 소스류 39개 아
이템 론칭

회사연혁

1979. 태경농산 주식회사 창립
1989. 대구공장 라면 건더기스프 생산 개시
1995. 안성공장 준공, 유성스프, 소스류 생산 개시
2009. 대구공장 컵스프 포장라인 구축

회사소개

태경농산은 농심그룹의 계열사로서 지난 40여년간 농심의 맛을 책임지며, 라면 건더기/분말스프. 스낵 시즈닝부
터 소스/양념, 풍미유, 추출·농축액 등 공급해왔습니다.
태경농산은 ISO 9002, HACCP 등의 인증획득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으
며, 각종 첨단설비(S/D Line, V/D Line, Seasoning Line, Sauce Line 등)에 의한 식품 기초 소재류,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류 등 다양한 맛의 Key Base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수준 높은 R&D 역량으로
B2B 고객 맞춤형 소재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 HMR(즉석편의식품) : 코스트코, GS25, 쿠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탕,찌개, 안주류,떡볶이류 공급
- 해외사업 : 40여개국에 230여 제품을 수출, 특히 태경고춧가루는 미주지역에서 No. 1 브랜드로 자리매김함
- 신선식재 사업 :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사, 프랜차이업체에 공급
- 비건사업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비건푸드를 제공하고, 이와함께 외식, 메뉴 컨설팅 등을 통해 비
건 푸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고기사골곰탕 군납 선정, 전 식품유형 HACCP 인증 완료(안
성공장 13개, 대구공장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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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농산(주)

브랜드 소개

1. 오테이스트 : 착한 재료 그대로를 담아 놀아운 맛을 선사 (B2C 브랜드)
2. 본테이스트 : 맛을 완성하는 쉐프의 손길 (B2B 브랜드)
3. 베지가든 : 내가 Green 맛있는 채식일상 (B2C/B2B 비건 브랜드)
TK 종합품질관리시스템 관리

비건 푸드 솔루션 제공

다양한 메뉴 Database 보유
: 40여년간 농심의 맛을 책임
지며, 축적해온 다양한 레시피
Database 보유, 고객 니즈에
맞는 소스 양념, 시즈닝, 풍미
유 등 개발 및 제공

- 전자혀, 전자코 등과 같은 최첨
단 풍미분석 설비를 통한 균일화되
고 균질화된 맛 구현
- 잔류농약 PLS 대응 관리 및 제
조안전성, 제품 안정성, 품질 인프
라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

-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맛있는 비건 푸드' 지향
- 대체육 전용라인에서 차별화되고 독자
적인 HMMA 공법으로 100% 식품성 대
체육을 제조
- 식당에서 손쉽게 조리 가능하도록 다양
한 제품군을 제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Vegan 메뉴에 솔루션 제공

사업 특장점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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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유지주식회사

식품

● RECYCLE 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표자명 : 정승모
전화번호 : 031-684-8351
회사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978-50
홈페이지 : http://www.ptoil.co.kr
주력상품 : 식용유 / 바이오디젤

회사소개

저희 평택유지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설립 이래로 재활용산업의 역사와 함께 꾸준한 발전과
신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고의 재활용 기업임을 자부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설립 이후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 발전해왔습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인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저희 회사는, 자원의

브랜드 소개

2015. 4 평택유지주식회사 설립
2016. 7 자본금 5억으로 증자
2018. 6 나이스평가정보로 부터 폐유 재활용기술 우수기업 선정
2019. 5 바이오디젤 및 증유 , 절삭유 제조방법 특허 취득
2021. 3 전용식용유 "순수유" 출시

업소용 전용식용유 "순수유"

사업 특장점

회사연혁

재활용을 통하여 더욱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으로 창출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환경과 재활용산업의 비젼에 발맞추어 무한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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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식문화
대표자명 : 김영수
전화번호 : 031-631-7530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1317호
홈페이지 : https://www.foodnuri.co.kr/
주력상품 : 외식 프랜차이즈 소요 식자재 일체

2019. 5.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유통물류서비스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19. 10. 이천 공유물류플랫폼 착공

회사연혁

2005. 3.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물류 개시

- 주요 대기업 납품 : 푸드머스, 현대그린푸드, 아
워홈,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푸디스트, 아
모제, 롯데푸드, 동원홈푸드

2014. 1.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 물류 개시
- 주요 프랜차이즈 : 써브웨이, 더본코리아. 매드포
갈릭, TGIF, 카페베네, 아딸, 토마토도시락, 배민
상회 등

회사소개

푸드누리는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식문화” 를 꿈꾸며, 2004년 설립된 종합 유통물류 전문기업입니다.
정직과 위생의 신념으로 F&B 분야의 믿음직한 신경망이 되고자 17년 동안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으며,어느덧
중소기업 최대 규모의 물류 및 유통 전문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체급식 대기업 10개사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소요 재료를 전국 물류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충청/영남/호남/강원권은 물론 제주까지 수많은 개별 업장에 일일 배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식품산업 분야에서 물류와 유통의 경계가 이어지는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고자
업의 본질을 재정의 하고 기존 물류업의 효율 극대화는 물론 자동화를 추진하는 공유물류 플랫폼 가동과 온
라인 Fulfillment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부응하고자 서이천IC 인근에 저온시설을 기반으로 13,100평의 초대형 공유물
류 플랫폼을 신축하여 보세통관, 수탁, 물류유통 전반의 One-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 4. ㈜푸드누리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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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푸드누리

2021. 3. 이천 공유물류플랫폼 준공(연면적 13,100여평)

저희 푸드누리는 다변화되는 시대적 배경에 부합하고자 업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기존 물류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공유물류, 외식업 유통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우수한 입지조건 및 신축물류센터
에 다양한 물류장비를 구축하여 입고부터 출고 및 Last Mile까지 고객의 Needs에 One Stop Service로 신속, 정확,
안전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전국 7개 권역의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물론 강원, 영호남, 충청, 제주까지 일일 전국 유통물류 배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3,100여평의 물류센터는 단체급식 10개 대기업과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위생적인 Cold Chain System을 갖추고 Operation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FOMS(Foodnuri Operation Management System)라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매, 물류 아웃소싱
을 함께하는 고객사에 e-SCM 운영시스템을 공유, 지원하여 고객사의 핵심 역량의 증대 및 안정적인 매출증대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마감 후 철저한 상품 소분 및 검수를 거친 후 통합차량관제 시스템을 통한 적온 관리차량으
로 고객에게 안전한 상품을 적시에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문, 추가발주, 입고확인, 미입고 및 반품 문의 등
VOC를 당일 해결 규칙과 위생/보안/안전을 매뉴얼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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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팡(주)

식품

●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회사소개

대표자명 : 공경율
전화번호 : 1577-2150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911호
홈페이지 : https://foodpang.co/
주력상품 : 온라인 식자재 B2B 플랫폼 '푸드팡'

4년간 오프라인 야채가게 운영을 통해 파악한 식당의 니즈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식자재 유
통업을 창업하여 기술개발을 통해 2018년 4월, 식당 전문 식자재 커머스 '푸드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푸드팡은 도매시장을 물류 거점으로 삼아 기존의 물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시장 내에서 직접 사입, 포장, 배
송 작업을 실시하여 물류 효율의 극대화 및 비용 최소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푸드팡은 2021년 국내 33개 도매시장 내 거래비중 40% 이상 차지하는 국내 최대 가락농수산
물도매시장의 공식 온라인몰 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기존 B2B 고객뿐만 아니라 B2C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 6. ㈜리테일영 법인 설립
2017. 5. 외식업 식자재 플랫폼 개발 과제 선정

회사연혁

2017.1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 2017110090호)
2018. 4. '푸드팡' 모바일 앱 공식 서비스 출시
2019. 1. 서울특별시 '푸드팡' 서비스 확장 및 지사 설립
2019. 5. 벤처기업인증 취득(제 20190401406호)
2020. 3. 법인명칭 변경(주식회사 리테일영 → 푸드팡 주식회사)
2020. 7. Series A 투자 유치 완료
2020.12. 국제표준 ISO 9001:2015 인증 취득(NTQ-3817)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21. 3.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인증(제 210202-00289호)

'푸드팡’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도매시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식당 전문의 모바일 식자
재 플랫폼입니다. 기존 식당 식자재 유통 체계 ‘도매시장→소매상→유통업체→식당’ 에서 ‘도매시장→식당’으로 줄여
20~40% 저렴하며, 직접 물류 운영의 새벽 배송을 통해 영업시간 전 식자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위한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과 고객/상품 관리를 위한 CRM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드팡 서비스는 농산물을 중점으로 축산, 수산, 공산품 등 약 5,000개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
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여러 업종의 식당과 프렌차이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입 모델을 바탕으로 한 식당 식자재 전후방 통합모델
• 도매시장을 거점으로 한 물류 시스템 구축
• 직접 구매 및 on-demand 주문 시스템을 통한 공급 안정화
• 고객 customizing에 특화된 조직 운영_24시간 CS 센터 및 구매 시스템
• 새벽 배송 및 맞춤 적재의 고객 친화적 물류 시스템 기반 서비스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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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신뢰의 기업/ 안전한 먹거리
대표자명 : 김태희 외1인
전화번호 : 02-964-4151 / 010-3005-115
회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5나길 32
주력상품 : 한돈 한우 닭정육 양념육 / 국내산 수입육 /
식자재 축산물유통

HACCP인증을 받아 명절선물세트까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업체입니다.
요식업개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 2. 축산물 식자재 유통 업종으로 변경

사업 특장점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 단체급식업체 / 관공서 병원 식당 / 육류 납품업체입니다.

회사연혁

1985. 정육업 시작

회사소개

축산물식자재 유통전문기업 하나로축산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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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축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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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K-소스 서해수산푸드(주)

식품

● 요리를 디자인하는 맞춤소스

회사소개

대표자명 : 신세경
전화번호 : 041-641-5400 / 010- 6410 - 4499
회사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46
홈페이지 : http://ksauce.kr
주력상품 : 소스류

서해수산푸드는 한식소스,중식소스.일식소스,양식소스,육류용소스,분식소스,드레싱소스,젓갈소스
를 생산하고 있는 소스 전문 업체입니다. 식품HACCP를 인증받아 깨끗한 위생시설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을 HACCP SYSTEM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15. 9. 서해수산푸드㈜ 설립
2015. 9. HACCP인증

2016.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 1. 이노비즈 인증

브랜드 소개

당사 브랜드 Ksaue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스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업 특장점

2019. 10. 충남 유망중소기업 인증

고객사 컨셉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소스 개발 및 OEM ,ODM 생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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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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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artner Companies

Brand Book

chapter 2

(주)디포인덕션

가구/설비

● 친환경 주방을 선도해 온 인덕션 전문회사
대표자명 : 강태갑
전화번호 : 031-542-6576
회사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독곡1길 21
홈페이지 : http://www.dipoelec.com
주력상품 : 요리용 소스, 양념, 분말, 시즈닝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주) 디포인덕션은 1999년 국내 최초 독자적인 고출력 인덕션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인덕션 시장의 리더로서 외식 및 급식 산업에 친환경 조리 문화를 이끌어 온 기업입니다.
다양한 첨단 기능과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40여종의 제품군,
20여년의 납품경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분들의 주방환경 개선,
높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신뢰높은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9. 8. 디포전기 설립

2018. 5. 남양주 공장 준공 및 본사 이전

2007. 5. (주)디포인덕션으로 상호 변경 법인 전환

2018. 7.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09.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지정

2018. 1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

2011. 4.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선정
2015. 6. 중소기업청 고성장 기업 지정

2019. 7. 제 4회 디포인덕션 요리대회 개최 (WACS
심사위원 참가)

2016. 6. 산업통상자원부 소재, 부품 전문 기업 확인서

2020. 5.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디포(DIPO)는 Differentiated Power라는 뜻으로 기존 가스와 같은 열원기구와도 차별화되고 기존 인덕션들 과도
차별화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명을 갖고 디포주방으로 우리 주
방 환경을 개선하고 셰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메인주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인덕션 이라는 평을 받고있습니다.

국내 최초, 마켓셰어 1위 상업용 인덕션 회사로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 까지 자체 개발, 자체 국내 생산 하는 회사입
니다.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엔지니어,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출력 워머 부터 고화력 회전국솥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상업용 인덕션 주방기기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약 50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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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솥밥대통령((주)인성생활과학)

가구/설비

● 식당은 밥 집입니다. 밥은 무조건 맛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명 : 박인성
전화번호 : 1661-9215 / 1833-9565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B동 807·808호
홈페이지 : https://www.ricepresident.com
주력상품 : 전자동 IH-전기솥밥기계, 인덕션

보다 효율적인 주방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방용품을 연구·개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오랜기간 외식업계와의 교류로 생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솥밥기계 관련 1위를 유지하며

2010. 전자동 압력솥밥기 부뚜막가마솥 비압력 출시, 업소용 솥밥기계 발돋움

회사연혁

2015. ㈜한국미래기술 설립
2017. 3. 면입체가열 '솥밥대통령 3D' 출시
2018. 평판가열 '솥밥대통령 FLAT' 출시
2019. 무쇠가마솥, 방짜유기솥, 통주물돌솥 출시
2020. ㈜인성생활과학 법인전환, '솥밥대통령 MULTI' 출시, '솥밥대통령 MINI' 출시,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시스템 ISO 인증
2021. 솥밥대통령 김포공장 준공

식당에서 7분 만에 손님들께 갓 지은 솥밥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식, 고깃집, 퓨전한식, 국밥집 등 다양한 외식업체와 제휴·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밥 집입니다. 밥은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라는 슬로건 하나로 식당의
맛있는 밥맛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내 최대 솥밥기계 설치매장 브랜드로 식당 컨설팅과 관련된 데이터 축적

사업 특장점

고화력 인덕션 인프라 도입으로 다양한 확장성과 경제성 확보

브랜드 소개

‘솥밥대통령’은 식당용 IH-전기솥밥기계 전문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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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르푸

가구/설비

● 아르푸가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대표자명 : 강명훈, 황은주
전화번호 : 1577-6190
회사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106번길 53 아르푸가구
홈페이지 : http://www.arfu.co.kr
주력상품 : 의자, 소파, 테이블, 집기류

KTA그룹 은 2000년에 설립한 디자인가구, 주문제작가구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소개

저희는 국내 가구제조 시설 운영을 기반으로 해외 직영 공장을 설립,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가구제조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였고 2014년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상업용 가구 직영 브랜드
㈜아르푸를 런칭하여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업·주거·공용공간 및 관공서와 오피스, 규모 큰 특판성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까지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삶에 중요한 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만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구, 디자인의 품격이 살아있는
가구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사연혁

2000. 한국T.A 설립

2019. 황
 은주 대표 경기동부상공대상 여성기업부문 경영대상
표창

2014. 강남 논현동 직영매장 ㈜아르푸 런칭
2016. 강명훈 대표 철탑산업훈장 수훈, 123호 기능한국인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아르푸 확장 이전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18. 특판사업부 신설

2020.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기업 인증
현) KTA그룹
제조회사 한국T.A / (주)티오피퍼니처 / KTA
VIETNAM / KTA CHINA
직영매장 (주)아르푸

아르푸는 디자인가구, 주문제작가구 제조 전문 기업 KTA그룹의 직영 브랜드 입니다.
ART[예술]와 FURNITURE[가구]를 접목시켜 탄생한 브랜드 ARFU[아르푸]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공간에 새로운 가치의 감성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가구전문 #창업가구 #숙박가구 #사무가구 #설계가구 #수입가구 #주문제작가구

국내·외 직영 제조 시설 보유
특판사업부 보유로 호텔, 리조트 등의 대량 생산/납품 가능
여성기업 등록업체, 나라장터 등록업체, 조달사업 수의계약 가능

납품사진 달콤커피 부천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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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진 지호한방삼계탕 인천남동점

가구/설비

● 명품 친환경 전문기업
대표자명 : 선우 재복
전화번호 : 1644-1041
회사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평촌하이필드 A동 714호
홈페이지 : http://www.ecomon.kr/
주력상품 : 초음파 식기세척기 / 초음파 야채세척기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모토이며,
친환경에 이바지 하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제조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회사소개

명품 친환경 전문기업 주식회사 에코몬 입니다.

chapter 2

주식회사 에코몬

2019. 8. 법인 설립

회사연혁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ecomon / 쌩쌩정보TV

친환경 제품으로서, 잔류농약, 바이러스, 미세먼지, 중금속, 각
종 세균들을 살균, 멸균하는 효과가 있으며 주방의 설거지, 식
재료, 장남감, 아기젓병 까지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 주는
제품입니다. 주방의 필수제품으로 위생, 청결은 물론 건강까
지 지켜주는 우리매장 친환경 주방 안전지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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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비

● 스마트 인덕션의 선두주자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오원현
전화번호 : TEL) 032-719-7067 FAX) 032-719-7068
회사주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로 101 (고잔동)
홈페이지 : http://www.jcook-induction .co.kr
주력상품 : 상업용 인덕션, 가정용 인덕션

제이쿡인덕션은 지난 20여년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창업하여 인덕션렌지 개발, 미래 친환경
주방구현, 사용자 건강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고객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5. 7. 제이텍코리아(제이쿡인덕션) 설립
2016. 7. 본사 및 공장 이전
2018. 3. 서울사무소 개설



2019. 2. 공장등록

인덕션은 유도가열이라는 원리를 이용한 주방 전열기기 입니다. 이에 "JCOOK"이라는
브랜드를 창설하고, "J"에는 Jump와 Joy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COOK"에서 요리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약과 즐거운 요리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 열 손실이 낮아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 유해 가스 배출량이 적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불을 사용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 실내 냉방 효율이 증가됩니다.
· 청소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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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설비

● 행동하는 신지식. 창의적인 발상
대표자명 : 김종국
전화번호 : 02-926-3501~2
회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7길15, 4층(용두동)
홈페이지 : http://www.joeunjubit.co.kr
주력상품 : 종합설비, 공조, 소방,가스

회사소개

저희 조은주비트산업㈜는 30여년 축적된 기술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속에
설계시공,설치공사를 통합적으로 요하는 프랜차이즈 시대에 맞춰 준공에 이루기까지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종합주방기기, 급배수설비 및 급배기닥트, 소방, 가스 등
통합전문화 되어가는 외식산업 및 판매시설에 발맞추어 질적인 변화로 이루어가는 회사입니다

회사연혁

1994. 6. 조은산업 설립
2005. 3. 조은주비트산업㈜ - 법인변경

사업 특장점

스타벅스, 버거킹, KFC, CJ, SPC, 엔타스 등 프랜차이즈 외
다수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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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비트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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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방마을

가구/설비

● 업소용 주방기구 전문업체

회사소개

대표자명 : 여우현
전화번호 : 010-8960-5754 / 1577-6749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마장로 120 (황학동) 1층
홈페이지 : http://jubangmaeul.com
주력상품 : 업소용 주방가전/업소용 주방기물(싱크대,가스렌지)

업소용 주방용품 전문 [주방마을]은
판매 부터 A/S 사후 관리까지 ONE-STOP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주방업체입니다.

