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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한울회사소개 [History of HANUL (Since 1988)】

㈜한울은깨끗하고젊은기업으로고객의 Needs를창출하고있습니다 .



COPYRIGHT HANUL CORP. ALL RIGHTS RESERVED

일반적으로많이알려진소포장김치

대명사인꼬마김치로잘알려진회사로
한울김치외
반찬 (예가담가 -롯데백화점외 ),

단체급식 (정부청사외 ),
농산물전처리 (전국학교급식 ,아워홈외 ),

농산물원물사업 (대형마트외 ),
전국냉장물류시스템의
수직계열화로고객서비스경쟁력확보 ,

입증된회사입니다 .

㈜한울은1988년설립된회사로서
고객의Needs와더불어
성장한회사입니다 .

I. 한울회사소개 [㈜한울은 ...? ]

김치도가는 30년김치전문기업인

한울에서 100%국산원료를사용
해정성으로만든저온숙성묵은지
와국내산냉장육돼지고기로깊고
깔끔한맛을내는묵은지김치찌개
전문점입니다



•㈜한울
충청남도청양군작은한술길42
•영업.마케팅본부

경기도광명시광화로22(로얄프라자9층)

•한울팜스㈜
충청북도옥천군비야대정로293-3

•(주)한울물류본부
경기도화성시주석로331(북양동)

•㈜한울F&S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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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물류

대형마트및편의점 ,슈퍼 ,조합 ,

온라인에서한울김치를만나실

수있습니다 .

반찬전문회사

FF(편의점도시락공장 )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마켓

반찬공급

국내편의점물류및죽이야기 ,

토마토도시락등식자재구매

물류대행

전국 50여개지점일 5만식의

급식을고객들에게제공 .

I. 한울의가족사및브랜드 (CI & BI)

㈜한울 Family -한울 .한울팜스 ,한울물류 ,한울 F&S가있습니다



㈜한울 ㈜한울팜스 ㈜한울F&S

400억 100억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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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hilippines, Singapore, Hongkong,Malaysia,
Germany
(Lufthansa),USA, Canada,…

국내파트너사

해외파트너사

2018년한울매출액 950억원

etc…

I. 한울의역량 (Performance)

㈜한울가족사의 2018년기준매출액은 900억원으로매년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습니다

303 320
335

370

400

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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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울의역량 (Confidence)

Since 1995
우리농산물을사용하여전통적인제조방법으로우리네고유한옛맛을재현한식품에대하여
정부가그품질을인증하고부여하는마크입니다 .

한울은 100%국산원재료및고급원료를사용하는업체로전통제 63호품질인증업체입니다 .

Since 2012
스타팜이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으로서친환경농업과 GAP농업을실천하는
대표적인농장을말합니다 .

Since 2006
HACCP는식품에해를끼치는다양한요소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식품안전관리제도입니다 .
한울은생산단계부터위해요소를예방할수있도록식품의약품안정청의HACCP기준에
따라생산하고있습니다 .

Since 2010
LOHAS는신체적이고정신적인건강은물론환경 ,사회정의및지속가능한소비에높은가치를
두고생활하는현명한사람들의새로운라이프스타일로서 21세기모두가더불어잘사는늘푸른
사회 ,건강사회 ,행복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성과를보인기업및단체의제품 ,서비스등에
대하여한국표준협회가인증하는제도입니다 .

㈜한울은식품전문회사로서깨끗하고안전한먹거리를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습니다 .



구분 일 월 최대
(월간)

맛김치 30 660 800

포기김치 25 550 650

볶음김치 12 264 300

총각김치 3 66 80

열무김치 3 66 80

깍두기 3 66 80

기타 3 66 80

평균 7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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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울의역량 (Capacity)

 1일 8시간 /월 25일기준 ,월간 1,500t생산이가능하며 ,조업시간과일수에따라최대생산량은증대될수있습니다

생산 Capacity (단위 /톤 )

◇저온절임부터냉장배송까지…

생산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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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울김치의제조공정및납품

배추수확 ,입고절임공정

•계약재배를통한원물의품질
및수급의안정성확보

•입고품질검사를통한품질확보 •입고후원료의선도유지보관 •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
기생충 (란 )검사

•배추의가장맛있는부분만을
선별하는정선과정

•국산정제염을사용하여배추
포기마다소금절임을통한
균일적인절임품질유지 .

•한울고유의저온절임
배추가차갑게느껴질정도의
약10ºC에서 16~18시간절임

• 5단계자동세척 .
물에흔들어씻는과정과버블 ,
샤워세척등을통한품질위생 .



