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사무소 _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8 원일빌딩 5층 

5th floor, Wonil Bldg., 28, 378-gil, 
Nambusunhwan-ro, Gangnam-gu, Seoul

TEL: 02-577-0274 / 82-2-577-0274        

FAX: 02-577-0277 / 82-2-577-0277

제1공장(진천) _ Plant I (Jincheon)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120-6 

120-6, Jingwang-ro, Jincheon-eup, Jincheon-gun, Chungbuk

TEL: 043-532-2324~6 / 82-43-532-2324~6

제2공장(덕산) _ Plant II (Deoksan) 

충북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632-11

632-11, Chogeum-ro, Deoksan-myeon, Jincheon-gun, Chungbuk

TEL: 070-4269-6888 / 82-70-4269-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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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일식품 대표이사 신준철입니다.

원일식품은 1988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계속 된 변화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 활동과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정신을 통해 

국내 최고의 외식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4년 동안 300개가 넘는 국내외 외식기업들이 항상 원일을 먼저 찾게 되는 이유는 

전통과 노하우, 체계화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일식품은 국내 최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No.1의 외식전문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합니다. 맛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 Designing your tasty life라는 

원일의 비전을 세계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일이 이루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언제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원일의 인재들이 

맛으로 전세계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대한민국 외식전문기업에서

글로벌 No.1 외식전문기업으로

원일식품이 힘차게 도전합니다.

We are new1
원일의 원대한

             꿈은 계속됩니다

㈜원일식품 대표이사      신  준  철

Wonil Foods passionately strives 

to become the world’s No.1 
food service specialist.

Greetings. My name is Jun-Chul Shin and I am the CEO of Wonil Food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Wonil Foods has steadily advanced toward becoming 

the leading food service specialist in Korea. Thanks to the integrity and sincerity of our 

team and a ceaseless effort to adapt, we are able to embrace the continuous changes 

and overcome challenges. 

Today over 300 local and international foods related companies and franchises con-

sider Wonil Foods the leading food service specialist. It is because of the tradition, 

knowhow and systematic infrastructure we have built. 

Unsatisfied with merely being the top business in Korea, Wonil is now advancing to 

the next level; to become a global food service leader. Our vision, “Designing your 

tasty life” will be realized by Global Wonil. Our drive, passion, integrity & profession-

alism will bring great-tasting joy to food lovers around the world. Watch us pursue 

our dream of having the competent employees of creative and inspiring Wonil make 

everyone happy by taste!

Wonil Foods Co., Ltd.    CEO  Jun-Chul Shin

맛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Creating happiness with taste 

세계최고의 외식전문기업 

The world’s leading food service company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 정신

Enterprising spirit, Integrity, Reliability 
고객과 직원이 행복한 기업

Our business keep customers and employees happy

H A P P I N E S SH O N E S T YT H E  B E S TTA S T 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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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new No.1_WONIL

Unique!

Fast!

Professional!

다르다! 빠르다! 프로다!
 이것이 바로 최고만을 추구하는 

 원일의 경쟁력입니다

Key 
Competitiveness

• 고객사별 차별화되고 스피드한 영업과 피드백      

(외식비지니스에서 중요한 부분)

• Differentiated by a speedy sales and feedback 
 service for each customer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ood service business)

• 맛을 창조하는 핵심 원료 소재 제조 

 (SD, VD, 채소, 해산물 등 전처리 엑기스, 분말화를 통한 

 자사 원료 공급 및 기능성소재)

• Manufacturing key bases creating the tastes 
 (key bases through SD, VD, extracting and powdering of 
 vegetables, seafood and other functional ingredients)

• 항상 새로운 ITEM을 제안하는 해외 글로벌     

소싱 능력 (NEW 메뉴, NEW ITEM)

• A Global sourcing ability allows us to propose 
new items at all times (new menus, new items)

• 맞춤형 메뉴개발을 컨설팅하는 열정적인 프로 

R&D (맛을 창조해내는 핵심 연구진)

• Menu development consultations are available on 
demand. A Passionate and professional R&D team 
(key researchers creating remarkable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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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별 맞춤형 메뉴개발 컨설팅하는 R&D와 차별화된 영업력, 발 빠르게 대응하는 

피드백,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품질관리까지! 이것이 바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최고만을 생각하는 원일식품만의 핵심경쟁력입니다.