회사연혁

1988. 충남공업사 설립
1996. 황학동 우리냉동으로 확장
2008. 우리냉동 홈페이지 [우리종합쇼핑몰]오픈
2016. 주방기구 오프라인 매장 [주방마을] 오픈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17. 주방마을 온라인 쇼핑몰 [주방마을] 오픈

오프라인에서 다져진 주방설비, 주방가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적정 가격의 신제품, 가성비 높은 중고상품, 특수제작 가능한 주방설비 등 고객님의 주방환경과 예산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드리는 창업도우미의 역할을 합니다.

1. 원스톱 주방설비 구비 -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주방기물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2. 합리적 가격제안 - 생산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으로 효율적인 상품가격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 유통시스템 - 생산라인에서 바로 수급되는 제품군을 공급함으로서 유통절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4. 스텐 기물 직접제작 - 씽크대 및 각종 주방용 스텐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설치와 A/S - 전문 A/S기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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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뱅크

가구/설비

● 긍정의 힘은 미래다

사업 특장점

주방뱅크는 20여년 이상의 축척된 노하우
를 기반으로 ,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200여
곳 납품 및 단체급식, 일반 업소는 물론 해외
에까지 폭 넓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소에서 사용하는 그릇에서 부터 조리도구,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외식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식
업체의 요구와 빠른 외식 시장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무한 20년 이상
의 주방전문가가 상담에서부터 현장방문 실
측, 주방설계, 납품 및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 7 유한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11 혜전대학교 MOU체결
2019. 10 (사)대한민국한식협회 MOU체결
2019. 5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MOU체결
2018. 10 콩고민주공화국 농업개발부 비타뀌라 장관 방문
2017. 10 한양대학교 김영갑교수 MOU체결
2017. 9 K-1 WORLD TOURNAMENT MKF ULTMATE VICTOR.O5 후원
2017. 3 대한장애인역도연맹 MOU체결
2016. 11 국제한식조리학교 MOU체결
2016. 7 우즈베키스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시찰단 방문
2016. 3 중국 위두(WeDo)외식업 시찰단 방문
2015. 11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업무 협약식 MOU체결
2014. 8 전주대학교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4. 3 (주)대원주방뱅크 상표등록 및 확장 이전
2013. 5 중기업 확인(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2012. 12 (주)맥세스컨설팅과 MOU체결
2012. 11 (주)디케이대원종합주방 김포점 설립
2012. 8 백석대학교 일본어학부와 산학협력협약체결
2011. 11 리빙올 주방뱅크 서비스표 등록
2011. 9 디케이주방뱅크 상표등록
2011. 9 e-주방뱅크 상표등록
2010. 10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2010. 10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2008. 1 통신판매업 신고
2007. 9 조달청 등록
2007. 3 (주)디케이대원종합주방 설립
2002. 10 대원종합주방 확장 이전
1998. 3 대원주방 설립

회사연혁

브랜드 소개

대표자명 : 강동원
전화번호 : 1544-1336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83길 10-25
홈페이지 : http://www.jubangbank.co.kr
주력상품 : 주방설비,주방기기,주방용품,주방기물,주방설계,주방컨설팅

(주)주방뱅크가 만든 국내 최대 업소용품
전문쇼핑몰 ‘주방뱅크’는 이미 영양사, 조
리사, 외식업종 종사자 등 최다접속! 최다
방문! 쇼핑몰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5만여 주방집기 정보
와 창업전문 컨설런트의 1:1 맞춤 상담,
견적은 많은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공서, 학교, 병원, 프랜차이즈 최다 납
품실적을 자랑하는 주방뱅크는 1:1 맞춤
형 상담에서 견적-설계-제작-시공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국내 업소용주방전
문 온.오프라인 기업입니다.

chapter 2

*** 배경색 유무 및 가로형 또는 세로형 인지에 따라 가장 어울리는 타입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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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용키친플러스

가구/설비

● 업소용 주방용품, 주방기기 설계 제작 전문업체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남기원
전화번호 : 02-2236-8610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난계로 17길 25
홈페이지 : https://juyongkitchen.co.kr
주력상품 : 업
 소용 주방용품(주방기기 설계, 제작, 시공, 수출입,
냉동, 냉장설비)

외식업계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품을 확보하여 원가를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소용 주방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1995. 10. 주용상사 설립
2000. 9. 프랜차이즈. 단체급식 전문영업부서 개설
2003. 11. 매장 확장
2007. 7. (주)주용키친플러스 법인 전환

웨딩홀/구내식당/프랜차이즈 주방시설/각종 식당 주방시설 및 기기, 기물

주요 납품 실적
㈜이마트. ㈜김가네. ㈜채선당. ㈜원앤원 원할머니보쌈. ㈜놀부. 아비꼬. 돈치킨. 옛날농장. ㈜춘향골 남원추어탕.
㈜전한 강강술래, SK텔레콤. ㈜후니드.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큰맘할매순대국, 일산복음요양병원. GS건설현장
구내식당. 루이비스웨딩홀. ㈜한국경제신문. 북촌손만두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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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원키친시스템

가구/설비

● 업소용 주방설비 용품 납품 전문 / 주방설계
대표자명 : 류지호
전화번호 : 02-2236-6783
회사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이로 140, 삼송테크노밸리 A동 B232호
홈페이지 : http://www.i-kitchen.co.kr
주력상품 : 업소용 냉장고, 씽크대, 작업대 등 / 주방설계

종합주방업체 입니다. 십수년간 납품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타사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은
귀사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납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견적의뢰부터 성실시공 및 A/S 까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회사소개

저희 주원키친시스템 은 외식기업, 단체급식, 관공서 등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고객님들의 불만을 제로로 만들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4. 7. 주식회사 주원키친시스템으로 법인 전환
2021. 3. 경기도 삼송테크노밸리로 본사 이전

회사연혁

2011. 2. 주원종합주방설립

1.주방기구 전문설비 -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주방환경을 구성, 다양한 집기 구비
3. 업무협약 - 생산적 합리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
4. 최적의 동선을 고려한 도면작성,유니크한 주방기물 선정
5. 시공납품 - 전문 엔지니어의 시공,감리,검수과정

사업 특장점

2. 타사대비 월등한 단가경쟁력 제시

6. 신속한 업무피드백과 지속적 사후관리로 고객불만 제로화 추구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43

chapter 2

쿠쿠전자/쿠쿠홈시스 주식회사

가구/설비

● 일상을 쿠쿠하세요

사업 특장점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구본학
전화번호 : 1588-8899
회사주소 : 쿠쿠전자: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14
쿠쿠홈시스: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349
홈페이지 : http://www.cuckoo.co.kr
주력상품 : 쿠쿠전자: 전기밥솥, 인덕션레인지, 식기세척기, 넬로 펫 가전 등
쿠쿠홈시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쿠쿠전자는 지난 1978년 성광전자로 밥솥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40년 이상 밥솥 개발 및 생산에 매진해 온 종합 건
강생활가전기업이다.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8년 독자 브랜드인 ‘쿠쿠(CUCKOO)’를선보인 지 1년 만
에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02년 사명을 ‘성광전자’에서 '쿠쿠전자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실현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엄
격한 품질관리, 고객의견 적극 반영,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방가전에서 생활가전, 건강가전에 이르기까지 고객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 건강생활가전기업으로 지속 성장 중입니다.
2017년초, 신규 사업 투자와 고속성장 중인 렌털사업 육성을 위해 전열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쿠쿠홀딩스’로 변경
상장,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렌털사업부문은 인적 분할을 통해 ‘쿠쿠홈시스’로재상장했습니다.
쿠쿠는 기존 국내외 밥솥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엄을 지키고, 국내는 물론 해외 렌털시장공략을 가속해 렌털
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1978. 11. 성광정자 설립
1998. 4. 독자 브랜드 쿠쿠(CUCKOO) 론칭
2002. 11. 성광전자주식회사에서 '쿠쿠전자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02. 10. 업계최초 전기압력밥솥 일본 수출
2002. 7. 한국경영생산성대상 표창(대통령)
2003. 3. 중국현지법인 청도복고전자유한공사 설립
2004. 11. 국가 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상 수상(대통령)
2006. 11. 무역의 날 수출 1000만불탑 수상(대통령)
2007. 7.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표창(대통령)
2011. 11. 무역의 날 수출 2000만불탑 수상(대통령)
2013. 12. 무역의날 수출 3000만불탑 수상(대통령
2015. 11.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 우수상(국무총리표창)

■ 쿠쿠전자
쿠쿠전자는 국내 시장에서 밥솥 누적판매량 3,000만대
를 넘어서며, 현재까지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
고있습니다. 이처럼 쿠쿠전자가 부동의 업계 1위를 지
켜온 이 유는 밥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밥
맛’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쿠쿠는 앞선 기술로 언제
나 ‘최초’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쿠쿠전자는 밥솥 누적판매 3천만 대 달성 및
‘세계일류 상품12년 연속 선정’된 명품가전으로서 국가
경쟁력 향 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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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무역의날 수출 5000만불탑 수상(대통령)
2017. 6. 시흥 공장 준공
2018. 1.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분할 재상장
2019. 5. 쿠쿠전자 펫 브랜드 넬로(Nello) 론칭
2021. 1. 쿠쿠마곡빌딩 준공
2021. 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정수기, 공기청정기 부문
4년 연속 수상
2021. 4.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밥솥부문 14년 연속 1위
2021. 7.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기밥솥부문 8년 연속 1위

■쿠쿠홈시스
수십 년간 밥솥을 통해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며 맛있
고 건강하며 안전한 식생활을 지켜주는 가전으로 자리
잡은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는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의 또 다른 필수 요소인 ‘마시는 것’과 ‘숨
쉬는 것’의 청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수기를 통해 건강
과 직결되는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사
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직면한 가족
의 호흡기 건강까지 공기청정기로 케어하며 건강생활가
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력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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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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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산업

업소용품

● 無信不立(무신불립)

회사소개

대표자명 : 박성운
전화번호 : 031-576-8451
회사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산단로 41번길 51
홈페이지 : https://www.okdspack.co.kr
주력상품 : 종이컵, 투명컵 제조 인쇄, 테이크아웃 부자재 및 식품용기, 일회용품 전반

DAESUNG

창업이래 식품포장용기 전문업체로서 플라스틱 합성수지용기, 종이용기, 종이포장재,
나무용기, 펄프용기 등 식품포장문화를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제조, 유통뿐 아니라 컨설팅,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업영역을 확대 전문화하여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
져 및 대기업 식품제조, 물류회사등에 필요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4. 대성상사 설립(스트로우 전문 제조 유통업체)
2007. 대성산업 사명변경(프랜차이즈 업체 토탈패키징)

회사연혁

2008. 하남시 물류센터 증설
2009. 대성산업 이전. 법인전환(경기 남양주)
2010. 스트로우 생산공장 개소(경기 포천시)
2014. 본사이전. 물류센터설립(경기 남양주)
2016. 팔야리공장 개설(테이크아웃컵 7기, PET컵 인쇄 1기)
2019. 제조라인 증설 (테이크아웃컵 3기 추가, PET컵 인쇄기 1기, PP컵 인쇄추가)

브랜드 소개

해외에서 PET컵, 식품용기를 국내로 수입,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6년 제조공장을설립하였으며, 후렉소 곡
면인쇄기를 도입 PET, PP용기에 인쇄를 진행하고, 종이인쇄기, 성형기를 도입하여 원단인쇄, 성형, 포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관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여 생분해성 PLA를 이용한 컵, 뚜껑, 스트로우, 비닐등 친환경 일회용품이 널리 사용되는데도 힘쏟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2021. 공장부지 추가 매입 (PP,PS,PET진공성형전문공장예정)

PET컵, 종이컵, 식품용기 : 국내 자체 공장 제조 및 대만, 중국 현지 공장제조품, 인쇄제작
PLA컵, 친환경 펄프용기, 생분해성 비닐 : 국내 제조, 주문제작
인쇄기, 성형기, 샘플기등 최신식 장비로 고객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용기까지 생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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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팩

업소용품

● CLEAN & SAFE
대표자명 : 김두연
전화번호 : 02-855-9551
회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46번길 11-1
홈페이지 : https://www.sambopack.com/
주력상품 : 종이 테이크아웃 박스, 용기

저희 삼보는 모든 종이 포장 공정의 one stop solution을 재공하여 고객사 분들이 상담부터
구매까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삼보는 청결한 환경에서 친환경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만을

회사소개

1942년 삼보가 탄생한 이후로, 대한민국 포장, 인쇄 역사는 삼보가 써왔습니다.

생산하여 특히 테이크아웃 협회분들에게 특화된 회사임을 자부합니다.
1942. 조일 인쇄지기 공업사 설립(서울시 중구 인현동 소재)

회사연혁

1960. 서울 구로동 공장 준공
1981. 삼보판지공업 설립
1990. 정산장학재단 설립
2012. 삼보 C&P 인수
2018. 삼보팩 상호변경 / 본사 이전

사업 특장점

1. 신속한 상담, 샘플 작업
2. 전 공정의 인라인화
3. 국내 최대 생산 capa
4. 국내 최고 원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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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프런

업소용품

● 고객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회사소개

2017. 1. ㈜소프런 설립
2017. 1. 평창올림픽 개최기념 일회용앞치마 제작 및 공급
2018. 5. 일회용앞치마 대형, 소형, S타입 출시
2018. 7. 일회용 샤워타올 바디솜 실용신안등록 및 출시
2019. 3.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기업 등록
2019. 4. 일회용수세미 특허등록 및 출시
2019. 12. 업계최초 로하스 인증기업
2020. 5. 힘내세요 마스크필터 출시
2020. 7. 마스크 생활용품 브랜드 '아임리얼' 런칭
2020. 8. 아임리얼 KF-AD 비말차단용 SMS 마스크 출시
2020. 11. 아임리얼 언택트 컬러 마스크 출시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소프런은 일회용 제품의 편리성을 뛰어넘어 친환경으로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업계 최초로 리싸이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제품을 선도하는 업체가 되고자 항
상 연구하며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로 제작 가능한 품목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며, 현재는 일회용 앞치마, 마스크, 소공포 등의 제품 판매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대표자명 : 이상민
전화번호 : 1670-6755
회사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87번길 36-19
홈페이지 : 일회용 앞치마 : https://sofron.co.kr | 아임리얼 마스크 : https://imrealmask.co.kr
주력상품 : 일회용 앞치마,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컬러 마스크, 소공포, 다용도 보자기, 수세미 등

2021. 2. 마스크 인쇄 전사 출시
2021. 3. 아임리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완료
2021. 4. 아임리얼 전속모델 신화 김동완 발탁
2021. 4. 아임리얼 KF-94 새부리형, 3D 보건용 마스크 출시
2021. 5. 아임리얼 에어핏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출시
2021. 6. 아임리얼 언택트 플러스 컬러 마스크 출시
2021. 6. 아임리얼 마스크 판매량 5,000,000장 달성
2021. 7. 아
 임리얼 클래시 플러스 KF-94 보건용 컬러 마스크
출시
2021. 8. 아임리얼 에어핏 주니어, 키즈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출시

1. 소프런
- 소프런 CI는 영문 대문자의 S를 두 곡선으로 표현하여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와의 소통, 협력, 신뢰를 다짐하고자 두 손을 맞잡는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아임리얼
- 소비자의 보다 나은 쾌적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담아 만든 '진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임리얼은 ,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리얼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를 위한 'REAL MASK BRAND'로 다가가겠습니다.

