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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더 맛있어지고

운영비용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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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성푸드는 회사, 산업체, 병원, 산후조리원 등 단체급식 위탁운영과 식자재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맛과 건강을 중시하는 산후조리원,  위생과 영양을 중시하는 병원급식의 전문성을 단체급식에 그대로 적용해드립니다.

신선함과 투명성은 한성푸드의 자랑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영양사의 전문적인 관리,

알차고 효율적인 식재료 공급 등, 한성푸드 서비스는 여러분의 기업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은 물론

풍부한 영양 제공으로 근로자의 건강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신선함과 투명성을 철학으로 운영되는 젊은 기업

HansungFood
Vision
Contact us 031) 30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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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Clean

고품질

Great

저비용

Low price

친환경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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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성푸드는 중대형 종합 단체급식/위탁급식 전문 회사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법규 준수와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식을 제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병원 · 산후조리원 급식

회사 · 산업체 급식

영양사팀, 조리사팀, 서비스팀, 사업지원팀 각 분야의 전문팀이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양사팀

급식 통합 관리

  

식자재 관리

재료 발주 관리

맞춤 식단 관리

식품위생 관리

유통기한 관리

주방 위생 관리

고객상담 관리

조리사팀

조리사 지원 서비스

  

요리 매뉴얼 지원

조리실 위생 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한식, 양식, 중식 강의

단체급식 뷔페 지원

요리 메뉴 개발

취업 시스템 관리

서비스팀

영업 1팀/영업 2팀

  

영업 관리

지점 관리

유통업체 관리

식자재 관리

업체 시설 관리

서비스 관리

CS 관리

사업지원팀

외부 사업팀

  

산후조리원 전문팀

병원 전문팀

외식 사업팀

구매 물류팀

보도 자료팀

인테리어 사업팀

책임보험 가입

1. 친환경 식자재 공급

2. 영양사 관리
한성푸드 영양사가 업체를

관리합니다

 Info.
www.hhs.co.kr

Tel. 031) 307-2888

Copyright © 2016
(주)한성푸드 All rights reserved.

5. 조리실 위생 관리
갈수록 강화되는 위생청결 법규를
체크해드립니다

3. 식자재 비용 절감
식자재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4. 뷔페 이벤트
한성푸드 뷔페 이벤트는 특별합니다

6. 사업장 오픈 지원
사업장이 오픈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제공되는 식단은 식사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원에게 건강한 영양을 고루 섭취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생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HansungFood
Business Area

Institutional food service
Hospital · Postpartum Care Center
Contact us 031) 307-2888

Institutional food service
Company · Industry
Contact us 031) 307-2888

Fresh
Tasty
Healthy

Institutional food service
Strong Point · Expectation Effectiveness
Contact us 031) 307-2888

5

hansungfood
031) 307-2888



병원급식

환자들의 특성에 맞춘
식재료 및 매뉴얼

단체급식

유아 및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위생관리

산후조리원 식재료

산모의 체질과 특성에 맞춘
식재료 및 교육

산업체 급식

회사 및 공장 근로자에 맞춘
식단 조리법

요양·재활병원

노약자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조리법 및 매뉴얼 기업 대단위 급식

100~1000인 이상의 기업근로자
식재료 제공 및 위생관리

기타 입원실

입원병동 및 대형급식에 맞춘
친환경 식재료

전문 영양사의 일대일 맞춤 관리하며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기적인 영양사 방문 + 운영 노하우 전수

1. 병원 및 산후조리원 맞춤형 식단 제공

: 환자 및 산모의 체질과 특성에 맞춘 식재료 매뉴얼

2. 영양사의 관리하에 과다 발주 미연에 방지

: 통계자료에 맞춘 영양사의 전문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발주

3. 급식 및 식당 위생 안전사고 예방

: 식중독 사고 예방, 위생점검 등의 기준에 맞춘 안전 관리

4. 트렌드가 반영된 산모 및 환자 식단

: 적절하고 알맞은 영양, 시대의 흐름에 맞춘 식단 제공

1. 한성푸드 자료와 노하우 전수

: 요리 아카데미의 다양한 조리 매뉴얼과 전문성 안내

2. 1만여 가지 품목 보유, 신속한 발주 가능

: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한 물류센터 직배송으로 신속 발주

3. 말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투명한 세금계산서 발급, 월말 지불제로 기업의 부담 낮춤

4. 본사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영양사, 조리사의 정기적 교육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Institutional food service
Strong Point · Expectation Effectiveness
Contact us 031) 30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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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양사 컨설팅

전문 영양사의
일대일 맞춤 관리로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

Tel. 031) 307-2888



근로자에게 풍부한 맛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주)한성푸드는 기업 및 회사 단체급식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병원부터 대형 의료기관까지

식자재 납품 및 단체·위탁급식을 합니다.