II. 한울김치의제조공정및납품

선별 ,가공 ,포장 ,출고공정

•형광선별대 , X-ray검출기 ,
금속검출기를이용한이물질
선별과정

•손맛과정성을담은꼼꼼한속
넣기과정

•과학적이고위생적인자동
포장과정

•고추가루 ,마늘 ,대파등의잘
버무러진배추는컨베이어벹트를
타고포장과정으로이동

•꼼꼼하게완제품을선별하는
전수검사과정

•포장후금속검출기및 X-ray금속
검출기통한 안정성 확보

•신선함을유지하는
콜드체인시스템운영

•체계적인저온숙성을통한
최상의품질유지

출고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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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인력보유

R&D 2명

QA/QC 4명

계 6명

구분 검사항목

식품안전검사 잔류농약,미생물분석,GMO검사,용수검사

잔류농약저해율30%이하관리

개인위생검사 노로바이러스,황색포도상구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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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 작은한술길42

잔류농약검사및기생충란검사

IV. 한울김치의안정성 (safety-Internal)

㈜한울은소비지가신뢰할수있는안전먹거리를제공할수있도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가인정하는연구소에서

생산 ,품질검사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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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울김치의차별성

한울김치는대한민국전고객들이 인정하는맛과안전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

유통

FC

☞

☞

단체급식 ☞

취수원

상수원

한울자체재검증시스템

※김치업계최초생산전과정용수살균시스템도입
-실시간모니터링→강화된안전성확보



김치도가프랜차이즈창업
김치가맛있어서어쩔수없이찌개하는집

가맹문의 : 1899-0443 / www.kimchidoga.com



항목 원산지

돼지고기 국내산

배추 국산

양념 국산

즉석가마솥밥포함

구이용
돼지고기오겹살

국내산냉장육

항목 원산지

돼지고기 국내산

배추 국내산

양념 중국산

공기밥포함

항목 원산지

돼지고기 국내산

배추 국내산

양념 중국산

공기밥포함

신선한국내산재료 엄격한위생및품질관리 콜드체인시스템고유의김치유산균개발

김치도가는 30 년김치전문기업인 ‘한울 ’에서
100% 국산원료를사용해정성으로만든저온숙성묵은지와
국내산냉장육돼지고기로깊고깔끔한맛을내는

묵은지김치찌개전문점입니다 .

BACKGROUND

김치전문기업한울이낳은 100%국내산묵은지김치찌개프랜차이즈 , ‘김치도가 ’
편의점꼬마김치의원조한울은1988년부터김치를생산하고있는김치전문기업입니다 .
김치도가는한울의신선한재료와엄격한품질관리 ,본사직영콜드체인시스템을통해

한번맛보면잊을수없는 100%국산저온숙성묵은지김치찌개를만듭니다 .

MARKET

김치찌개경쟁사비교

100%국내산묵은지와국내산신선냉장돼지고기가듬뿍 !최상의재료만을사용합니다 .



STRENGTH

김치도가 , 김치찌개하나로자신감넘치는이유는 ?
김치도가는전문적이고체계적인본사의지원으로한결같이맛있는묵은지김치찌개를만드는김치찌개전문점입니다 .
친숙하고대중적인묵은지김치찌개로여러분의창업성공을도와드립니다 .

국내최초 !김치전문기업의김치찌개프랜차이즈김치도가

1.한울본사의자체생산및배송

2.산지계약재배를통한
일년내내안정적인식자재공급

3.본사직영콜드체인시스템으로

전매장안정적인품질유지



안정적인재료수급 표준화된조리시스템

100%국내산묵은지를생산하는한울은

연간 1만톤이상의김치를생산하는

김치전문기업입니다 .

국내농가와의산지재배를통해만든

한울묵은지는가격변동요율이적습니다 .

육수는엑기스화하고 ,찌개용고기는

썰어서제공합니다 .

한울은안정적인식자재공급을약속합니다 . 주방인력채용의부담을덜어드립니다 .

STRENGTH

식재료에대한전문성



항목

금액/% 금액 %

월매출 3,500 100%

매출원가 1,190 34%

매출이익 2,310 66%

판매관리비

임대료(관리비_8.5%) 300

45.5%

순이익715만원
인건비(30%) 1,050

공가잡비/수도/전기
가스/수수료(7%)

245

(단위 :만원 )

REVENUE ANALYSIS
김치도가는강한브랜드파워로투자비대비하여회수기간이짧습니다 !

김치도가를믿어주시는점주님께성공창업의길로지도해드리겠습니다 .

김치도가는강한브랜드파워로

투자비대비하여회수기간이짧습니다 !