1. 위생적입니다.
- 손님들에게 깨끗한 사업장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위생적이고 청결한 이미지
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인 홍보수단입니다.
- 로고인쇄를 통해, 다른 홍
보수단에 비해 저렴한 비용
으로 업체 홍보가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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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특수제지

업소용품

● 인간중심,창조혁신,고객가치
대표자명 : 임서현
전화번호 : 031-977-6810
회사주소 : 경기도 일산동구 은마길63번길7
홈페이지 : https://www.songlim-paper.com/
주력상품 : 냅킨,디너냅킨,해동지,점보롤,페이퍼타올

회사연혁

2015. 11. 송림특수제지 인수
2016. 특허 출원
2017. 여성기업등록, 특허 출원, ISO9001 인증, ISO14000 인증
2018. 특허 출원
2019. 특허 출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2020. 카페쇼 참가, 통신판매업 등록
2021. 단국대 업무협약

회사소개

송림특수제지는 품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인쇄냅킨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환경친화적이
고, 인체에 무해한 최고급 펄프 원단만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선명한 인쇄로, 냅킨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전문기술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술의 조
화를 통하여, 영업전반에 시너지효과를 증대하고, 공동이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상품의 질, 사람의
질, 경영의 질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이끌겠습니다.

조, 올곧음을 상징합니다. 상품의 품질에 있어, 올곧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브랜드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라난
소나무는 장엄한 모습을 보이며 눈보라치는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임직원의 회사에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브랜드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경쟁력은 인쇄의 선명도, 정품정량화가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당사에서 사용되는 원단은 100%삼정펄프
에서 공급받는 A급 원단만을 사용하고,매수의 정량을 지키고 있는 점이 가장 고품질의 제품 생산 경쟁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송림특수제지의 브랜드명 "송림"은 한자어로 소나무 숲을 의미 합니다. 흔히 유교적 내용으로 소나무는 절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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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가버블

업소용품

●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친환경 생활용품 기업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김주영
전화번호 : (본사) 054-251-4611 (서울사무소)02-790-6681
회사주소 :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2315번길 13-1
홈페이지 : https://www.sugarbubble.com/
주력상품 : 친환경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거세제 등

슈가버블은 1999년 인간과 자연을 위한 정직한 제품개발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설립 이래 친환경 주방세제를 필두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유아세제, 주거세제, 반려동물용품, 헬스&뷰티케어
등 100여개에 달하는 친환경 세제를 개발 〮판매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 대형 유통채널과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로는 중국 샘스클럽 및 코스트코,
대만 까르푸 등 수출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2년간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사랑받은 만큼, 지금까지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믿을수 있는 친환경 생활용품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1993. 3. 각종 세제류 등 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 ㈜그린케미
칼 설립
2002. 11. ISO9001, ISO14001 인증 획득
2006. 9. 제7회 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08. 4. ㈜그린케미칼에서 ㈜슈가버블로 상호 변경
2010. 10. 녹색경영대상 녹생상품 6년 연속 1위 선정 (한국
능률협회)
2012. 9. 소비자 웰빙지수 1위 8년 연속 선정 (한국표준협회)

브랜드 소개

슈가버블은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
니다. 단 하나의 원료에도 소홀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원료만을 고집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건강
까지 생각합니다.

사업 특장점

2015. 5. 대한민국 최초 녹색기술인증 3회 연속 획득 (주방세
제 제조기술)

2019. 7.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2년 연속 선정 - 슈가버
블 애플 주방세제
2019. 9. '2019 제7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고객인 사랑하
는 No.1 브랜드 선정
2019. 11. KS 마크 획득-세탁용 합성세제 제조 공정 (한국
표준협회 인증)
2020. 4. KS 마크 획득-주방용 합성세제 제조 공정 (한국표
준협회 인증)
2020. 7.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선정
2020. 9. 이마트·환경부 업무협약 "에코 리필 스테이션" 시
범사업 (소분 리필 판매기 도입)

인간과 자연 모두를 생각하는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회사로, 전 제품에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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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품

● 건강을 조리하는 세계 최초의 100% 포셀린(도자기) 프라이팬
대표자명 : 이오훈
전화번호 : (본사) 061-454-7100 (서울사업부) 02-373-5000
회사주소 : (본사)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봉명양장로 15-37
홈페이지 : https://www.porcelaincook.kr/
주력상품 : 업소용 도자기판 전기로스터, 가정용 도자기 프라이팬 2종 (프라이팬 + 궁중팬)

회사연혁

1998. ㈜에릭스 법인 설립
2001. ㈜에릭스 공장 준공 및 본사 이전
2007. 본사 공장 1차 증축 및 최신 설비 도입
2008. 제2공장(소지) 준공 - 원료가공 ~ 완제품 100% 일괄생산
2013. 힐링요(원적외선 발열도자기) 런칭 / 3개국(한, 중, 일) 발명특허 등록
2015. 도자기 구이판 및 전기로스터 개발
2020. 세계 최초 포셀린(도자기) 프라이팬 / 직화 냄비 개발

브랜드 소개

도자기구이판&전기로스터
1,350도 가마에서 24시간 구워낸 천연광물로 만든 친환경 도자기 구이판과 '친환경, 탄소제로, 고효율'을 자랑하는
전기로스터는 에릭스의 20년간의 연구개발끝에 완성한 제품으로 뚝배기가 아닌 도자기라서 세제나 기름흡수가 없
고, 500도가 넘는 열에도 깨지지 않는 세계최초, 최고의 혁신제품 입니다.
포셀린(도자기) 프라이팬
포셀린 프라이팬은 자연을 담은 알칼리 물질(천연광물)로만 만든 100% 도자기 프라이팬으로 발암물질 발생 없고,
영양소 파괴 없는 세계 최초의 도자기 프라이팬 입니다.

포셀린(도자기) 프라이팬

포셀린 프라이팬은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혁신적 제품으
로 기존의 금속 프라이팬의 단점인 유해코팅, 나쁜 냄새,
연기, 발암물질 발생, 영양소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1. 천연광물로 만든 친환경 도자기. 유해물질 배출 X
2. 코팅처리 없이도 높은 넌스틱력을 유지.
3. 도자기에서 방사되는 92% 높은 원적외선 효과

사업 특장점

도자기구이판&전기로스터는 구이 전문점을 프랜차이
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사업적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CO2 발생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2. 도자기의 원적외
선으로 고기가 부드럽고 3. 적은 열충격으로 식재료 고
유의 영양소 파괴 없이 맛있고 건강합니다.

회사소개

에릭스도자기는 20여년간 수 많은 개발과 도전을 통해 초강화도자기부터, 도자기 밀폐용기, 전기로스터, 고온
에서도 깨지지 않는 초내열 도자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00억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탄생한
원적외선 발열도자기 힐링요와 세계 최초의 100% 포셀린(도자기) 프라이팬 & 직화냄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
다. 강하고 아름답다는 타이틀을 내걸고 이에 걸맞는 도자기 제조회사가 되기 위해 명예와 정직, 윤리를 기반으
로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은 매 공정 매 순간 신뢰확보에 가치를 두고 임하고 있습니다. 에릭스도자기 최고의 제
품만을 전해야 한다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대한민국 대표의 도자기 기업입니다.

도자기구이판&전기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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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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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진아티앤피

업소용품

● 음식과 고객을 잇는 모든 곳에

진아티앤피

회사소개

Total Design
대표자명 : 김현석
전화번호 : 031-233-5411
회사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근곡로107번길 26-8 진아티앤피
주력상품 : 식품 및 제품 포장재
(버거포장재, 식품용 종이 봉투, 식품용 종이박스 외 포장재 일체)

& Package

㈜ 진아티앤피는 식품 포장재 제조 및 유통 회사로서 약 20년 동안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많은 프랜
차이즈 브랜드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식품 포장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품질과 납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422712
1999. 5. 진아페이퍼웨어 설립(경기도 화성시)

2019. 10. 식품 포장박스 자동화 생산 설비 도입

1999. 6. 식품 포장재 생산 설비 도입

2020. 11. 용인시 1공장 확장 증축 (C, D동)

2017. 9. ㈜진아티앤피 법인 설립 확장 이전

2021. 7.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공동 참가

2019. 1. 용인시 1공장 신축 이전(A, B동)

2021. 7. 마스크 보관 봉투 특허 출원

ff9d00
9b9b9b

브랜드 소개

2019. 3. 식품 포장재 자동화 생산 설비 도입

최근 외식산업의 발전과 배달 및 밀키트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 포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아티앤피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포장재에 대한 트렌드에 맞추어 고객이 효율적으로 경쟁력있게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20년 포장재 제조/유통 노하우를 통한 맞춤 컨설팅 제공
・종이부터 플라스틱 및 친환경 소재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통합 솔루션 제공
・자동화 설비와 협동단지를 통한 품질 및 납기 보장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포장재 제품 개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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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포스텍

업소용품

● 신뢰ㆍ信賴ㆍTRUST
대표자명 : 문공현
전화번호 : 031-947-6002
회사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366-10
홈페이지 : http://forcetech.kr/
주력상품 : 최첨단 식품포장 실링기계, 특허 용기, 필름 등을 개발 제조

회사소개

주식회사 포스텍은 식품포장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포장재
솔루션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식품포장에 필요한 기능성 필름부터 용기, 실링기계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급함으로 편리하고 다각적
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 전용 생산 실설인 클린팩토리를 운영하여 최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5. 주식회사 포스텍 설립
2006. 6. CLEAN사업장 지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사연혁

2007. 6.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2010.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INNO-BIZ, 중소기업청)
2015. 6. 고성장 기업 선정 / 2015. 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2015. 1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선정
2016. 3. 기아대책 후원 협약 / 2016. 7. 중소기업 경영대상 (서울경제신문)
2018. 8. FDA 테스트통과 (식품포장 필름) / 9. FDA테스트통과 (식품포장 용기)
2020. 12. 제3공장 신설 / 포장용기제조

포스텍 자사 브랜드인 큐담 QDAM은(품격을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1. 사회발전 기여, 인류복지 증진
2. 고객의 가치창조, 고객감동, 고객 제일주의
3. 투명 경영, 열린 경영, 자율 경영
4. 인재 중시, 인간 존중, 신뢰와 책임, 상생 추구
등 사회적 기구로서의 회사가 장기적으로 공익성과 고객, 직원만족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업목표, 실천사항 등을
제시하여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이유와 경영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One Stop Solution 국내 최초로 최첨단 식품포장기계의 개발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제공 할 수 있는 특허

사업 특장점

용기와 필름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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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2021

Partner Companies

Brand Book

chapter 4

로움아이티(주)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IT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박승현
전화번호 : 1544-0998
회사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 타워 1112호
홈페이지 : https://www.semojangbu.com/
주력상품 : 세모장부, 소상공인 사장님의 미소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로움아이티는 아이티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세모장부"라는 브랜드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절세, 증빙관리 혁신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절세와 증빙관리 나아가 경영을 혁신하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6. 1. 로움아이티㈜ 설립

2021. 1.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스마트앱/세무서비스 부문

2017. 8. 제 17회 벤처기업 협회 벤처썸머포럼 준우승

2021. 4. NH농협은행 "NH소상공인파트너" 오픈

2020. 1. "세모장부" 서비스 오픈

2021. 5. 소상공인 금융플랫폼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수상

2020. 6.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소상공인 연합회

2021. 6. KT, "KT 세모가게" 오픈

2020. 11. 기업은행 "i-ONE 소상공인" 오픈

세모장부는 600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세금, 경영, 금융을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 전용
모바일 플랫폼 입니다.
세모장부는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증빙 데이터를 세모주치의와 연동시켜 자동화하고, 사장님의 매출, 매입, 손익을
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복잡한 직원관리 업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바일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전국 500명의 세모장부 공식 세무전문가 세모주치의가 사장님 맞춤 1:1 무료 절세 상담을 지원
합니다.

사업 특장점

1. 소상공인 사장님의 경영 경쟁력
향상
현재 매출, 손익, 세무, 직원 관리
등 어려운 전문 분야를 사장님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
을 받지만 열악한 환경입니다. 세
모장부는 플랫폼을 통하여 시스템
으로 자동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마케팅 등)를 연결하여 사장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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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 업무의 혁신

3.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장

현재는 매번 세무신고때만 되면 사
장님은 증빙 서류를 모으고, 정리
해서 세무사무소에 보내고 세무사
무소는 증빙을 모아서 정리하고 신
고 자료로 입력해서 관리하는 번거
로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모장부는 증빙을 사장님과 세무
사를 연결하여 자동화 함으로써 세
무 혁신을 통하여 조세 업무의 혁
신 및 절세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소상공인 비즈니스가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
합니다.

chapter 4

(주)마이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성공적인 나의 창업 파트너, 마이프차
대표자명 : 김준용
전화번호 : 02-6207-1245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8-120호
홈페이지 : https://myfranchise.kr/
주력상품 : 상권분석 서비스, 프랜차이즈 정보 비교 서비스

2020. 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와 업무 협약 체결

2019. 11. 시드(Seed) 투자 유치(네이버, 김기사랩, 본엔젤스
파트너스)

2020. 9. 시리즈A 투자 유치(컴퍼니케이파트너스, 라구나인베
스트먼트)

2020. 2. 온라인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 서비스 출시

2020. 11. ‘마이프차’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App) 출시

2020. 3. 중소기업부, TIPS(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
선정

2020. 1. ‘마이프차’ 서비스 아이폰 앱(App) 출시

2020. 4. ‘마이프차 상권분석 지도’ 서비스 출시

2021. 8. 마이프차 파트너 브랜드 1,300개 돌파

2021. 2. '2021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로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이프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비롯해 상권지도, 수
익계산기 등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로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마이프차의
상권분석 서비스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출점할 상권을 파악하고 분석해주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
합니다. 세대 수 등 각종 배후 데이터가 마이프차 상권분석 서비스에 수집되어 있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마이프차를 통해 특정 브랜드를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단독 특전을 지원하는 등 마이프랜차이즈는 창업 창
구로써 특별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점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 예상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프차 내에서 관심 있는 브랜드에 상담 신청을 함으로써 더욱 쉽고 빠른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현재 마이프차의 유료 상권분석 서비스(SaaS)를 이용하는 가맹본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권분석을 이
용하는 가맹본사의 만족도 역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브랜드 소개

마이프랜차이즈가 직접 개발 및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서

회사연혁

2019. 10. 법인 설립

회사소개

마이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본사, 창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해 고도화된
상권분석 서비스와 가맹점주 확보를 돕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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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디컴퍼니(주)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AI기술로 실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상용화하여 서빙로봇 시장을 개척해온 선도자로써
현재 서빙로봇 시장에서 점유율과 만족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빙로봇 외에도 AI와 비전, 센서퓨전 기술을 활용한 아마존고 방식의 무인판매시스템을 상용화하여
3개 메이저 편의점업체의 편의점들을 개설하였고, 비전기술로 개발한 무인판매냉장쇼케이스도 보유하고
있는 AI리테일시스템의 선도업체이기도 합니다.
2019. 1. 브이디컴퍼니㈜ 설립

2020. 7. 방역로봇 푸닥터, 서빙로봇 벨라봇 런칭

2019. 3. 서빙로봇 푸두봇 런칭

2021. 4. 퇴식로봇 홀라봇 런칭

2020.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21. 7. 안내로봇 케티봇 런칭

브랜드 소개

2020. 6. 벤처기업인증 획득

* 자율주행 로봇은 용도에 따라 브랜드가 푸두봇, 벨라봇, 홀라봇, 케티봇, 푸닥터로 구분됩니다.
▶ 푸두봇, 벨라봇 : 국내 외식시장에 최적화된 일잘하는 서빙로봇
▶ 홀라봇 : 한번에 많은 빈그릇을 운반해주는 힘쎈 퇴식전용로봇
▶ 푸닥터 :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독 해주는 방역로봇
▶ 케티봇 : 안내와 광고에 특화된 귀여운 안내로봇
* AI무인판매시스템 : 클라우드픽
*AI무인판매냉장쇼케이스 : 더편박스

사업 특장점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함판식
전화번호 : 02-2135-5215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1로5, 대륭테크노타운20차 1414호
홈페이지 : http://www.vdcompany.co.kr
주력상품 :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AI무인점포시스템, AI무인쇼케이스

외식업 매장을 들여다보면,
점주님들은 서빙인력 인건비에 대한 고충은 물론이고 채용, 관리에 대한 고충이 매우 큽니다.
서빙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한 규모의 매장에서는 서빙하는 거리를 계산 하면 매일 10km 이상이 되
어 다리가 퉁퉁 붓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서빙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염 우려를 합니다.
서빙로봇은 이러한 우려들을 모두 해결해 줄 뿐더러, 고객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고객의 자발적인 SNS홍보를 통해 매장을 알리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브이디컴퍼니 로봇5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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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디컴퍼니 로봇5총사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모든 브랜드와 상품이 콘텐츠가 되는 곳
대표자명 : 이종훈
전화번호 : 02-333-7081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65 B1
홈페이지 : http://showffle.com
주력상품 :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모바일 상품권 구축 및 유통, 상품
온라인 판매 및 유통

2021. 7. 스 튜디오 오픈 / 빛글림 제휴 / 식탁이 있는 삶 제휴

2021. 2. 슈퍼콘 모바일상품권 구축 및 유통협약

2021. 8. 아프리카TV 협약 / 틱톡 MD상품 협약 / 라이브
커머스 제휴

2021. 6. 티몬 협약 / SK플래닛 연간 방송 계약 체결

2021. 9. 엠트웰브

제휴 / 배가라이브 티몬 런칭 / 현재,
쇼플러 70명 확보

브랜드 소개

Contents(콘텐츠) - Experience(고객 경험) - Search(검색) - Action(구매) - Share(공유)

회사연혁

2020.12. 디자인하우스 협약

회사소개

콘텐츠를 보여주다(SHOW)와 무엇이든 찍어낸다(Waffle)의 합성으로써 모든 브랜드와 상품을 콘
텐츠로 만들고, 고객(소비자)은 콘텐츠를 즐기고 쇼핑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으로 K-brand의
Asean 10개국 등 국내 브랜드와 상품이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아울러 프랜차
이즈 및 중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2021. 3. 윈 큐브마케팅 프랜차이즈기업 라이브커머스 업
무협약

chapter 4

주식회사 쇼플

광고, 콘텐츠, 쇼핑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 맞춰 콘텐츠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확대하여
브랜드 및 상품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고, 고객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커머스 방송 플랫폼입니다.