Our competitiveness drives us to be the best.

Differentiated sales ability, speedy feedback and strict quality control mean con-
sistently high quality products & service. It is the key competitiveness of Wonil 
Foods to be the best of the best in a variety of business areas. 

핵심경쟁력      K e y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사업영역      B u s i n e s s  A r e a s

외식
-

피자, 치킨, 레스토랑, 

QSR, 카페, 베이커리, 

급식, 식자재유통

Pizza, chicken, restaurants, 
QSR, cafes, bakeries, 
catering business, 
distribution of food supplies

Food Service Key bases/
Manufacturing 

business

원료, 제조업
-

라면, 맞춤형 OEM 제조 

(SD, VD, 엑기스, 기능성 

원료소재 등)

Ramen, customized 
product (including SD, VD, 
extracts, functional 
materials)

Retail

리테일
-

대형마트, CVS, 

체인슈퍼 등

Hypermarket, CVS, 
supermarket chains, etc.

 Export

수출
-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동남아 등

China, Japan, Europe, US 
and Southeast Asia.

• 식약청 HACCP로 인정받은 

엄격한 품질관리 

• Strict quality control authorized 
by HACCP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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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맛있다! 새롭다!
 원일의 제품은 언제나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소스에서부터 드레싱, 라면, 치킨, 피자, 베이커리까지 언제나 새롭고 다양한 원일식품의 

제품들은 파트너社를 통하여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Wonil Foods proudly present the products of best flavor.

The products of Wonil Foods are always new and diverse & include sauces, dressings, 
Ramen, chicken, pizza and bakery items. These products appeal to the taste of all 
customers & are represented by our partners. 

제품군      P r o d u c t s  

주요제품      P r o d u c t s

마트 간편 즉석 조리 소스/

드레싱/시즈닝/향신료 등

마트/푸드서비스 소스/드레싱 등

Mart, Pre-cooked products 
(sauce/dressing/spices, etc.), 
sauce/dressing for marts/food service 

리테일/푸드서비스

R e t a i l / F o o d  s e r v i c e

소비재 대기업 OEM

라면/제조사/특수 원료 소재

OEM for major food companies 
in korea for consumer products

라면/대기업OEM/

특수원료제조

R a m e n / O E M  p r o d u c t s  
f o r  f o o d  m a n u f a c t u r e r

양념, 디핑소스

치킨용 염지제 (후라이드/오븐치킨용)

치킨용 배터 & 브래드믹스 (후라이드/오븐치킨용)

치킨 가라아게 믹스

양념치킨용 배터믹스

Condiments/dipping sauce, 
Marinade for fried chicken (fried/oven baked chicken), 
batter/breader mix (for fried/oven baked chicken), 
Predust for fried chicken, 
batter mix for seasoned chicken

치킨식재료

M a t e r i a l s  f o r  
c h i c k e n

버거/샌드위치 소스

디핑소스

사이드 메뉴용 프리믹스/시즈닝

전용 식재료, 특수 원료

Burger/sandwich sauces, 
dipping sauce, 
pre-mix/seasoning for side menu, 
special ingredients

패스트푸드식재료

M a t e r i a l s  f o r  Q S R

스테이크/바비큐소스, 시즈닝

전용 식재료, 특수 원료

음료 베이스

스파게티소스/드레싱

Steak/barbecue sauces/seasonings, 
special ingredients, 
beverage base, 
spaghetti sauce/dressing

레스토랑식재료

M a t e r i a l s  f o r  
r e s t a u r a n t s

피자식재료

M a t e r i a l s  f o r  p i z z a

피자소스

피자도우

데코레이션/디핑소스

Pizza sauce, dough, 
decoration/dipping sa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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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믹스/시즈닝

치킨, 일식전문점용 프리믹스, 

염지제, 향신료 등

Pre-mix, Marinade, spices, etc. 
for chicken or Japanese 
restaurants

Pre-mix/Seasoning

맞춤형 완제품 제조 

외식 전분야 즉석편의식품 등

Pre-cooked foods of food service 
industry, etc.

