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한끼의 품격입니다.
정직 (正直), 신뢰 (信賴), 건강 (健康)을 최우선이라는 이념으로 
가정 간편식의[HMR]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통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www.hanfoom.com



한끼의 
품격

A B O U T

한끼의품격은 소비자 맞춤형 간편 조리식품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정확한 납기 준수로 매장 이익에 기여합니다.

한끼의품격은 10여년간 다양한 업종의 매장 3,000여곳에 샵인샵 브랜드 유통을 
선도하며, 대표이사의 직접 관리 하에 전문적이고 깐깐한 R&D를 통해 차별화된 
메뉴개발, 간편조리,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통망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정확하게 배송하며, 합리적인 가격
으로 재고 부담없이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문점이 아니어도, 조리환경이 좋지 않아도 

한끼의품격이 성공적인 수익창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한끼의품격의 경쟁력

“
”

전국 
직영물류 센터

꾸준한 
상품 개발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배송

위생 | 안전 | 가격 | 경쟁력 | 품질 | 맛 | 서비스 



룸고서비스로 매출을 극대화해보세요!

룸고 서비스는 고객이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웹기반 주문시스템입니다.  

R O O M G O
QR and ORDER

간단하게 QR코드로 접속하여 주문하는 시스템과 함께 

부가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룸고와 함께 하세요!

한품만의 특화된 룸서비스 시스템



저비용 고효율

간단한 QR시스템전용기기가 필요없음

Why?ROOMGO?

01.

02. 03.

룸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비용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전문 조리시설이 없어도 룸서비스가 가능!

QR로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룸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룸고를 위한 전용기기가 필요없이 고객의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기기 도난의 위험이 없습니다.

- S C A N  M E -

9:21

S C A N

- S C A N  M E -

독창적인 희소성

04.

비슷한 서비스가 없어 다른 경쟁자보다 
더욱 빨리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룸고를 
사용해야 할까요? 

“
”



“

”

맛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진짜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룸테이블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 후

핸드폰으로 QR접속 후 메뉴를 담으면 끝!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면 맛있게 드세요.

easy ORDER

step 01.

step 02.

step 03.

주문을 폰으로, 손쉽게

R O O M G O
QR and ORDER

주문방법



볶음밥류

치킨류 떡볶이외

햄버거류 만두류

덮밥류

한끼의품격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대충먹는 한끼가 아닌, 
든든함과 맛, 더불어 간편함까지 채워 드리고 싶습니다.MENU

beverage

간단한 조리레시피로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한 메뉴들입니다.



 장비구입, 할부 렌탈
3년 후 소유권 이전

냉장쇼케이스

구     입: 450,000원
할부렌탈: 월 18,000원 (36개월) 

VAT별도

구     입: 650,000원
할부렌탈: 월 22,000원 (36개월) 

      

냉동쇼케이스 VAT별도

라면조리기1구

구     입: 550,000원
할부렌탈: 월 20,000원 (36개월) 

VAT별도 전자동튀김기

구     입: 2,500,000원
할부렌탈: 월 80,000원 (36개월) 

VAT별도



한 끼 의 품 격
언제나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민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www.hanfo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