사업 특장점

e커머스의 카테고리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쇼호스트+인플루언서+엔터테이너로 구성된 쇼플러와 주니어 쇼플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쇼플이 개발 중인 플랫폼은 고객 참여형의 리뷰콘텐츠 및 오디오커머스가 있으며, 고객이 직접 경험한 상품을
콘텐츠로 생산(리뷰 콘텐츠)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참여형 플랫폼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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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티테크(주)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Creating New Transaction Technology

회사소개

대표자명 : 전화성
전화번호 : 02-309-0380
회사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35 씨엔티테크빌딩
홈페이지 : http://www.cntt.co.kr
주력상품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중개(외식 푸드테크 플랫폼 전문기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Value	Creating New Transaction Technology 씨엔티테크는 새로운 가치,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 시장
그리고 신 문화를 창조하는 기술을 상징합니다.
Mission	씨엔티테크는 ICT시장에서 최신 기술과 최적의 운영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플랫폼 사업을 통해 클라이
언트의 매출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에 이바지한다.
Vision ‘표준화, 세계화, 핵심역량 강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씨엔티
테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전 직원 모두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3. 씨엔티테크㈜ 설립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2006. 국내 최초 외식 주문중개 플랫폼 구축 (10개 브랜드), 최
초 전자지도 구축, POS 연동 시스템 구축
2008. 20개 브랜드 블랜딩 주문중개 센터오픈
2009. 서대문 사옥 준공, 씨엔티테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1. 전화성 통신 연구소 설립, 크리에이티브컴즈 설립
2012. 벤처기업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뜸 기업상, 청년기업
인상, 계약학과 설립, 모바일앱 주문 자동화 기술 고도화
7000억 거래량 달성
2013. 국무총리상(청년 기업인 부문), 전화성통신연구소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 모범중소기업인상, 온라인 농산물 직
거래 플랫폼 오픈, 8000억 거래량 달성
2014. 주문량 월 250만 건 돌파, 67개 브랜드 총 34,000여 개
매장 주문 중개 달성

2015. ICT 이노베이션 대통령상 표창/ DMC 제 2사옥 / 서울
노원 제 3사옥 오픈
2016.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중국 주문중개 센터 오픈
2017. 카
 카오와 업무협약, 카카오 주문하기, 카카오 상담 톡 오픈
2018. 주문형 키오스크 개발/ 모범중소기업상 중소벤처기업
부/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
2018. 4차 산업혁명대상 AR 무인 주문 키오스크 부문 수상/인
재 육성 형 중소기업 지정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일반 SW부문, 씨엔티테크
자동화 주문 키오스크 웹/앱 솔루션 v1.6
2019. 2019년 대통령상(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상), 보이는
ARS 오픈
2020. 대만, 필리핀 현지법인 키오스크 솔루션 오픈

아시아 No1. 액셀러레이터 : 씨엔티테크는 ’12년 액셀러레이팅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지원을 선도하고
있으며, 팁스 운영사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풍부한 투자재원과 사업연계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외식시장에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와 신규 시장 창출
2003년 창업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내실이 튼튼한 18년 차 기업입니다.
2003년 국내 최초 외식 주문중개 서
비스를 창조적으로 시작하여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현재 100개 브랜드 총
4만 개 매장을 중심으로 연간 1조 원
의 거래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윈윈(Win-Win) 사업모델 제시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SI(System Integration) 개발비용과
컨택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청구하
는 방식이 업계의 관행이었으나 IT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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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융합한 토탈 서비스를 선투자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후 주문 건당
수수료로 청구하는 윈윈 사업모델을
외식시장에 제시하여 사업화에 성공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외식 온라인 시장 개척
2005년까지 누적적자가 쌓여 폐업
의 위기에서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개
발된 주문전화와 주문 외 전화를 구
분하는 콜 라우팅, 전화량을 예측하
는 자동 예측 시간표 기술과 여러 브
랜드의 콜을 한 상담사가 처리하는
콜 블랜딩 기술이 원가혁신을 가져왔
고 시장을 제패할 수 있게 하였습니

다. 이러한 기술은 직접 경험에서 나
온 직관을 가지고 만들어 내었습니
다.
다양한 정부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부 정책인 청년인턴제를 통해
2009년부터 다수의 인턴을 채용하
였으며 2012년 특성화고 인턴제를
통해 학생들을 채용하였습니다. 또
한, 일자리 나눔 정책인 단시간 일자
리 제를 통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육아 등의 개인 사유로 상시 근무가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많
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pter 4

(주)씨큐프라임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전문적인 기술로 소상공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 열매를 나눈다
대표자명 : 이승열
전화번호 : TEL) 1544-4612 FAX) 02-2647-5152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대륭테크노타운 19차 2014호,2015호
홈페이지 : http://www.secuprime.com
주력상품 :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ERP,무인결제기 KIOSK,주문/결제 테이블오더 시스템

회사소개

저희 씨큐프라임은 외식프랜차이즈 전문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009년 창립한 씨큐프라
임은 "전문적인 기술로 소상공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열매를 나눈다."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식전문 ERP 솔루션인 '스마트 프랜차이즈(SF)', 테이블 오더시스템 '이모더 모바일' 등 클라우
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주문결제기기 '이모더 키오스크', 주방출고패드 등 DID 솔
루션도 개발함으로써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씨큐프라임은 미래지향적 기업으로서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환
경경영시스템, 모바일 물류관리시스템 등 각종 분야의 인증과 특허를 취득하고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
기업 A등급에 선정되는 등 기술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2009. ㈜씨큐프라임 법인 설립, 연구소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개발
2010. 무인자가방범시스템 특허등록, 자립형사고영상기록장치 및 그 방법특허,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5. 객체위치추적통합시스템 특허취득, 모바일을 이용한 물류관리시스템 특허취득, 스마트프랜차이즈 솔루션공급계약체결

회사연혁

2011. 대법원 통합 상황실 개보수공사 수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KCC)
2012.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CCTV(영상전송장비) 수주, 남양주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수주, 모바일 고객관리 및
물류수발주 관리 S/W개발
2014. Smart Franchise solution 특허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A등급, Smart Franchise 서비스 개시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CCTV 설치, 스마트 프랜차이즈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무인주문결제기 이모더 키오스크 상표 디자인 출원
2019.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확산사업 공급기업선정, 무인 주문솔루션 이모더 서비스 런칭
2020.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확산사업 공급기업선정, 동반성장위원회 영세 사업자 키오스크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유 기업 선정(2개 분야)

Solution 2.이모더 키오스크(KIOSK)
- 매장의 메뉴 안내부터,주문,결제까지 수행
가능한 무인주문결제기입니다.
Solution 3.이모더 모바일(MOBILE ORDER)
- 모바일 통하여 테이블에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브랜드 소개

Solution 1.스마트프랜차이즈(ERP)
- 스마트 프랜차이즈는 외식 전문 ERP서비스로서,
물류와 매출 정보를 각 프랜차이즈가 원하는 스타
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국내 주요 물류공급기업들과 연동 가능하여 편의
성을 더한 외식 ERP입니다.

Solution 1. 스마트프랜차이즈(ERP)

- 수발주,영업관리,생산관리,재고관리,미수금관리,반품처리,수익분석,매출분석 기능 등 커스터마이징 맞춤제공
■ 가맹점
- 모든 기능 푸쉬, 알람 제공
-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물류 수발주
가능
- 재고 확인을 통한 안전한 물품 관리

■ 공급업체
- 발주 확인 및 취합 자동화로 C/S 업
무 감소
- 거래금액, 미수금 입금확인 절차 자동화
- 발주/재고 데이터 기반 매입 관리
및 통계 지원

사업 특장점

■ 본사
- 모든 데이터의 이력 관리
- 가맹점 반품 관리및 민원 처리 용이
- 가맹점 관리에 편한 다양한 솔루션 제공
- 귀사 자체 전용 물류시스템 연동/관
리 기능 제공

Solution 2.이모더 키오스크(KIOSK) - POS연동 통합매출 관리 -S/W&H/W 자체개발 및 제작 -모바일 원격 관리
시스템 -다양한 고객 호출/알림 시스템

 원가입 또는 앱 설치 없이 주문 -브랜드 고유의 모바일 주문 페이
Solution 3.이모더 모바일(MOBILE ORDER) - 회
지 제작 -브랜드만의 마케팅 및 다양한 CRM활용 가능
-POS,키오스크,ERP 연동을 통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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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토란ERP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가장 쉽고 편한 "수발주" 와 "프랜차이즈ERP"는 역시 알토란!!

ERP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이명옥
전화번호 : 1600-3016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SK V1센터 8층 817.818호
홈페이지 : http://www.altolanerp.com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본사용ERP / WEB용 수발주프로그램 / APP용 수발주 / 식자재 물류유통ERP

업력 26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용ERP 와 수발주를 제공하는 (주)알토란ERP
입니다. 알토란ERP는 본사, 물류사, 가맹점 간의 식자재 등의 물품을 모바일/PC/포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발주/결제/배송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사와 가맹점 간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국내 발주 사이트 1위인 www.수발주.com과 알토란 수발주 어플 을 운용하고 있으며, 프랜차이
즈 본사전용ERP 를 통합 제공하여 전사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프랜차이
즈 산업의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신뢰와 혁신적인 편익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1996. 3. 알토란ERP 설립 및 (DOS용)회계프로그램 개발
1996.~2000. 국내 최초 원도우즈95용 인사급여 개발 및 보
급. 정보통신부 등 우수 S/W 선정
2001.~2005. 소프트웨어진흥원 우수 S/W선정. ARS 주문관
리시스템 개발.

2005.~2010. 인터넷 및 모바일 수발주 개발 및 세틀뱅크와 가
상계좌 제휴.
2011.~2015. 더본코리아, 죠스떡볶이, 노랑통닭, 굽네치킨,
또봉이통닭, 두찜 등 추가 납품.
2016.~ 국민은행, 토스뱅크, 금융결제원 업무 제휴 및 배떡, 김
가네, 바른치킨 등 추가 납품.

ㆍ국내 1위 수발주 웹사이트 www.수발주.com과 국내 1위 앱 알토란수발주 운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선결제 시스템부터 본사 환경에 따른 맞춤형 다양한 기능 제공.
알토란 수퍼바이저용 앱 보급으로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및 수퍼바이저관리.
ㆍ본사 전용 ERP로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최적화된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
본사별 관리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환경설정을 통해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며, 26년간 수많은
기능들이 개발되어 있음.
ㆍ프랜차이즈 업종의 현장 실무자와 회계 및 세법 전문 기획자에 개발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ㆍ각 정부부처 및 경제단체로부터 ERP프로그램의 우수성 인증 및 수상.
ㆍ24시간 모니터링, 매일 4중 백업 등 LG CNS의 클라우드 센터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ㆍ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선결제 방식으로 가맹점 미수금 최소화 기능 제공.
ㆍ다양한 단가 설정, 브랜드별 관리, 가맹점 관리 등 타사 대비 최적화된 맞춤형 기능 제공.
ㆍ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세틀뱅크 등 국내 상장회사들과의 프로그램 제휴를 통한 인증된 시스템.
ㆍ사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1:1교육, 무제한 원격 상담, 동영상 매뉴얼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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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로보테크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사람과 로봇의 협동을 통한 가치창조
대표자명 : 김남빈
전화번호 : 041-565-2303 / 010-8916-4074
회사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엠비112호
홈페이지 : http://www.acerobot.net
주력상품 : 협동로봇솔루션, 푸드테크, 자동화로봇시스템 구축

회사소개

주식회사 에이스로보테크는 ‘사람과 기술 그리고 로봇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을 슬로
건으로 2011년 4월 창사 이래 대기업등과 자동화설비 제작, 운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
명 의 대두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추어 기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개념의 로봇이 아닌 인간과 협력이 가
능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개념이 산업현장에 확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순 반복적 공정,
근골격계 질환 유발 공정, 푸드산업 등에 협동로봇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개선, 생산성향상, 단순 작업자를 기
능 인력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인력기반 작업들을 자동화기반 공정으로 제조현장을 최적화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타, 제어센서, MES, ERP 등을 결합하여 스마트산업 토탈 솔루
션을 제공하고 보급·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 7. ㈜에이스로보테크 부설 로봇융합연구소 인정

2011. 4. ㈜에이스로보테크 법인 설립
2015. 7. (사)충남벤처협회 회원사

2019. 12. 포스코 1차협력기업 등록
2020. 5. KT협력사 등록(협동로봇&스마트팩토리 공급)
2020. 12. 충남도지사 표창 / 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2016. 9. 공장준공(충남 아산시 소재)
2018. 9. 대한민국 품질경영대상 수상(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0. 단국대 / 순천향대 / 선문대 가족기업 협약 체결

회사연혁

2011. 5. 삼성디스플레이㈜ 1차 상주협력사 계약체결

2021. 6. 중소벤처기업부, 충남도 지정 '스타기업' 선정

2019. 3. 스마트제조혁신센터(협동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
급·확산 프로그램 발표)

급하고 있습니다. 튀김 종사자의 화상사고, 유증기피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튀김공정의 완전 무인화 솔루션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협동로봇(6축 다관절), 컨트롤박스
▷ 소음이 없는 전동 그리퍼
▷ 바스켓 위치 공차를 커버할 수
있는 전용 그리핑 기구(Jaw &
Bracket) 외

튀김작업에 특화된 로봇 프로그램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 패키지 구성

▷ 뼈치킨, 순살치킨, 감자튀김, 치
즈볼 등 모든 튀김 메뉴 가능
▷ 다수의 튀김구에 순차적, 안정
적 로딩 & 언로딩
▷ 메뉴별로 정확한 조리시간 준
수와 일정한 작업을 통해 균일
한 맛 구현 외

▷ 협동로봇 매뉴얼
▷ 치킨로봇 운용 매뉴얼
▷ 튀김 타이머 & 튀김 횟수 모니터
링 어플
▷ 설비점검체크시트 및 설비점검 어플
▷ 주방의 로봇가동 영상 실시간 모
니터링

사업 특장점

튀김작업 자동화에 최적화된 하
드웨어 Full 패키지 구성

브랜드 소개

당사는 현재 '봇:닭(Bot:Dak)'이라는 치킨프랜차이즈 본사에 튀김공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협동로봇 솔루션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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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아이티(주)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우리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자!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류수석
전화번호 : 010-3419-5962 / 1833-2363
회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7 3층/4층(송죽동,해동프라자)
홈페이지 : https://lguplusit.co.kr
주력상품 : 인터넷,인터넷전화,CCTV,IPTV, POS, 배달특급,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맞춤형 솔루션
개통부터 A/S까지 완벽하게!
배달전문점, 요식업, 카페, 무인매장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고객사들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엑티브아이티!
LGU+ 및 KT 최우수 대리점으로서, 프랜차이즈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02. (구)데이콤 대리점 등록