Institutional food service
Strong Point · Expectation Effectiveness
Contact us 031) 30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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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307-2888
www.hhs.co.kr

산지에서 직접 수집한 1차 물류센터에서 

고객사에 직접 배송합니다.

기존 유통채널

당사 산지모델 방향 당사 타사

농산물 신뢰성 확보
+

지자체 연계,
품질 안정화

원가절감
+

업체 선별
(무리한 저가 경쟁)

생산자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중도매인 급식업체 고        객

생산자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중도매인

당        사 고        객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통해

깨끗한 HACCP 지정업체만을 선정하며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합니다.

4.       공산, 일배식품 : A급 브랜드 및 대형 메이커 직거래, 품질 지향형 PB 상품 공급

5.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확대

버섯류(영농조합법인 그린농산) GAP 획득
양곡류(대야농협, 동강농협) GAP 획득
현재 엽채류 인증 추진 중

(주)한성푸드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과

식자재 관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검수

4.       배송

식재료 품질 관리 · 차량 온도 관리
배송차량 청결 관리 · 작업자 위생 관리

3.       보관

냉동/냉장 및 실온 창고 온도 관리
교차오염 방지 · 선입/선출 위한 구분 보관

2.       입고
박스 포장 제거 · 냉장/냉동/실온 구획, 구분, 위생적 적재
고객 요청 시 대면 검수 실시

배송차량 온도 및 청결상태 관리
냉동/냉장 보관고 구획 · 식재료 구분 적재

전국 3개 단위의 첨단 물류센터를 활용한 전국 배송망을 확립하여

고객사 위치와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직접 냉장/냉동 배송을 실시합니다.

물류센터 3곳 보유 및
식재전처리센터 1곳 보유

Cold Chain System
(냉장/냉동/상온 분리배송)

경인물류센터(평택)

남부물류센터

호남물류센터

정확 · 안전한 배송 SYSTEM

배송차량의

온도, 운행 경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센터출발

배차

업장배송

Food material Distribution
Logistics System
Contact us 031) 307-2888

Food material Distribution
Food Safety & Sanitation System
Contact us 031) 307-2888

HansungFood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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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 엄격한 산지 및 품질관리 안전한 물류 · 배송

RPC(미곡처리장) 직거래
완전미 비율 88% 이상 쌀(통상 급식용 일반미는 80% 수준)

2.       김치 : 원산지 및 숙성도 관리

Sample을 통한 ‘맞춤형 김치’ 제공
HACCP 업체 중 위생수준이 뛰어난 소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밀착 관리

3.       축산 · 수산 : 100% HACCP 지정 업체와 거래
육류 : 돼지 – 국내산, 소 – 국내산 육우 및 호주산 S 등급 병행 사용
계육류 : 국내산, 계란 – 축산물 등급판정도 1등급 대란/특란 사용

Tel. 031) 307-2888



식재지원센터 운영

영양사 출신 직원 채용

전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

월별 CS 교육 및 친절사원 포상 실시
(주)한성푸드

상담안내

한성푸드 지부

본사

중부사업소

호남사업소

영남사업소

www.hhs.co.kr

www.hansungstory.com

www.hansungfood.org

www.hansungf.com

단체급식

식자재납품

외식컨설팅

언론보도국

Tel. 031-307-2888

Tel. 070-4188-0705

Tel. 070-8894-8029

Tel. 070-4908-0098

경기지부

강화도지부

김포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충청지부

전북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www.hhs.co.kr

www.hansungfresh.com

www.hansungfresh.com

www.hansungfood.net

www.hansungcook.com

www.hansungstory.com

www.hansungfood.org

www.hansungf.com

www.hansungf.net

식자재 불량 시 식재지원센터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주)한성푸드 식재지원센터 클레임처리 과정

2. (주)한성푸드 식재지원센터 클레임처리 상세 내용

· 24:00 - 06:00  식재지원 물류센터 - 센터 미입고 분 처리
· 07:00 - 12:00  식재지원센터 - 클레임 취합 및 처리

CS

클레임

접수

>

>

> > > >구매담당 통보

업체 통보

협력사 통화 구매담당
피드백

CS 전달 영업담당 전달

Food material Distribution
Customer Service System
Contact us 031) 307-2888

HansungFood
Contact
Contact us 031) 307-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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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송 품목 확인

: 당일 입고품목 확인

: 배송 준비

사업장 처리 현황 조회 및 확인

: 클레임 처리 완료 확인

: 미처리 사항 신속 대응

요청내역 확인 및 점검

: 처리가능 여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진행

: 처리내용 전산 등록

식재지원센터

추가 입고현황 확인

: 당일 재입고·교환

사업장 자체 처리내역

해당부서 확인 및 처리 통보

: 처리금액 결제 관련

요청내역 확인 및 점검

: 검수, 검품 유·무 확인

처리유형별 처리부서 통보

: 유형별 처리기준에 준함

: 요청내용 확인

식재지원 물류센터

Copyright © 2016 (주)한성푸드.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