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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농F&S의 푸드서비스 브랜드인 홈반은

대우조선해양, LG아워홈, 삼성 웰스토리, 현대 그린푸드, CJ 등 수년간 유수의 대기업과 파트너쉽을 맡아온

믿을 수 있는 전문 급식 브랜드입니다.

고품질의 식재료와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위탁 급식 운영, 운반 급식서비스, 도시락 제조 • 판매 서비스

식자재 공급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품질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하는 가치하에 최상의 종합 푸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한국카본 직원식당 급식 위탁 운영 (한국 거래소 상장기업)

✽(주)대양정기 직원식당 시설계획 및 급식 위탁 운영

✽(주)이화테크원 직원식당 시설계획 및 급식 위탁 운영

✽(주)금호정공 직원식당 급식 위탁 운영

✽(주)미래정공 직원식당 급식 위탁 운영

✽(주)아이디 직원식당 급식 위탁 운영

✽(주)본사 홈반 직원식당 시설계획 및 급식 운영

✽(주)대우조선해양 급식 식자재 공급(일일급식인원 30,000식)

✽(주)아워홈 급식 식자재 공급

✽(주)삼성웰스토리 식자재 공급

✽(주)태웅 직원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주)천호식품 직원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주)삼주 직원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 부민병원 급식 식자재 공급

✽상이군경회 식품사업부 급식 식자재 공급

✽부산시 경륜공단 선수 / 직원 / 고객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코모도호텔 식자재 공급

✽센텀호텔 직원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부산진구청 직원 / 고객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춘해대학 구내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사직여자중학교 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미남초등학교 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외 학교 다수

✽남구도서관 내 구내식당 급식 식자재 공급

CI •BI

주요 사업 이력 및 고객사



사업소개 • 시설

위탁급식 사업
장기간 축적된 급식 노하우 Big Data와 고객맞춤형 급식기획을 통하여 맛 • 품질 • 위생 • CS의 만족도와

더불어 고객의 식문화 개선까지 고려하는 선진화 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반급식 사업
메뉴 기획 단계부터 운반 급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레시피와 독창적인 콜드체인 시스템 및 회수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편의성과 최고의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도시락 제조 •판매
사업

고객의 성향과 니즈를 고려하여 전량 맞춤 수제 제작 방식으로 제공되는 홈반의 도시락은 메뉴의 품질은

물론 담기는 용기까지 친환경 소재의 용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품격과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 서비스
유수의 대기업 식자재 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MD를 통하여 첨단 구매 •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사업분야

본사 기반시설

R&D 센터 / 식품 연구소본사 사옥

물류센터 / 직영차량 현황본사 급식 시설



조직의 대규모 인원에게 제공되는 단체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의 영역을 넘어 맛과 영양, 즐거움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 푸드서비스 분야

입니다.  당사는 장기간 유수의 기관 및 산업체의 위탁급식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며 축적된 방대한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감성과 즐거움이 있는 새로운 식문화를 설계하여 드립니다.

위탁급식 사업

위탁급식사업

위탁급식사업 특장점

객체화 급식 설계

급식서비스 체인 시스템

위기 관리 능력

고객사의 환경, 구성원 특징, 지역과 문화까지 고려하는 감성기반 로컬

라이징 급식 설계

식자재 구매 단계부터 최종 급식 서비스까지 일체화 된 체인시스템과

숙련도 높은 MD • 영양사 • 조리사의 상호 연계되는 책임 관리

유수의 대기업 •기관 대상의 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로

어떠한 변수와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한 비상대처 매뉴얼과

인프라 보유

※ 본사 위탁급식 운영 사례



고객사의 환경, 규모 등 제반 상황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선진화 된 운반급식 서비스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메뉴 기획 단계부터 운반급식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기획된 독창적인 레시피의 식단을 모듈화된 첨단 보온 • 보냉 장비로 안전하게

운반해 드리고, 처리와 회수까지 고객사의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식의 편의성과 뛰어난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홈반의 급식과 도시락은 조리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드시는 순간까지 보온 • 보냉과 신선유지가 지속되는 쿨체인 시스템으로 위생과 안전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홈반 만의 CAMBRO 식품 안전운송 체계는 원거리 이동에도 식품의 선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개폐장치

굴곡진 문의 모서리는 쉽게 닫고 잠글 수 있게

해줍니다.

식별이 용이함

빌트인 부분에 식품 및 행선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플라스틱 메뉴 태그를 꽂아서 사용하며,

옆쪽 부분에는 물에 녹는 CAMBRO StoreSafe

라벨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받이

전면부 하단에 있는 홈은

응결되서 생기는 물방울을 모아줍니다.

최대 270o까지 회전 가능한 문

내구성 있는 경첩은 문을 최대 270o까지 열 수 있게 해주며,

식품을 넣고 뺄때 문이 고정되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필요 시 캠칠러 및 캠웨어와 함께 푸드팬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재가 용이함

포개어 쌓아 올릴 수 있으며,

타사 제품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사면에 손잡이가 있어서

취급하가가 용이합니다.

사려 깊게 디자인 된 빌트인 손잡이는

제품의 전후좌우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CAM GOBox - Front Loader

- 잔반 •사용비품의 독립적 회수 모듈 사용

-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회수 시스템

- 당일 신선 재료 사용

- 운반급식 특성을 고려한 특별 레시피

회수 조리

- 메뉴, 기물, 비품 제공

-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조리 즉시 전용용기로 위생적 패키징

- CAMBRO 위생운반 시스템으로
신속 운송

이용 운반

운반급식 사업

운반급식사업

식품안전 운송체계 CAMBRO 시스템



도시락 • 위생시스템

홈반 도시락은 기존의 인스턴트 도시락과 전혀 다른 개념의 ‘예약전용 맞춤 제작 도시락’을 지향 하고 있습니다. 예약과 상담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완벽히 반영하고 당일 새벽에 직접 공수한 재료로 정성껏 담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여 드리는 차별화 된 명품 도시락입니다.

수제 도시락

홈반에서 공급하는 모든 메뉴와 식자재는 단계별 안전성 검증과 품질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자체 물류센터 내 입고된 식재에 대해 1차 샘플링

검사(미생물 • 잔류농약 • 중금속 • 환경호르몬 등)를 실시 하고 급식메뉴와 도시락은 HACCP 수준의 식품연구소 • 검수실에서 2차 위생 처리

과정을 거쳐 조리되어 고객님께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합니다.

위생관리 시스템

홈반 수제 도시락 메뉴 / 친환경 용기 사용

돈까스 도시락 소불고기 도시락 오징어볶음 도시락 모듬 돈까스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언양불고기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2 생선까스 도시락



삼양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유통 •물류시스템

❖취급식자재

❖특판대리점

편리한 주문시스템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 쉽게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식자재를 주문,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자재 구매 실시

대규모 구매, 구매 전문가에 의한 구매 노하우, 산지구매, 계약구매와 유통단계의 축소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식자재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망 물류 연계 시스템

고객님께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 개별 고객에게 최적화시킨 맞춤형 식자재를 신속하게 배송

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 사업

오랜 기간 유수의 대기업에 성공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해 온 안정적인 구매•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부농에프앤에스는 전문 MD의 대규모

산지 구매와 시세 추이 분석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고품질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 사업



■ 본         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197번길 19      Tel. 051- 501 - 6100      Fax. 051- 505 - 6165
■ 제1물류센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197번길 28      Tel. 051- 502 - 6110
■ 제2물류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아시아드대로134번길62 Tel. 051- 503 - 6114
■ 이 메 일 : bn6100@hanmail.net   www.homeb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