2018. 5년 연속 최우수 대리점 선정

2008. LGU+ 최우수 협력업체 골드파트너 등록

2020. LGU+ 최우수 대리점 선정

2009. LGU+ 지사 5년 연속1위 수상

2021. 사
 무실 확장 이전 및 신사업(배달특급, 배달의민족)
시작

2014. LGU+ 기업부문 최우수대리점,우수파트너 선정

LG유플러스 매장과 사무실에 필요한 종합 통신솔루션(인터넷/인터넷전화/CCTV/IPTV 등)을
제공하며, POS 및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매장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프랜차이즈의 맞춤 제공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배달전문 패키지,CCTV패키지, POS패키지, 키오스크 패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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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조이소프트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세상 사람들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플랫폼 기업
대표자명 : 조승훈
전화번호 : 1544-9495
회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서현로180번길 13, 701호
홈페이지 : http://www.enjoysoft.net
주력상품 : 외식업과 서비스업, 모든 업종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 운영시스템

2020. 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유공자 포상

2019.11. 엔
 조이소프트,한국외식산업협회와 사업협력 MOU체결

2020. 9. KIS정보통신과 전략적 제휴협약 체결

2019.12. 엔조이소프트,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선정

2020.12. 청년친화강소기업 재선정

2020. 2.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조이그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0.12. 네이버와 AI비대면플랫폼 기술개발계약 체결

2020. 2. 엔조이소프트,소상공인연합회와 사업협력 MOU체결

2021.4. 무
 인점포 관리대행 서비스 플랫폼 제공 시스템외 특허출원

2020. 5. 미성년자감별 무인점포시스템 특허등록

2021.7. 벤처기업 재인증 획득

2020. 6.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최종 평가 성공완수

2021.8.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회사연혁

2005. 3. 엔조이소프트 법인 설립

회사소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업종은 비대면 구조로 바뀔 것이다!
다만, 기존 키오스크가 아닌 고도화된 키오스크 플랫폼이 바꿀 것이다!!"
㈜엔조이소프트는 대한민국 PC방 1세대이자 경력 15년 이상의 IT 전문가들이 모여 소상공인을 위한 키오
스크 S/W 회사로 시작하여 현재 PC방, 노래방, 외식업, 그리고 복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업까지 소상공
인 전 업종을 망라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키오스크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AI 스마트 플랫폼과 o2o플랫폼을 접목한 고도화된 키오스크를 올해 출시합니다. 앞으로 엔조이소
프트가 비대면 디바이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2020. 7.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협약 체결

브랜드 소개

멀티머신 : 키즈카페, 만화카페, 북카페, 스크린 골프장 등 IoT를 이용하여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키오스크
요금제를 시간별, 요일별, 그룹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신발장 연동 가능
아이머신 : 음식업종 전용 키오스크,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로 주문, 적립, 충전, 사용내역 확인 등 가능
아이머신 모바일 웹으로 매출 확인, 상품 등록, 메뉴 편집, 리워드 설정 등
케이머신 : 노래방 키오스크 국내 1위, 정액권/기간제/쿠폰함 등 회원제 서비스로 매출증대 효과 UP
편리한 매장 안내와 지폐 교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 고객의 편리성이 강점
조이머신 : PC방 관리 프로그램 국내 3위이자 국내유일 지문인식 키오스크
조이머신 PRO를 통한 다양한 퀵버튼 사용으로 편리하고 손쉬운 이용

사업 특장점

다양한 특허와 디자인등록, 각종 정부 인증 등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당사의 키오스크는,
O2O 플랫폼 "요기로"를 출시하여, 키오스크 설치매장과 회원을 연동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플랫폼과,
매장 내 키오스크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KIUPP"으로
엔조이소프트 키오스크만의 독창성은 물론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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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식인

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외식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조강훈
전화번호 : 1566-8636
회사주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59, 3-4층
홈페이지 : http://www.fnbpeople.co.kr
주력상품 : FC다움(프랜차이즈 품질관리 시스템)

㈜외식인은 프랜차이즈 품질경영 시스템 전문기업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인 표준화와 일관
성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다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미션으
로 설립되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프랜차이즈 품질 경영 모바일 플랫폼인 'FC다움'을 통해 가맹
점 품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각 가맹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 입니다.
2017. 6. ㈜외식인 법인 설립

2020. 5.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2018. 2. FQMS (현 FC다움) 첫 출시

2021. 4. 모바일 플랫폼 FQMS, 'FC다움'으로 전면 리뉴얼

2019.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2021. 6. 특
 허 등록(프랜차이즈 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및 방법)

2019. 4. 벤처기업 인증

2021. 8. 외식인 카카오벤처스 Pre 시리즈A 투자 유치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19.10. 중소벤처기업부 TIPS선정

FC다움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도와 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매장의 QSC 품질을 점검하면, 자동으로 품질 분석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해 줍니다. 이
를 통해 객관적인 매장의 품질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사와 가맹점간의 양방향 공지를 통해 원활한 비대면 소통이 가능하며, 가맹점별 요청사항 처리 현황을 본사
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본사에서 가맹점 이슈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품질 관리 전문 기업

프랜차이즈 품질 경영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품질 경영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체 기
술로 개발한 품질 경영 모바일 플랫폼 FC다움을 통해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
하고 있습니다.

2. 누적된 품질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품질 관리 시장 개척

수 만건의 누적된 품질관리 데이터와 품질에 연관된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가맹점 품
질 개선 활동을 분석해 계절별, 지역별, 상황별 품질 예방이 가능한 자가 진단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비대면 품질 관리
시장 개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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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시스템/플랫폼

●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대표자명 : 최승실
전화번호 : 02-6466-5810
회사주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507호 (성수2가3, 일신건영휴먼테코)
홈페이지 : http://www.inno-soft.co.kr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 ERP / 웹발주시스템 / 모바일배송관리 시스템

2013. IT 기업 ERP 구축 - 스마일게이트, 선데이토즈
2015. 영림원소프트랩 골드파트너사 지정
2016. 영림원 클라우드 ERP 파트너 지정

2017. 프랜차이즈용 ERP 표준화 - 카페베네, 양키캔들, 토
프레소, 정정당당, 지호 등
2018. 폐기물업종 ERP 개발 - 그린스코, ESG 그룹, 가구
업종 ERP 개발 - 에몬스가구, 금성침대, 부호체어원,
모바일 배송관리 개발
2019. 유통/온라인 쇼핑몰 영림원 ERP 표준화 - 닥터지,
클리오, 임블리, CK, 랭킹닭컴 등

회사연혁

2011. ISO 9001 인증 획득, 스마트사업부 신설 모바일
사업 진출

회사소개

(주)이노소프트기술은 2002년에 설립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오랜 노하우를 겸비한 기업
으로 기업 고객의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쇼핑, IT 서
비스, 프로젝트, 의료,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합 솔루션과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2. 회사설립 및 INNOERP 개발 및 등록
2005. BizPower 판매관리 솔루션 개발
20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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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소프트기술

2020. PDA 물류 앱 개발, 생산 모니터링 개발
2021. 모바일 근태 관리 앱 개발

요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ERP 솔루션으로 국내·외 2,000여 개의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사업 특장점

기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오래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최초, 최고의 ERP인 영림원 ERP 구축 컨설팅
을 하고 있으며, 영림원 프랜차이즈 ERP 모듈을 특화하여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여 중소·중견 기업에서 인사,급여,회계, 영업, 구매, 생산, 원가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의 규모 및 사용용도에 맞게 구축형 ACE ERP와 클라우드 Systemever ERP 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소개

K-System Ace는 ERP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직관적인 비즈니스 Practice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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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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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 세무법인

경영지원/
컨설팅

● 기업과 재산을 건강하게 키워 드립니다.
대표자명 : 최인용
전화번호 : 02-555-5025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6- 5 청담그랑빌1층 가현세무법인
홈페이지 : http://modoo.ghtax.at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 본사 최적화된 세무 솔루션

회사소개

가현세무법인은 서울 경기권의 5개 직영지사와 가현택스 30개 지사의 alliance로 함께 세무서비스
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세경력 30년이상의 세무서장 출신 13명을 포함하여 50여
명의 세무사님과 함께 사업자와 자산가의 재산을 지켜주고 키우는데 도움이되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회사연혁

2021. 5. 경리나라 프랜차이즈 플랫폼 구축 협약
2019. 12. 가현세무법인 4개 지사 등록
2019. 2. 세무솔루션 gtax 개발
2015. 12. 가현세무그룹 gtax alliance 30개 지점 설립

브랜드 소개

가현의 "가"는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의 의미는 어질고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어질고 현명한 세무사

사업 특장점

2012. 10. 가현세무그룹 삼성동 이전

가현세무법인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개의 프랜차

들과 사업자들이 같이 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성인 ㄱ,과 ㅎ 은 처음
부터 끝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현이 함께 도와 드립니다.

이즈 본사를 관리하며 얻은 노하우로 좋은 프랜차이즈본사를 만들어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프랜
차이즈 본사의 트랜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M&A나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적인 노하우를 같이 공유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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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씨엔비

경영지원/
컨설팅

● Creative & Brilliant / 고객의 성공과 일자리 창출
대표자명 : 이금구
전화번호 : 070-4699-0578
회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11층 1114호 (가산동, SJ테크노빌)
홈페이지 : http://www.cnbhr.co.kr
주력상품 : 노무관리 및 노동법률 서비스 및 관련 플랫폼개발

2013. 인사노무관리위탁 회원사 10,000개 달성

2004. (사)한국외국기업협회 인사노무지원센터, (사)인천
경영자총협회 고문

2014.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맘스터치, 커피베
이, 박승철헤어스투디오 등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2005. (사)한국HR산업서비스협회 고문, (사)금속산업사용
자협의회 대표

2015. 인사노무관리위탁 회원사 12,000개 달성, 근태관리
App 개발, GS25 노무관리 위탁 서비스 개시

2006. KB국민은행 인사노무지원센터
2008. 매일경제 "매경사노무" 오픈
2012. 인사노무관리위탁 회원사 5,000개 달성

2017.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문
2021. 금천구 가산동 본사 이전

회사연혁

2003. 노무법인씨엔비 설립

회사소개

연구개발비 투자로 국내 최초의 인사노무 플랫폼 개발하여,
고객사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고객 만족을 드리고,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반적인 노무관리 및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플랫폼 완성, 2020년 10,000개 고객사 확보, 2021년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노동 전문가 그룹으로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 및 예측하여 최적의 노무관리 및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 소개

Creative & Brilliant

[경쟁사] 단순 인사노무 컨설팅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플랫폼서비스의 영역은 모바일 앱 근태관리 제품이 출
시되어 있으나 출퇴근 시간 체크, 급여계산 등의 단순한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존 노무법인의 서비스의 확장 및 관련 플랫폼 서비스도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근태관리와 임금 계산 등을 근거로
① 자동으로 사회보험 신고 및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통계정보(근로자 현황, 근속 현황, 동종업계 비
교 임금수준, 적정 인건비 산출, 적정 인력 유지 등)를 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비교 분석하여
② 효율적으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생성된 근로계약정보와 임금대장, 근태 등의 데이터를 비교·분석
해 노동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노무 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고 관련 사례를 전
송하는 ③노무 분쟁 발생 방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특장점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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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경영지원/
컨설팅

● 꿈 · 희망 · 도전 · 나눔

회사소개

대표자명 : 박종배 대표 변리사
전화번호 : 02-558-7995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1001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빌딩)
홈페이지 : http://www.dwpatent.co.kr/xe/
주력상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대리/산업재산권(분쟁)심판·소송대리/지식
재산권(특허·상표등)거래상담 및 컨설팅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신속 · 정확 · 친절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 · 심판 경험이 풍부한 특허청 출신 변리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소속 변리사들은 이론과 실전에 강하며 한번 일을 맡겨 보시면 그 진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특허법률사무소 보다도 등록률 · 승소율이 높습니다.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업무협약체결 특허사무소입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무소입니다.

회사연혁

2012. 8. 개
 업 및 기념행사:이인종 변리사/ 박종배 변리사 공동대표
2012. 12.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용홈페이지 개설

2014. 9. MBC TV 리얼스토리 프로그램 ‘눈’취재 및 반영(‘돈사돈’
상표 소송사건 승소)

2013. 2. 천효남 변리사사무소 인수(9년 된 사무소 직원 및 진행
업무, 사건 등 인수)

2015. 1. 온라인 포털 ‘다음(Daum)’에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
소 홍보사이트 개설

2013. 4. 광주·하남CEO연합회와 업무협약(자문변리사 역할)

2015. 6. 방효정 변호사 합류(파트너변호사로 영입)

2013. 6. 드림월드 전용홈페이지 보완 및 업그레이드(Upgrade)

2016. 12. 사
 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업무협약(자문변리사 역할)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13. 12. 박민수 변리사 합류(파트너변리사로 영입)

회사 이름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겠다'는 뜻에서 드림월드로 정했습니다.
드림월드로고는 드림월드(Dream World)의 영문머리글인 D와 W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D는 금색(금매달), W는 남색으로 돼있습니다. 남색은 예부터 정직과 청렴을 뜻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정직하고 청렴한 드림월드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차별성 (Discrimination)

실력(Faculty, Competency)

이론과 실무면에서 베테랑 : 특허청 20 ~ 30년 근무 경력
변리사 시험 출제 · 선정 · 채점위원 활동 (3명)
전문 서적 저술 : 특허법, 상표법, 기업생존의 핵심 지식재산
권등
※ 특허청 연수원, 특허법무대학원 수 십 년간 강의
특허청과의 관계유지 및 인적 네트워크

경륜과 경험 풍부 : 특허, 상표 심판 · 소송 경력(20
여년)
중요한 소송 수행으로 노하우(Know-how) 축적
※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CEO과정 전문강사
및 자문변리사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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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해

경영지원/
컨설팅

● 고객의 어려움을 헤아려 함께 동행해드립니다
대표자명 : 이규호
전화번호 : 02-586-5701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길 7 3층(세현빌딩)
홈페이지 : http://sunhey.co.kr/
주력상품 :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선해(宣諧)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가장 적합한 전문지식들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고객과 화합
객과 상호 소통을 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가맹
사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과정에 참여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 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의 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프랜

회사소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법무법인 선해는 그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고

차이즈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앤알캐파탈대부 주식회사 등 중소기업 자문

2015.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 자문

2017. 계산특수강 주식회사

2015. 주식회사 리드코프

2017. 재단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5. 코스온 등 코스닥 상장기업 자문
2015. 주식회사 동승

2017. 대한민국공무원노동총연맹 등 공공기관 및 공무원 유관
기관 자문

2015.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등 종교단체에 관한 자문

2021. 가맹사업법 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

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기초로 고객에게 일반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 등 폭 넓
은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법무법인 선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적 문제점에 대한 최적

브랜드 소개

법무법인 선해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기업법률자문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
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
탕으로 정당한 권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인수합병 등 기업법무에 관련된 법률자문은 물론 기업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가장 빠르
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선해는 고객의 더 나은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며 차별화된 우수한 법률서
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사연혁

2016. 6. 설립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75

경영지원/
컨설팅

● 삼덕회계법인은 고객과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갑니다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김명철
전화번호 : 02-397-6607
회사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12층
홈페이지 : http://www.samdukcpa.co.kr/
주력상품 :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업무, 기장업무

당 법인은 1976년 설립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매출액 및 소속공인회계사 기준 국내 5위안에 속하
는 대형회계법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전 세계 128개국에 약 35,00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NEXIA INTERNATIONAL의
Member Firm으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PCAOB(미국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다양한 경험 및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경력이 많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분야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 법인은 2019년 10월2일에 금융감독원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976. 8. 삼덕회계법인 설립
1985.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등록(제6호)
1988. 3. 삼덕회계법인과 대경회계법인이 합병
1991. 5. Nexia International과 감사품질관리 협약체결
2004. 5. 안산분사무소설치(경기도)

당 법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 서비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 내부감사지원 및 내부통제자문
- 회계,재무 및 원가관련 각종 자문
- 특수목적 감사
- 비영리법인 감사 및 자문
- 연구사업비 정산 등
(2) 세무자문 서비스
- 법인세 신고지원 및 자문
- 상속, 증여세 및 양도세등 자문
- 세무진단 및 조사지원
- 기장대리,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신고자문
- 인수합병 관련 세무자문
- 조세불복 지원서비스
- 비영리법인 세무지원 등
(3) 경영자문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서비스
- 회계실사 등 재무자문 서비스
- 가치평가
- 자산손상평가
- 기업구조조정관련 서비스
- 부동산개발, 매각, 매수자문 서비스