Customized 
product

드레싱

채소, 과일, 디핑 등 다목적 외식, 

리테일, 푸드서비스 성격에 

맞춤형 제품설계

Customized product suitable for 
multi-purpose, restaurants, retailers 
or food service for vegetables, 
fruits and dipping sauces

Dressings

기능성 원료 소재

홍삼 등 발효, 추출 등 

특수 원료 제조

Special materials including 
fermentation and extraction such 
as Red Ginseng

Functional raw 
materials

소스

양식/한식/일식/중식/퓨전 등 

(베이스, 데코레이션 소스류 등)

Sauces for western/Korean/
Japanese/Chinese foods 
(base, decoration, sauces, etc.)

Sauces

향료/향미유/엑기스

라면, 육가공, 특수 소재 원료

Ramen, processed meat, special 
ingredients

Herbs/Flavored 
Oil/Extracts

베이스 핵심원료

면요리, 스프 (액상, 분말)

Dishes, soups (liquid, powder)

Key materials for 
base

Diverse!

Delicious!

Innovative!

커피/라떼베이스

커피시럽, 특수 원료

음료 베이스

허니브레드, 브레드볼 스프

Coffee/latte base, 
coffee syrup, 
beverage base, 
bread spread, soup

카페

C a f e

크림 슈 커스타드 크림

과일, 시나몬 등 필링 

비스켓, 깨찰빵, 치즈롤 믹스 등

베이커리 전용 프리믹스 

Cream chou custard cream
fillings of fruits, cinnamon and etc.
pre-mix for bakery use 
(sesame & glutinous rice bread, 
chees roll, biscuit, and etc.)

베이커리

B a k e r y

불고기양념장

각종 탕, 육수, 엑기스

떡볶이 소스, 비빔고추장 등

Bulgogi seasoning, a variety of soups, 
broths, extracts, Topokki sauce, 
Seasoned red pepper paste

한식

K o r e a n  f o o d

스낵전용 시즈닝

(바비큐, 사워크림, 고추장, 핫페퍼 등)

스낵전용 디핑소스

Seasoning and dipping sauce for snacks 
(cheddar cheese, barbecue, sour cream, 
chili, hot pepper, etc.)

스낵

S n a c 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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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자
P I Z Z A

원일식품은 3,000여가지에 달하는 레시피 보유와 오랜 비즈니스 경험,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300개의 국내외 유명 외식기업 파트너社들로부터 언제나 최고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It’s the reason Wonil is recognized as No. 1 by its partners.

Wonil Foods is recognized as the leader by satisfying over 300 renowned domestic 
and global partners’ need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s well as over 3,000 
kinds of recipes & business experience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and strict 
hygiene management.

믿을 수 있다! 
훌륭하다! 완벽하다!
 원일이 파트너社에게 

 No.1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파트너쉽      P a r t n e r s h i p

라면/OEM
리테일/

푸드서비스
치  킨

RETA I L/ FOOD  SERV I C EC H I C K E N R A M E N / O E M

Reliable! 

Outstanding!

Perfect!

레스토랑/
QSR/카페

R E S T A U R A N T / Q S R / C A F E



Beijing

Shandong
Qingdao

Hubei

Hong Kong

Hainan

Sichuan
Jiangxi

Japan

South Korea

Taiwan

Russia

Mongolia

Vietnam

Laos

Myanmar

Bangladesh

Bhutan

Nepal

kyrgyzstan

Kazakhstan

India

North Korea

Shanghai

청도

North-East
Asia

India

Myanmer
(Burma)

Laos

Thailand

Cambodia

Brunai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식약청 HACCP가 말해 주듯이 원일의 철저하고 안전한 품질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No.1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onil Foods stands behind its products and services with a 100% 
quality guaranty.

As HACCP from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dicates, Wonil has been 
putting every endeavor into being recognized as the leading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with strict and professional quality competitiveness.

프로다! 혁신적이다! 세계적이다!
 원일의 품질은 

 100% 완벽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기술협력과 Item 소싱, 메뉴 제안 및 컨설팅으로 세계 외식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Wonil Foods will lead the global food service market by building technical alliances with great enterprises throughout the world, item 
sourcing, menu proposal and consulting.