월매출 3,500만원일때



항목 (단위:만원)

금액/% 금액 %

월매출 5,000 100%

매출원가 1,700 34%

매출이익 3,300 66%

판매관리비

임대료(관리비_9%) 450

41%
인건비(25%) 1,250

공가잡비/수도/전기
가스/수수료(7%)

350

월매출 5,000만원일때



항목 금액 비고

가맹비 500

교육비 300

계약이행
보증금

200
이행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

로얄티 20(매월)

항목 신규창업시 업종전환시 비고

인테리어 2,600 자체공사
철거-완공매장크기에따라상이
(업종전환시부분공사)

간판사인물 500 350 전면간판,사인물등

주방설비 2,000 1,500 주방집기비품등(솥밥)

의탁자 300 200 의자,테이블,로스터

홍보비 100 100 오픈판촉비

합계 5,500 2,150 교육비포함

INTERIOR COST

인테리어 및 프랜차이즈점 창업시 발생하는 금액

인테리어는 본사의 가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사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김치도가상암점

*66m² (20평형기준 )투자내역서

※매장에따라비용에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김김김치도가가서서초점점



STORE

김치도가 지점 안내

창업 경험으로 점주님들께 성공 신화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대전 둔산점 (77 평형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31 번길 61 ( 둔산동 ) 정일빌딩 2 층

전화 : 042-482-6060

#. 서울 양재점 (27 평형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23 길 15 ( 양재동 , 민우타워 ) 1 층

전화 : 02-572-1553

#. 서울 고덕점 (66 평형 )
주소 : 서울 강동구 동남로 71 길 20-9 파라빌딩 2 층

전화 : 02-441-0222

#. 서울 서초점 (40 평형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2 길 51 ( 서초동 , 마노빌딩 ) 1 층

전화 : 02-3476-3004

#. 경기도 평내호평점 (50 평형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52-8 1 층

전화 : 031-511-2770

#. 서울 교대점 (44 평형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 길 24 ( 서초동 )

전화 : 02-534-3880

#. 서울 상암점 (17 평형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 상암동 , 상암 IT 타워 )

전화 : 02-6922-2046

#. 판교테크노 밸리점 (24 평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 스퀘어 S 동B13 호
전화 :031-789-3592



김치,돼지고기,두부,고춧가루 국내산

김치,꽁치,고춧가루 국내산

김치,돼지고기오겹살 국내산

계란 국내산

김치,햄,두부,고춧가루 국내산

김치,돼지등뼈,고춧가루 국내산

쌀 국내산

MENU
01

03

05

07

02

04

06 05

고기듬뿍김치찌개

100%국내산냉장육에

100%국내산저온숙성

묵은지로끓인베스트메뉴

꽁치듬뿍김치찌개

감칠맛나는꽁치와100%국내산저

온숙성묵은지로끓인숨은인기메뉴

묵은지오겹살

국내산냉장돼지고기에

100%국내산묵은지를

곁들인고퀄리티오겹살구이

계란말이

부드럽고촉촉한국민반찬 ,

김치찌개와찰떡궁합 !

햄듬뿍김치찌개

햄과 100%국내산저온숙성

묵은지가어우러져중독성

있는김치도가스테디셀러

묵은지돈등뼈찜

100%국내산저온숙성

묵은지와돼지등뼈로푸짐하게

즐기기좋은회식인기메뉴

즉석가마솥밥

식사메뉴주문시무료제공 !

즉석에서바로지은

촉촉하고찰진가마솥밥

사리

- 떡사리

- 라면사리

- 햄사리

- 만두사리



구 분
면적
(평)

2019년10월

총매출 일평균
영업
일수

면적별(평)
매출

대전둔산점(2층) 77.9 21,877,000 810,259 27 280,911

서울양재점 27.9 31,615,000 1,170,926 27 1,134,016

서울서초점 52.1 35,130,000 1,254,643 28 674,006

경기평내호평점 49.7 65,780,000 2,268,276 29 1,323,622

서울교대점 44.5 28,950,000 1,072,222 27 649,898

서울상암점 17.8 35,013,000 1,346,654 26 1,968,363

서울고덕점(2층) 66.1 36,386,000 1,173,742 31 550,797

판교테크노밸리점(B1층) 24.2 11/8오픈

평균 36,393,000 1,299,532 27.9 940,230

가맹점별판매 현황(19.10.01~10.31) )



구 분
면적
(평)

2019년11월

총매출 일평균
영업
일수

면적별(평)
매출

대전둔산점(2층) 77.9 23,979,000 922,269 26 307,902

서울양재점 27.9 33,278,000 1,279,923 26 1,193,667

서울서초점 52.1 34,114,000 1,364,560 25 654,513

경기평내호평점 49.7 55,129,000 1,837,633 30 1,109,303

서울교대점 44.5 28,635,000 1,145,400 25 642,827

서울상암점 17.8 39,052,000 1,562,080 25 2,195,428

서울고덕점(2층) 66.1 31,260,000 1,042,000 30 473,202

판교테크노밸리점(B1층) 24.2 22,003,000 1,100,150 20 907,624

평균 33,431,250 1,281,752 25.9 935,558

가맹점별판매현황 (19.11.01~11.30) )



김치도가는 창업 성공의 지름길 입니다…..



종합식품 브랜드를지향하는㈜한울은 ...
고객의 건강과고객의 행복 ,믿음을 생각하여
어머니의 정성으로깨끗하고 정직한먹거리를 제공할 것 입니다 .

-------------------------감사합니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