- 분할합병관련 회계자문
- 결산지원 관련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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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송파분사무소설치(서울특별시)
2006. 3. 부산분사무소설치(부산광역시)
2012. 11. 강남분실 '강남 분사무소' 로 변경
2019. 10.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등록번호: 제10호)

사업 특장점

chapter 5

삼덕회계법인

저희 삼덕 회계법인은 1976년에 설립되어 600
여명의 회계사가 근무하는 중견 회계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업 경
영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략적 세무 회계관리 자
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표자명 : 김유구
전화번호 : 02-556-5777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드림플러스 강남 916-917호
홈페이지 : http://nanudakitchen.com
주력상품 : 공유주방 창업매칭 플랫폼 / 위치기반 맞춤형 외식창업솔루션

위대한상사

트업입니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공유를 통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데이터를 통해 실패확률을 최소화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 11. ㈜위대한상사 설립

2019.11. 벤처창업 진흥유공포상(청년기업인 부문)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상 수상

2017. 11. 벤처기업인증 (19년 재인증)

2020. 4. 공
 유주방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 출시 (KB손해보험 협업)

2018. 5. 나누다키친 공유주방 온라인플랫폼 론칭
2018. 11. SVCA(아시아소셜벤쳐경진대회) 동북아 라운드 대상

202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선정

2019. 2. 서울시 먹거리창업센터 입주, R&D연구소 설립

2021. 3.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외식창업솔루션 픽쿡 론칭

2019. 5. KB금융지주 One firm 파트너십 체결
2019. 6.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21.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9. 9. 시리즈A 투자유치 (23억원, 4개사)

2021. 5.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2019. 9. 서울시 공유기업 인증 획득

2021. 7. 농협 공유주방 신사업 파트너사 선정

회사연혁

2017. 10. SEED 투자 유치 (3.5억원)

회사소개

위대한상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자에게 맞춤형 창업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 스타

경영지원/
컨설팅

● 데이터로 창업하는 세상 만들기

chapter 5

(주)위대한상사

2021. 9. 농협공유주방 파일럿점포 오픈

[공유주방 창업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점포의 조건과 상권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자 스
스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유주방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 기반 맞춤형 외식창업 솔루션 픽쿡]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진행하고 창업자를 위한 메뉴와 운영 교육 서
비스 등 창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소개

・’18.5 나누다키친 런칭 이후 100여건 이상의 나누다키친 공간중개 창업매칭 달성
・’21.3 픽쿡 출시 이후 80% 이상의 오프라인 상담 연결률 달성
・’21.9 현재 나누다키친 플랫폼에서 40여개 공유주방 브랜드, 100여개 지점, 800여개 사이트 확보
・자체개발 브랜드 및 제휴 F&B 브랜드 확보: 에땅, 모던키친컴퍼니, 혼밥대왕, 락파스타 외 다수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업무 네트워크 확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KB금융지주(금융그룹), JDC(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J프레시웨이, SK사회성과인센티브, IBK기업은행, 농협경제지주, 개러지키친, 먼슬리
키친, 세스코 등 62곳과 업무계약 체결 및 네트워킹

사업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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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 [자회사] 한국컨테크

경영지원/
컨설팅

●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장재남
전화번호 : 02-2233-4777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4 임송빌딩 5층
홈페이지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http://www.ifis.co.kr/) /
하이프랜차이즈 (http://www.hi-franchise.com/)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컨설팅, 리서치, 연구용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한국컨테크: 창업전문 플랫폼 하이프랜차이즈 운영,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박람회, 가맹점 모집대행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2004년 창업 이래 가맹본부의 사업모델 및 컨셉 개발과 프랜차이즈사업계획서
작성,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및 개선, 가맹희망자 모집 전략 수립,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 대상 교육훈
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업활성화와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관련 협회 등의 조사 및 연
구용역 등에 있어서 수많은 성공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004.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설립
2005.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2006.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운영
2007.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운영
2010.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소상공인진흥원, 대한
상공회의소 산하 연구 수행
2011.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 컨퍼런스 개최
2012. 소상공인진흥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육지원
사업” 수행업체 선정

2014.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 콘서트 개최
2016. 외식업서비스마스터과정 운영
2018. 식
 약처, 안전보건공단,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 수행
2019.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국세청, 식약처, 동두천시, 농
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 수행
2020. 온라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
2021. 온택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개최
식약처 산하 외식·급식 등의 나트륨·당류 저감환경
조성 연구 수행

브랜드 소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예비창업자에게는 가맹점창업 시 필요한 가맹본부 및 협력회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
로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에게는 브랜드 홍보효과
와 함께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서플라이어에게는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가맹
점창업전문 플랫폼인 하이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방문자가 10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
회사인 한국컨테크를 통하여 가맹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인쇄,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마케
팅, 가맹점 모집 대행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장점

2013. 국회세미나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방안” 개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창업, 자영업, 프랜차이즈산업, 해외시장과 법률 등에 대한 방대한 조사와 연구자료를 보유
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과정 29기, 슈퍼바이저전문가과정 43기 등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쌓인
풍부한 교육사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창
업자와 가맹본부, 협력업체인 서플라이어의 상호 비즈니스 플랫폼 '하이프랜차이즈'를 운영, 국내 최초 온라인 창업박
람회인 '온택트 창업박람회', '온택트 서플라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한국컨테크는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와 디자인 개발, 가맹점 모집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 수립과 실행과 분석, 가맹희망자 DB도
출과 상담 등 가맹사업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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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컨설팅

●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컨설팅 전문 회사
대표자명 : 유재은
전화번호 : 02-525-83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8 와라빌딩 4층 (서초동)
홈페이지 : http://www.franko.co.kr/
주력 상품 : - 분석 컨설팅(가맹사업 시스템, 상권시스템) - 시스템 구축(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매뉴얼
- 가맹사업 아웃소싱(마케팅, 가맹영업, 상권분석)

회사연혁

2013. 토마틸로 프랜차이즈 시스템분석 & 진단컨설팅 ( 토마틸
로 브랜드_멕시칸펍&그릴 )
2014. 목우촌 신규 사업전략컨설팅 ( 프랜차이즈 신규 펍브랜드
헌터스문 )
2016. 경복궁 엔타스 조직 시스템진단 & 사업전략컨설팅 ( 경복
궁, 고구려 직영사업 )
2016. 윈플러스 조직 시스템진단 & 사업전략컨설팅 ( 식자재왕
도매마트 브랜드 )
2017. CNS tech inc. 프랜차이즈 시스템분석 & 사업전략컨설팅
(클럽엠 브랜드 )
2018. 체리쉬 프랜차이즈 시스템분석 & 사업전략컨설팅 ( 채리
쉬 고급가구 브랜드 )
2020. 엔타스 HMR사업전략 컨설팅 ( 경복궁, 고구려 HMR가정
간편식 사업 )
2021. 앵커에쿼티파트너스 (투썸플레이스를 인수한 홍콩계 사
모펀드 )
2021. 아모제푸드 신규 프랜차이즈 리브랜딩컨설팅 ( 오므토토
마토 브랜드 )

회사소개

㈜ 프랜코는 1998년부터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기업 전략 컨설팅을 시작해 23년간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60여 개 넘는 프랜차이즈 기업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프랜코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에 사업전략 컨설팅을 통해 가맹사업 확장에 기
여했고 와라와라, 왕도매마트, 경복궁 등의 외식 기업의 사업전략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투썸플레이스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프로젝트와 아모제푸드의 오므토토마토 리브
랜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8. 프랜차이즈 전략연구소 설립
2000. 신라호텔 전략 자문 컨설팅 ( 비즈니스 호텔 신규사업 전략 )
2003. 현대 corporation 상권전략 분석컨설팅 ( 미요젠 하우스비
어 사업 )
2004. 중
 부도시가스 신규사업 전략컨설팅 ( 미용서비스 프랜차이즈 )
2005. 현대 corporation M&A 전략컨설팅 ( 외식사업 부문, 고급
회전스시 )
2007. 아모레퍼시픽 프랜차이즈 시스템분석 & 사업전략컨설팅
( 아리따움 : 前 휴플레이스 )
2007. 대상그룸 청정원 프랜차이즈 시스템분석 & 진단컨설팅 (
신규브랜드_홍초 )
2010. 한국인삼공사 시스템분석 & 사업전략컨설팅 (정관장 FC조직 )
2011. 국순당 신규사업 전략컨설팅 ( 백세주마을 부산대형매장 )
2012. 한국인삼공사 가맹점 영업활성화 전략 및 매뉴얼컨설팅
(정관장 브랜드 )
2012. 효성그룹 신규사업 전략컨설팅 ( 해외브랜드 도입_온야사이 )
2013. 경복궁 엔타스 신규사업 전략컨설팅 ( 키즈앤키즈 어드벤
쳐 교육사업 )

chapter 5

(주)프랜코

브랜드 소개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전략 컨설팅 전문 회사

사업 특장점

1998년 국내 최초로 시작하여 한길만 걸어온 노하우와 전문성
・프랜차이즈 기업 전략컨설팅에만 지난 23년간 노력과 열정을 통해 얻은 컨설팅 분야에 사업전략 통찰력과 사업전
략 노하우 보유
・프랜차이즈 외식, 서비스, 판매업 등 여러 컨설팅 사례와 각 파트별 정상급 컨설턴트를 통한 다양한 컨설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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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주)하이데이터

경영지원/
컨설팅

● Social Intelligence

브랜드 소개

회사연혁

회사소개

대표자명 : 한석준
전화번호 : 02-3452-8880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1512호(H비지니스)
홈페이지 : http://www.highdata.co.kr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시장조사/컨설팅, 정책연구

당사는 경제산업분야, 사회공공분야 주요 어젠다와 이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분석, 컨설
팅하는 기업입니다. Big Data와 Small Data를 활용하여 새롭고 유익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 및 서비스산업 데이터 수집/분석/컨설팅,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 등에 장점이 있습니다.
2016. 9. 시장조사, 데이터분석, 정책컨설팅 목적으
로 회사 설립

2019. 11.~2020. 5.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평가체계
구축

2017. 1.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MCP ver.1 개발

2020. 5.~2020. 9. 외식기업 해외진출 제도개선방안
마련

2017. 5. 국토교통부 빅데이터통계협의회 자문위원
위촉
2018. 3.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2019. 5.~2020. 2. 편의점 출점현황 분석

2020. 7.~2021. 1. 가맹사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가맹사업체 실태조사

2019. 7.~ 2019.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데이
터바우처 사업참여

2021. 4.~2021. 8. 프랜차이즈 산업분류체계 정립방
안 연구

HIGH DATA 브랜드는 문제해결을 위해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차원적 분석을 추구하여,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당사의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시장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특장점

2020. 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위촉

사업자들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
부와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정책 컨설팅
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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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BUZA.biz 한국창업전략연구소

경영지원/
컨설팅

● 내사업 100배 성장 인큐베이팅그룹
대표자명 : 이경희
전화번호 : 02-716-5600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56길 20 정원빌딩 1,2층
홈페이지 : http://www.buza.biz
주력상품 : 창업, 프랜차이즈, 마케팅 전략 컨설팅, 교육, 데일리창업정보 부자비즈 운영

회사소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창업과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와 함께 해온 컨설팅, 교육전문기관으로 소상공인 및 프
랜차이즈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FC 컨설팅 및 교육 수행, 지방자치단체와 창업 및 상인 교육,
대량 수요처 발굴 마케팅 용역 수행
· 컨설팅영역 : 프랜차이즈 시스템 및 전략 컨설팅, 신규사업 개발, 마케팅 전략, 중장기 전략, 비즈니스 코칭 서비스 제공
· 교육서비스 : 마케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창업, 상권 입지, 상인대학 등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교육 운영.
· 삼성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의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과 창업 컨설팅 수행
·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유뷰브 등에 창업 소상공인 경영 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와 마케팅 정보를 제
공하는 데일리창업뉴스 "부자비즈" 운영
1993년 설립
현대자동차와 전국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회사연혁

MBC와 "틈새창업박람회 " 공동 주최
삼성 및 전경련, 보훈처 퇴직자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망 프랜차이즈 사업화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CEO과정" "창업과정" 운영
홍콩,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등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
지식경제부 '미국서비스프랜차이즈사업화 모델" /'빅데이터 창폐업지수 연구"
현대카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개발
SK텔레콤과 "최고위상권지도사 " 교육과정 운영
데일리창업뉴스 '부자비즈' 운영, 부자비즈 프랜차이즈법률 연구소 운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KFCEO"과정을 비롯 지역협회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교육 운영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신사업개발, 중장기전략, 시스템 구축 컨설팅

부자비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빛과소금" "이웃사랑" 등 성경적 원리에 기반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비즈니스 유토피아라
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런 원리에 기반한 창업 전략, 신규사업 개발, 기업 성장 컨설팅과 교육, 미디어 서비스와 인큐베이팅
을 통해 기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며 작은 기업을 100배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소개

· 부자비즈 : 미디어 성공클럽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의 노하우와 신사업,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트렌드 안내
· Trinity워크샵 : 경영자, 조직원,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을 통해 비싼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기업의 문제점과 향후
진로, 전략을 제안하는 캐쥬얼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블레스유망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시스템 제공 : 사업화 모델 설계부터 시스템구축, 마케팅 지원까지 함께하는 공동 성장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해 실행까지 지원하는 브랜드 맞춤형 인하우스 교육프로그램 "요셉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창업코칭 프로그램인 '야곱의집' 운영

사업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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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가선기획

광고/전시

● 한중 프랜차이즈 브랜드 진출 1번지

회사소개

대표자명 : 최아하(CUI HAILONG)
전화번호 : 010-7700-1898
회사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86-13 7층
홈페이지 : http://www.gasunfc.com/
주력상품 : 한중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식자재 수입수출 국제회의

중국요리협회(中国烹饪协会),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 중국요녕성외식산업협회, 가선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과 중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진출 매칭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세무, 법무, 현지 운영(소프트웨어 응용), 운영보고서, 수익환전 등 원스탑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회사연혁

2019. 설립
2019. 식
 품우수안전 플랫폼 선정_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식품안전관리 우수플랫폼 선정, 대련 국제 해산물박람회 주관
2020. 한
 중 프랜차이즈 맞춤형 기업미팅 8회 진행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2020. 3. PanoV, NOVAq 온라인 VR전시회 솔루션 런칭
2020. 10. 제 1차 한·중 프랜차이즈산업 컨퍼러스 주관
2021. 3. 제 1차 한·중 교육문화교류포럼 주관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21. 4. (주)가선푸드컨설팅 → (주)가선기획 법인명 변경

중국 가선연맹과 합자 회사로 한중프랜차이즈 브랜드 진출 매칭 및 컨설팅을 진행
가선연맹(중국 식자재공급관련 1위 연맹)
중국 100만이상 왕홍 및 구매력 있는 따이공(라이브 방송 HMR 밀키트 제품 수출) 행사 진행

중국 현지 푸드코트 프랜차이즈(亚惠）브랜드와 함께 중국현지 진출 시 3단계 스탭으로 진출
스탭1: 제품수출(한국과 중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칭으로 매장에서 제품판매-시장반응 조사)
스탭2:중국 (亚惠）푸드코트 진출로 매장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핫플레스에서 2차 시장조사
스탭3: 매장 오픈 및 오픈행사 현지 홍보 진행 다음 6개월 이내 가맹자 모집 2차 솔루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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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시

● 광고답게/광고하자/광고몬
대표자명 : 김부연
전화번호 : 02-562-1112
회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7-3, 2F
홈페이지 : http://www.ggmon.co.kr
주력상품 : 온오프라인 광고매체 및 마케팅 툴 정보 제공

회사연혁

2007.03. ㈜스타일미디어 설립

회사소개

마케팅 정보 제공 플랫폼 "광고몬"서비스 운영 업체로 오프라인광고, 온라인광고, 영상제작,
디자인제작, 인테리어 등 5개 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05. ㈜광고몬스터 설립
2021.01. "광고몬"서비스 시작

"광고몬"과 함께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은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클라이언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전 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 이후 채팅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사업 특장점

온오프라인 광고 및 다양한 마케팅 툴에 관한 정보를 각 분야별, 특성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원

브랜드 소개

"광고몬"은 마케팅 플랫폼으로써 성공적 마케팅을 위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맞는 최적의 제안 요청이 가능합니다.

chapter 6

(주)광고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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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

광고/전시

● In the business of building business

회사소개

대표자명 : 손주범
전화번호 : 02-561-6170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1622-24호
홈페이지 : http://www.rxglobal.com
주력상품 : 국내 주요 산업의 바이어와 서플라이어를 연결하는 B2B 전시회 주최 및 주관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는 글로벌 전시 전문 주최사인 리드엑시비션스의 한국 지사입니다. 리
드엑시비션스는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에 걸친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43개 핵심 산업과 관련된 470개 이상의 온/오프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 뷰티, 바이오 및 제약, 조선 해양 등 7개의 특화된 산업

브랜드 소개

의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KFA 주최, 본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한 회 약 300여 브랜드, 2만여 창
업자가 모이는 업계 최대 이벤트로, 프랜차이즈 본사 구매담당자 및 개인창업자를 한 자리에서 만나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IFS 창업박람회에서는 '리테일관'을 특별 구
성하여 매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사업 특장점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해당 산업의 모든 핵심 요소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본사의 전시회에서는 비
즈니스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
해 사업 목적을 파악하고, 가장 맞춤화된 파트너사를 만날 수 있도록 바이어와 참가사간 1:1 미팅 주선 프
로그램을 제공합니다.

86  ׀2021 KFA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광고/전시

● 중소기업 홍보* 매출확대 인공지능 이커머스플랫폼 "SELOTIC(셀오틱)"
대표자명 : 복은희
전화번호 : 010-6702-2750 (대표번호 : 1811-6723)
회사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20호
홈페이지 : http://www.selotic.com
주력상품 : *SELOTIC(이커머스 플랫폼) * KOREA TOUR BUS(광고매체)
*기업통근버스(광고매체)

회사연혁

2015. 중소기업 온라인 공유판매플랫폼 설계 및 구축 개시
2016. 국내최초 투어버스광고 전문매체사 설립 (투어버스 광고권 2000대보유)
2017. ~18. 온라인플랫폼 베타테스트
2019. 히든커머스설립"셀오틱 플랫폼 런칭" (중소기업 온라인 공유판매플랫폼)
2019. 대한민국브랜드협회 옥외광고부분 최우수브랜드대상
2019.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표창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표창
2020. 택배차량광고런칭(전국가능)
2021. 기업 및 공공기관 통근버스광고런칭(삼성,SK,LG,현대,공공기관등 500대보유)

회사소개

버스광고매체를 직접 보유한 광고마케팅사로 옥외광고 미디어 플랜 (제주도 포함 전국 가능)과 중소
제조기업 온라인 공유판매플랫폼 "SELOTIC"을 개발하여 오픈플랫폼 형태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1
만여개 이상의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홍보효과 및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형태로 기여함을 가치로
ESG경영을 추구합니다.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매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간의 협업을 비대면으로 구축하여,
온라인에 대량노출과 상위노출을 이루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홍보효과와 매출을 일으키는 자동화 된 중소
기업 온라인 공유플랫폼.

-온
 라인마켓에 상품 자동 등록/대량노출의 홍보효과/상위노출 등을 자동화하여 중소기업이 온라인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협업만으로 유통시장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운영
*버스광고(투어버스2000대, 통근버스500대, 전국택배차량광고)를 직접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최소의 비용으

사업 특장점

*셀오틱플랫폼 "SELOTIC" (온라인 공유판매 플랫폼)

브랜드 소개

이커머스 플랫폼 "SELOTIC"

로 제공(특히, 플랫폼 내 회원사는 원가로 제공하여 가성비 최고의 플랜이 가능토록 지원)

chapter 6

하나온애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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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통주식회사

물류/금융/기타

● 100년 동반성장의 행복한 소통
대표자명 : 김석운
전화번호 : 070-8856-6338
회사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83-23 2층 뉴통주식회사
홈페이지 : http://www.newtong.co.kr
주력상품 : 기업형 종합 식자재 콜드체인 유통물류시스템

회사소개

뉴통주식회사는 ‘기업형 식자재 유통물류시스템’ 기업으로 온,오프라인 B2B 유통물류서비스와
외식, 식품기업의 물류운영에 필요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뉴통은 고객과 협력사의 행복한 동반성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연결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공유하며,
업계의 새로운 유통물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기업입니다.
뉴통주식회사는!!

회사연혁

언제나 고객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기본이 탄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과 성과를 나누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하겠습니다.
2019. 5. 법인설립 및 사업 개시
2020. 1. B2B 유통물류서비스 본격 시작 : 유통대기업, 백화점, 카페프랜차이즈, 공장원료 등
2020. 10. 물류의날(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 새로운 유통물류기업 구축사례 : 동반성장패러다임
2021. 1. 서영대학교 산학협동 가족회사 협약 체결
2021. 2. 물류신문 기획특집 : 라스트핏이코노미에서 부가가치 물류를 찾다 / 식자재유통물류 One-Stop Solution
2021. 3. 한국콜드체인협회 회원사 가입
2021. 5. 창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기업 선정 : B2B전문 식자재 유통물류서비스 플랫폼
2021. 8.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가입
2021. 8. 한국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거점도시(김천) 육성사업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사업 협약 체결
2021. 9. 외식프랜차이즈 전문 콜드체인 유통물류서비스 운영 中

사업 특장점

1. 뉴통 물류센터 : 북부센터(일산) / 남부센터(이천) 운영 中 / 김천스마트물류센터(22년 완공)
- 상온, 냉동, 냉장 종합식자재 전국 유통물류서비스
2. 뉴통 서비스
-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맞춤형 유통물류 서비스(4PL) : 전국 점포별 유통물류 서비스 제공
- 지역별 단일 점포 종합 식자재 공급
- 온,오프라인 B2B 물류대행(3PL) : 제품별 보관, 운송, 택배 서비스
- SCM컨설팅 : 창업 초기프랜차이즈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운영 솔루션 제공
- FC 전용상품 개발 및 OEM생산, 상품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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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김선식, 배효근
전화번호 : 02-3663-8766
회사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C동 10층
홈페이지 : http://www.joowonlogis.com
주력상품 : 화물운송, 물류컨설팅, 보세 축산물 식품운반업, 화물운송전문 포털사이트 운영, 3PL

회사소개

주원통운㈜는 물류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화물운송 기업입니다.
2020년 연매출 200억이상,2021년(예상)연매출 700억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00개이상의 프랜차이즈 및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1,200명 이상의 지입차주
분들이 전국곳곳에서 식자재부터 산업용품까지 다양한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배송회사가 아닌 3PL물류회사로 계열사인 주원프레쉬㈜ 물류센터(냉동,냉장,상온)
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물류/금융/기타

● 차별화된 경영철학, 비전있는 젊은기업

chapter

주원통운(주)

2011. 주원통운(주) 설립, 축산물운반업 허가수료, 식품운반업 수료
2011. 축산물운반업 신고필증,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2012. 주원통운(주) 헤럴드경제 주관 “문화경영 (물류운송부분)” 대상 수상,

회사연혁

2012. 안성맞춤(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사업자등록
2013. 주원통운(주) 서울시 화물협회 표창, 주원운수(주) 사업자등록
2015. 주원통상(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주원지엘에스 (주) 설립
2017. 주원통운(주) 공동대표이사 김선식, 공동대표이사 배효근 취임
2019. 주원통운(주), 주원통상(주), 주원운수(주), 주원지엘에스(주), 지입잡코리아, 안성맞춤커뮤니케이션을
"주원그룹"으로 통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협약서 체결
2021. 주원프레시(주) 사업자등록증 발급, 경기(김포) 서부물류센터 오픈, 물류배송용차 브랜드 "화물용차빠름" 런칭
2021. 한국우수브랜드평가대상(종합물류 서비스)부문 수상 <동아일보후원>

브랜드 소개

주원통운㈜은 계열사, 고객사 모두 한마음으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계열사 주원프레시㈜ 물류센타는 서부권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신선함을 빠르게 배송합니다.

사업 특장점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화물운송업무 및 인력관리와 물류비 절감차원으로 화물운송 의뢰가 많
아지고 있습니다.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노동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현실은 고객사(화주)의 경영을 더
욱더 힘들게합니다.직영기사의 무단결근으로 물류배송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모든 고객사(화주)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물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주원통운㈜
에 지입차량을 의뢰하여 물류배송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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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주식회사 바른씨앤에스

물류/금융/기타

● 프랜차이즈 시설자금 &인덕션 제조 & 가구 제조
대표자명 : 김상훈
전화번호 : 02-3012-6642
회사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제일오피스텔 1822호
홈페이지 : http://m.snsmagazine.kr/share/3822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시설자금,업소용 인덕션 제조 , 업소용 가구 제조

회사소개

가구설비회사 아르푸가구와 제이쿡인덕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바른씨앤에스㈜입니다. 식기
세척기(가정용,업소용), CCTV 등 소액 품목부터 기계 및 장비 등의 고가의 품목까지 내구재 할
부 금융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소용(리조트,사무용,학원,호텔 등) 디자인 가구와 최근 가정
용 주문제작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를 맞춤 제작·판매하고, 업소용 인덕션 개발 및 제조·판매

브랜드 소개

1998. 2. 창업
1998. 4. 업소용 가구 제조,판매
2000. 10. 내구재 할부금융 업무시작
2003. 7. 업소용 인덕션 제조, 판매

사업 특장점

회사연혁

하며 다방면에 일상생활 속 모든 내구재에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르푸가구 : 국내기술 자체 공장제조 및 베트남
현지 자체공장제조.
제이쿡 인덕션 : 국내기술 국내제조 및 판매.
바른씨앤에스 : 내구재 할부금융 , 소상공인 물품
구매 자금 & 시설 자금.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러가지 다양한 가구를 제조 판매 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업소용 인덕션을 자체기술로 주방용 인덕션,객장용(홀) 인덕션 제조, 판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의 감각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실용적인 제품을 추구하는
아르푸가구 & 제이쿡 인덕션
그리고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자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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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김동산
전화번호 : 02-717-9480
회사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홈페이지 : https://kgia.modoo.at/
주력상품 :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보험(점포 화재, 영업배상 등)

회사소개

단체보험 계약관리를 전문으로 하며, 각종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법인과

7 물류/금융/기타

● 보험합리주의, 고객에게 가장 좋은 보험을 추천합니다

chapter

한국단체보험연합(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99. 법인설립,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사및병원배상보험 단체협약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2001.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의사및병원배상보험 단체협약(현대해상,DB손해보험)
2006.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현대해상)
2007. SGI서울보증보험 대리점 등록

2015. (사)한국산후조리업협회 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현대해상)
2016.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회사연혁

2014. (사)대한한의사협회, 의사및병원배상보험 단체협약(삼성화재),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단체협
약(현대해상), AIG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2018. 대한주차산업협회 단체협약
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력회원
2019. 한의사, 치과 의료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단체계약체결(KB손해보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단체보험계약관리(메리츠
화재),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업무협약, 야영장 배상책임보험 계약 관리(현대해상)
2020. 대한요양병원협회 단체 협약(메리츠화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단체 협약(메리츠화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단체
협약(메리츠화재)
202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단체상품개발(메리츠화재)

브랜드 소개

-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보험(점포 화재, 영업배상 등)
- 프랜차이즈 보증보험(SGI서울보증보험) 등
- 11개사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서비스,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
- 공장화재 창고화재 일반화재 주택화재
- 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사업 특장점

법인(사업자) 단체보험 계약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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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플라워

물류/금융/기타

● 꽃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대표자명 : 안혜숙
전화번호 : 1566-6965 / 010-9246-6965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 25 트윈타워 B동 715호
홈페이지 : http://ladyflower.co.kr/
주력상품 : 관엽화분 축하화환 근조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동.서양란

회사소개

레이디플라워는 2011년 8월 설립 후 현재까지 10년동안 내실있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이디플라워는 날로 급변하는 꽃배달서비스(화훼)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업계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및 일반개인 고객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

회사연혁

화훼농가 및 품목별 전문농장과 직접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양질의 상품을 항시 구비하는 시스템

사업 특장점

2011. 8. 설립

브랜드 소개

다. 늘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최적의 맞춤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2014. 대한민국 고객감동 일류브랜드대상
2015.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을 갖추고 전국적인 체인망 구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당일 직접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유통과정
을 단순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통망 확보 / 고객관리프로그램 및 인트라넷 구축으로 관리/고객맞춤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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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박인철
전화번호 : 02-500-8088
회사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13 파워풀엑스빌딩
홈페이지 : http://powerfulx.com
주력상품 : 스포츠 크림, 스포츠 테이프

2014. 11. ㈜플렉스파워에이더블유에스 설립
2016. 9.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7. 4. KRX 한국 거래소 코넥스 상장
2017. 11. NHN, 한화투자증권 등 30억원 기관 투자 유치
2018. 3. KB 투자증권 등 45억원 기관 투자 유치
2018. 7. ㈜파워풀엑스로 상호명 변경
2019. 5. 신사옥 확장 이전
2019. 12. 대한민국 상생발전대상 수상

2020. 5. '글로벌 스포츠 뷰티 연구소' 설립
2020. 12. 벤처창업진흥유공 벤처 활성화 유공 포상 수상
2020. 12.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1. 3. 누적매출 700억원 달성
2021. 4.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
2021. 6.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2021. 6.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수상

· 브랜드명 : 파워풀엑스
· 한국에서 만든 글로벌 스포츠 뷰티&헬스케어 브랜드
· 대표 제품 : 리커버리 크림(애칭 : 박찬호 크림), 메디핑
(1) 리커버리 크림
-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크림
-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자극적인 파스향 없
이 고급스러운 향을 적용하여 개발한 혁신 제품
- 201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과 공격적
인 체험 마케팅을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견
인한 히트 아이템
(2) 메디핑
- 세계 최초 프리컷 스포츠 테이프
- 기존에 스포츠 전문가와 운동 선수들만 사용하던
스포츠 테이핑을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
일밴드처럼 모듈화하여 스포츠 테이프의 대중화
에 기여
- 2018년 출시 후 1년 간 전년 대비 약 200%의
매출 성장을 보인 혁신성 제품

2021. 9.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선정

1. 제품 차별성

(1) 리커버리 크림 (애칭 : 박찬호 크림)
· 자극적인 파스향이 전혀 없는 고급스러운 프랑스산 레
몬라벤더향의 스포츠 온열 크림
· 나노리포좀 유화 기술(특허 출원기술)을 적용하여 끈적
임 없이 빠르게 흡수
· 관절/연골의 통증을 완화하는 식이유황(MSM), 글루코
사민 함유
(2) 메디핑
· 2020 도쿄 올림픽 선수들이 선택한 스포츠 테이프
·근
 육,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식이유황(MSM), 글루코사민 함유
· 온열 성분 함유, 후끈한 찜질 효과로 한층 더 높은 만족
감 제공

사업 특장점

브랜드 소개

2020. 4.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
업' 선정

회사연혁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찬호 크림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
한 스포츠 뷰티&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
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워풀엑스는 "OVERCOME YOURSELF,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슬로건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인 몰입, 성장,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달립
니다.

회사소개

파워풀엑스는 한국에서 만든 세계 최고의 스포츠
뷰티&헬스케어 브랜드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파워풀엑스의 대표제품인 '리커버리 크림'은 전 국
민에게 '박찬호 크림'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으며
스포츠크림 및 온열 통증크림 카테고리의 리딩 상
품으로 자리 잡았고, 창업 3년만인 2017년 단일 상
품 매출만으로 한국 코넥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
니다.
10억 매출로 출발했지만 불과 3년만에 누적매출
250억을 돌파했고, 코넥스 상장에 이어 코스닥 상

7 물류/금융/기타

● OVERCOME YOURSELF,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chapter

(주)파워풀엑스

2. 비즈니스 역량

· 국내 주요 메이저 유통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 골프장 프
로샵, 대기업 특판 등 다각화된 유통망 보유

3. R&D 역량

· 기업부설연구소 '글로벌 스포츠뷰티 연구소' 보유
· 화장품 제조공장 및 스포츠테이프 제조공장 보유
· 연구 개발, 생산, 품질관리, 유통의 모든 과정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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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협력회원사 리스트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대표자
협력위원장 최인용
고 문 전병진
협력이사 이금구
협력이사 전상복
협력이사 김정훈 본부장
협력이사 류정기
협력이사 박서진
협력이사 강태갑
협력이사 안혜숙
협력이사 이경희
협력이사 손주범
협력이사 조양현
협력이사 김상훈
협력이사 강상희
협력이사 임서현
협력이사 전화성
협력이사 조승훈
협력이사 박양숙
협력이사 권원섭
협력이사 김종국
협력이사 조성수
협력이사 김동규
협력이사 강동원
협력이사 남기원
협력이사 조태중, 신향숙
협력이사 강명훈, 황은주
협력이사 김중태
협력이사 조선영
협력이사 장재남
협력이사 유재은
협력이사 복은희
협력이사 이재곤
협력이사 정연화
협력이사 하수만
협력이사 황재복
최아하(CUI HAILONG)
박형직
김인수
김부연
전상열
안복희
이경수
박용분
김석운
박성운
안재중
최규형
김건하, JIKYO TAKAYUKI
김희윤
박종배

회사명
가현세무법인
(주)엔터라인
노무법인씨엔비
주식회사 대상티앤디
대상에프엔비(주)
(주)더피앤지
(주)디앤아이플러스
(주)디포인덕션
레이디플라워
BUZA.biz 한국창업전략연구소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주)만나플래닛/구.오투오시스
주식회사 바른씨앤에스
(주)부농에프앤에스
송림특수제지
씨엔티테크(주)
(주)엔조이소프트
(주)이젠통상
제일공조(주)
조은주비트산업(주)
(주)존쿡
(주)좋은나라
(주)주방뱅크
(주)주용키친플러스
(주)진맛과에프앤비
(주)아르푸, (주)티오피퍼니처
(주)티페이
(주)포스코디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주)프랜코
하나온애드컴
한양디자인가구
(주)헤세디아
화신영농조합법인
(주)SPCGFS
주식회사 가선기획
강남서울밝은안과
고려종합주방
(주)광고몬스터
주식회사 나우버스킹
(주)네오피에스
(주)네임
농업회사법인팜앤피아(주)
뉴통주식회사
(주)대성산업
(주)대원아이티솔루션즈
(주)대일이엔피
주식회사 더닐크팩토리
(주)더부스(The Booth)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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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외식업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
병원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주요 브랜드
가현택스, Gtax
Enterpack
노무법인씨앤비
청정원, 종가집
The P&G(식품류 포장재 등)
디앤아이플러스, 서민반찬
디포인덕션
레이디플라워,aT플라워
BUZA.biz
IFS프랜차이즈 서울
오투오시스
아르푸, 제이쿡인덕션
홈반
송림특수제지
씨엔티테크, 씨엔티스터디센터
조이머신,아이머신,조이칸 등
해다온
제일공조
조은주비트
존쿡델리미트, 에쓰푸드
좋은나라물티슈
주방뱅크
주용키친플러스
진짜맛있는과일
Arfu(아르푸)
티페이
포스코디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프랜코컨설팅
SELOTIC, 도심투어버스광고
한양디자인가구
청정여수동갈매기살
SPCGFS
강남서울밝은안과
고려종합주방
광고몬
나우버스킹
팜스프링스
창업톡톡
팜앤피아

전자메뉴판 똑똑이, 보이미
대일이엔피
더닐크팩토리
더부스, 대동 페일에일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락처
02-555-5025
031-434-9020
070-4699-0578
031-313-6265
02-3290-8799
02-422-2956
02-511-6334
031-542-6576
1566-6965
02-716-5600
02-561-6170
02-6919-5466
02-3012-6642
051-501-6100
031-977-6810
02-309-0380
1544-9495 6번
02-3413-5070
02-579-8555
02-926-3501
02-2140-9000
031-855-7660
1544-1336
02-2236-8610
1833-9144
1577-6190
1544-3640
1899-4163
02-2233-4777
02-525-8300
1811-6723
02-2253-6664
031-706-8832
055-962-8852
02-2276-4100
02-2235-3083
1588-3882
02-2233-6161
02-562-1112
070-8095-6963
02-455-1235
1522-3958
02-471-0040
070-8856-6338
031-576-8451
1644-3114
02-465-0185
031-742-0821
02-714-4335
02-558-7995

홈페이지
http://modoo.ghtax.a
www.enterline.co.kr
www.cnbhr.co.kr
www.daesangtnd.co.kr
www.daesang.com
www.dnidesign.co.kr
www.dipoelec.com
www.ladyflower.co.kr
www.buza.biz
www.rxglobal.com
www.manna-planet.com/web
m.snsmagazine.kr/share/3822
www.homeban.co.kr
www.songlim-paper.com
www.cntt.co.kr
www.enjoysoft.net
www.ezentc.com
www.feelair.co.kr
www.joeunjubit.co.kr
sfreshmall.com
www.watertowel.com
www.jubangbank.co.kr
juyongkitchen.co.kr
www.bestf.co.kr
www.arfu.co.kr
www.skycns.com
poscody.co.kr
www.ifis.co.kr
www.franko.co.kr
www.selotic.com
www.hanyangmall.com
www.hessedia.com
www.aija.co.kr
www.spcgfs.co.kr
www.gasunfc.com
www.smartlasik.co.kr
www.ggmon.co.kr
www.nowwaiting.co
www.changuptalk.com
farmnpia.co.kr
www.newtong.co.kr
www.okdspack.co.kr
www.dwpos.co.kr
smartstore.naver.com/thenilkfactory
www.thebooth.co.kr
www.dwpatent.co.k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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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표자
이경우
51
이승구
52
박승현
53
정영근
54
김준용
55
이상국
56
윤미소
57
안진경
58
이규호
59
소정섭
60
강준식
61
남민수
62
함판식
63
정철, 김양평
64
이근갑
65
66 김정우(James Kim)
김명철
67
김두연
68
정범준
69
최덕순
70
최은주
71
김현주
72
손재천
73
노정민
74
서성우
75
김숙정
76
이상민
77
박세종
78
이종훈
79
김주영
80
최성돈
81
이승열
82
이명옥
83
서홍석
84
이오훈
85
이정숙
86
강선영
87
김남빈
88
선우재복
89
류수석
90
박준석
91
92 강계웅, 강인식
강태갑
93
박홍래
94
조강훈
95
김태호
96
김유구
97
김윤겸
98
고희애
99
최유리
100

회사명
디아지오코리아(주)
주식회사 레버스
로움아이티(주)
(주)루츠
(주)마이프랜차이즈
(주)마이프렌즈
미소디자인
(주)바스틀리코리아
법무법인선해
주식회사 베이비뉴스
벨룸컴퍼니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브이디컴퍼니(주)
(주)브이티코스메틱
주식회사 비에이치앤바이오
사단법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삼덕회계법인
삼보팩
주식회사 상화
서우코퍼레이션(주)
서울프랜차이즈센터(주)
주식회사 성규푸드시스템
세무법인 세일
세무법인로앤파트너스
세무회계 성우
(주)세원위
주식회사소프런
주식회사송림푸드
주식회사쇼플
(주)슈가버블
주식회사 썬로이
(주)씨큐프라임
(주)알토란ERP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주)
(주)에릭스
(주)에스씨지스포츠아카데미팀업캠퍼스지점
(주)에스와이코마드
(주)에이스로보테크
주식회사 에코몬
엑티브아이티(주)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주)
(주)엘엑스하우시스
엠지푸드솔루션(주)
(주)와코
주식회사 외식인
(주)워시프렌즈
(주)위대한상사
(주)유니언컴
유니웹스(주)
주식회사 유리스컴퍼니, 유리스 F&B

업태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협단체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외식업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협력회원사 리스트

주요 브랜드
연락처
기네스, 홉하우스, 조니워커, 스미노프 등 02-6340-8803
퓨어네이처, 에버크린
031-942-9427
세모장부
1544-0998
041-417-7668
마이프랜차이즈
02-6207-1245
엠페이
070-5097-6164
070-8800-3710
바스틀리
031-702-8382
법무법인선해
02-586-5701
베이비뉴스
02-3443-3346
벨룸컴퍼니
010-5248-1013
063-461-1984
푸두봇,벨라봇,홀라봇 등 02-2135-5215
VT(브이티)
070-4915-3817
비에이치앤바이오
043-536-8000
02-6201-2200
삼덕회계법인
02-397-6607
SAMBOPACK
02-855-9551
F&B 로봇 자동화 시스템 02-3287-1800
서우코퍼레이션
031-715-1717
서울프랜차이즈센터
02-714-1172
성규푸드시스템
032-464-0230
세무법인 세일
02-430-7908
로앤파트너스
02-3477-0648
세무회계 성우
02-2058-2553
더하루푸드코트
010-2688-8373
소프런
1670-6755
소스토리, 쉐펀
043-536-9730
쇼플
02-333-7081
슈가버블
054-251-4611
썬로이
02-6203-8090
스마트프랜차이즈, 이모더 1544-4612
알토란ERP
1600-3016
꼬마시
061-745-9907
에릭스도자기, 힐링요, 포셀린 061-454-7100
팀업캠퍼스
031-763-4114
02-6204-7236
ART
041-565-2303
에코몬
1644-1041
엘지유플러스통신가입센터 031-895-6278
페이코
070-7595-1013
LX:ZIN
6930-0050
031-542-6576
와코
042-939-2700
FC다움
1566-8636
워시프렌즈
1800-2080
나누다키친, 픽쿡
02-556-5777
유니언컴
02-2642-6606
02-826-0160
쉬즈리빙
070-7005-6500~6

홈페이지
www.diageo.com
www.semojangbu.com
www.rootsfresh.com
myfranchise.kr
www.마이프렌즈.com
www.misoyoon.com
vastlykorea.com
www.sunhey.co.kr
www.ibabynews.com
www.velummarketing.net
www.vdcompany.co.kr
www.vt-cosmetics.com
www.bhnbio.com
www.amchamkorea.org
www.samdukcpa.co.kr
www.sambopack.com
www.sangwha.com
www.swckorea.com
www.seoulfranchise.com
성규푸드.com
www.taxseil.co.kr
www.rnptax.co.kr

www.sofron.co.kr
www.songlim-food.com
www.showffle.com
www.sugarbuble.com
sunroi.co.kr
www.secuprime.com
www.altoranerp.com
www.k-cockle.com
www.porcelaincook.kr
www.tuc.co.kr
www.sycomad.com
www.acerobot.net
www.ecomon.kr
lguplusit.co.kr
www.kcp.co.kr
www.lxhausys.com
www.wacco.co.kr
www.fnbpeople.co.kr
www.washfriends.com
nanudakitchen.com
www.uniwebs.co.kr
www.shesliv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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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협력회원사 리스트
리스트
협력회원사
No.
대표자
류호범
101
최승실
102
송기욱
103
한영태
104
박미애
105
이은주
106
서재필
107
백운섭
108
이인덕
109
박인성
110
심정훈
111
문재복
112
오원현
113
김남철
114
여우현
115
류지호
116
117 김선식, 배효근
강동연
118
김현석
119
안종우
120
최중환
121
최지선
122
황창규
123
서경노
124
구본학
125
김범진
126
천영규
127
정희국
128
정찬근
129
정기성
130
131 헤이코 힌리히
132 마이클콜번고프, 김재석
채형원
133
박인철
134
정성천
135
정승모
136
문공현
137
김영수
138
공경율
139
정용재
140
141 김태희,조종래
한석준
142
김동산
143
최규동
144
최수정
145
김경록
146
한정숙
147
유원용
148
엄용회
149
신세경
150

회사명
(주)유정H&F
(주)이노소프트기술
이동주조1957(주)
(주)이미지스시스템즈
(주)이어드림
(주)이엔제이
주식회사 이지웰엠
주식회사 이지텍
인덕식품
솥밥대통령((주)인성생활과학)
(주)정진푸드
제이에스컨설팅법인
제이쿡인덕션((주)제이쿡코리아)
주식회사 제일좋은솔루션
주식회사 주방마을
주식회사 주원키친시스템
주원통운(주)
(주)지이디
(주)진아티앤피
초록렌탈
(주)초이스팜
케이에프앤효상조
(주)케이티
(주)코리아런드리
쿠쿠전자/쿠쿠홈시스주식회사
(주)타이거컴퍼니
태경농산(주)
(주)태방파텍
태성회계법인
(주)태아여행사
테스토코리아(유)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쳐코리아 유한회사
(주)토탈베이커리시스템
(주)파워풀엑스
(주)판도플랫폼
평택유지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텍
(주)푸드누리
푸드팡(주)
필통
하나로축산유통
(주)하이데이터
한국단체보험연합(주)
한국시니어케어(주)
한국코카콜라유한회사
(주)한솔홈데코
(주)한스앤수쿠니에
(주)한쿡스
(주)후로웰
K-소스 서해수산푸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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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도소매업
제조업
도소매업

주요 브랜드
자연면
프랜차이즈ERP
이동막걸리
이미지스시스템즈
이어드림
이엔제이
하이비타민
자연공유
인덕식품
솥밥대통령
먹태시대
제이에스빌딩컨설팅그룹
JCOOK INDUCTIOM
제일좋은솔루션
주방마을
주원키친시스템
주원통운
가치써
진아티앤피
초록렌탈

연락처
031-987-2740
02-6466-5810
02-2038-8813
070-7731-1942
1833-9986
031-717-5643
070-4355-7206
070-7836-0803
055-337-0607
1661-9215
031-206-3628
02-519-3000
032-719-7067
1899-1271
1577-6749
02-2236-6783
02-3663-8766
010-2124-9778
031-233-5411
031-5180-3800
070-8285-0183
케이에프앤효상조
1588-4405
케이티
1588-0010
코리아런드리
031-755-8289
CUCKOO
1588-8899
티그리스
02-581-0324
오테이스트, 본테이스트, 베지가든 02-820-8700
02-952-0005
태성회계법인
070-8765-0164
태아여행사
02-776-1331
testo
02-2620-8100
키친밸리
토탈베이커리시스템
02-3443-8744
파워풀엑스
02-500-8088
판도플랫폼
031-713-7111
순수유
031-684-8351
큐담
031-947-6002
푸드누리
031-631-7530
푸드팡
1577-2150
필통
02-921-6191
하나로축산유통
02-964-4151
02-3452-8880
한국단체보험연합
02-717-9480
단국상의원
02-313-4114
코카-콜라
02-3271-3011
한솔홈데코
02-3284-3886
한스유니폼
02-2238-3875
디쉬뱅크 / 황실유기공방 1877-6289
엘로치오
070-4618-4321
K-SAUCE
041-641-5400

홈페이지
www.inno-soft.co.kr
www.e-dong1957.co.kr
iudream.kr

www.이지텍.com
induckfood.co.kr
www.ricepresident.com
jungjinfood.co.kr
www.jskr.co.kr
www.jcook-induction.co.kr
jubangmaeul.com
www.i-kitchen.co.kr
www.joowonlogis.com
www.ged-global.kr

choicefarm.modoo.at
www.kt.com
www.washenjoy.co.kr
www.cuckoo.co.kr
www.tigersw.com
www.itaekyung.com
www.taebang.com

www.testo.com
kitchenvalley.co.kr
www.tostembakery.com
powerfulx.com
www.pandobiz.com
www.ptoil.co.kr
forcetech.kr
www.foodnuri.co.kr
foodpang.co

www.highdata.co.kr
kgia.modoo.at
www.dksilk.co.kr
www.hansolhomedeco.com
hansunifrom.co.kr
www.dishbank.com
www.ksau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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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혜택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혜택

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혜택

3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5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혜택

9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 개선 건의

혜택

11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혜택

13

혜택

15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최고경영자(CEO)대상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 〮 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 자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혜택

2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7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학사 및 석사

혜택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무료교육), KFCEO,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과정, 슈퍼바이저전문가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각종 정책 정보 제공
혜택

성공 창업의 요람!

혜택

4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혜택

6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8

회원사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회원사 전자수첩 등재 및 이용자격
회원사 간 원활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직 회원사에게만 회원사 전자수첩 등재 및 이용자격을 제공합니다.

혜택

10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꽃 배달 할인, 렌탈몰, 안심폐업보험 등

혜택

협회 지정 업체 전국 꽃배달 회원사 할인(레이디플라워)과 ‘가맹점 창업 비용 절
12
감’을 위한 회원사 전용 렌탈몰, ‘창업 리스크 경감을 위한 DB손해보험 가맹점 안
심폐업보험’ 등 회원사 복지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종합검진 할인 혜택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 건강지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사 소식 전용 오픈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혜택

14

혜택

16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4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등촌동, 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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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왕이 될 상인가?
6,45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누적 조회수 430만회
지금 창업도에서 우리 브랜드를 찾아보세요!

테마기획전

분야별 브랜드 순위

창업도 광고문의. 02.501.2858

창업도는�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사에서�운영합니다.



가맹사업의 최대과제는 가맹점 확대! 효과로 검증된 창업톡톡과 함께하세요!

가맹점 확대, 이젠 걱정마세요!
매월 30건 이상의 가맹상담문의가
실시간 알림톡으로 콕! 콕!
본 영상마케팅 서비스는 창업톡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사와 제휴된 가맹문의 건 수 보장상품입니다.

아직도 가맹사업하면서 영상마케팅을 안하시나요?
창업톡톡과 함께하는 영상마케팅 파트너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배반점, 제줏간, 분식쌀롱, 치킨마루, 탄광맥주, 쌀쌀맞은닭, 오하루우동, 마장동김씨, 광부백주, 채선당, 캠토토스트, 무봉리순대국
천사곱창, 착한쭝식, 오늘셰프, 더리터, 마님비빔밥, 청춘꼬마김밥, 가마꿉, 도야짬뽕, 닭깡, 잭아저씨족발, 더맛있는족발보쌈, 에코몬,
대한주방설비, 한앤둘치킨, 지즐미육회관, 리맥스코리아, 흑돈대패, 삼백식당, 통닭왕, 치즈밥있슈, 바세츠코리아 등...

파트너 계약 > 영상촬영 > 편집 > 마케팅 세팅 > 실시간 알림톡 전송

영상마케팅 문의 : 02. 501-2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