국내 외식기업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 푸드서비스, 제조 및 컨설팅, 기술협력을 

통해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Wonil Foods provides local food service, manufacturing, consult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China, India, Vietnam, Singapore and 
Indonesia based on the knowhow and specialization accumulated through domestic food service providers. 

수출현황      E x p o r t

한국
Korea

일본
Japan

태국
Thailand

독일
German

영국
U.K.

캐나다
Canada

미국
U.S.A.

브라질
Brazil

품질경쟁력      Q u a l i t y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식약청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드레싱류

중국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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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체제인증서 

ISO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Professional!

Innovative!

Global!

Certificate of HACCP Industry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ressings

소스류, 향신가공품,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식품첨가물, 혼합체제류, 

드레싱, 기타가공품

Sauces, spiced and processed 
products, composite seasoning 
foods, flavored oil, 
food additives, mixture, 
dressings, other processed food

We are new No.1_WONIL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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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2

2011

46%

47%

51%

53%

-    

열정과 프로정신으로 도전한 도약기 
 
2008~ 외식사업 본격 진출 

 (피자, 치킨, 레스토랑, QSR, 카페 등)

2009.11  신공장 완공 (제 2창업기)

2011.03  제 45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수상

2011.04  식약청 HACCP 지정 (드레싱류) 

2011.05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11.06  덕산 제2공장 설립 

 (분말 프리믹스, 시즈닝 사업 강화)

2011.12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수상  

2011~ 해외 사업 강화 및 글로벌화 

 (중국, 일본, 유럽 해외 기술협력 및 

 해외소싱)

-

Rapid growth Period with passion and 
Professionalism  
 
2008~     Really penetrated the food 

service industry (Pizza, chicken, 
restaurants, QSR, cafes, etc.)

2009.11  Construction of a new plant 
 (2nd start-up stage)

2011.03  Won the Citation from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on the 45th Taxpayers Day

2011.04  Acquisition of HACCP certificate 
(dressings)

2011.05  Won the Presidential Citation 
in the Korea Small Enterprise 
Contest

2011.06  Plant II established in Deoksan 
(powdered pre-mix and 

 seasoning business intensified)

2011.12  Citation from Minister of Employ-
ment and Labor in the category 
of supporting job creation

2011~     The strengthening and 
 globalization of our overseas 

businesses (technical alliance 
and global outsourcing with 
China, Japan and Europe)

도  약  기

2008~

-    

창조와 성실로 완성한 성장기 
 
2000.05  진천공장 이전

2000.12  ISO9001 인증

2003.10  KSA 9001:2001/ISO9001:2000 인증

2004.03  서울 사무소 이전 

 (영업/연구/경영)

2004.12  진천공장 리모델링 및 설비 증설

-    
Growth Period based on innovation and 
integrity  
 
2000.05  Moved to the Jincheon Plant

2000.12  Acquisition of ISO9001 certificate

2003.10  Acquisition of KSA 9001:2001/ 
ISO9001:2000 certificate 

2004.03  Seoul office moved 
 (Sales/R&D/Management)

2004.12  The Jicheon Plant is remodeled 
and facilities increased

성  장  기

1999~2007

도전적이다! 
열정적이다! 창조적이다!
 그래서 원일의 성장은 

 오늘도 계속 됩니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시작한 원일식품은 연 50%대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지금도 끊임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Wonil’s growth is continuing!

Wonil Foods’ high-quality & innovative service has helped the company continue 
its advancement in the industry & achieve an explosive growth rate o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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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riven!

Passionate!

Innovative!

-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이뤄낸 창업기 
 
1988.04  원일산업 설립

1990.10  인천공장 설립

1993.09  ㈜ 원일식품 회사명 변경

1995.05  중국 해외법인 투자, 청도식품    

 유한공사 설립 (청도 래서시)

1996.10  우량중소기업 선정

 (기업은행 인천지점)

-    
A company that overcomes all challeng-
es and consistently pushes the limits of 
success and excellence with Challenging 
and Frontier Spirit  
 
1988.04  Wonil Industry established

1990.10  The Incheon Plant is built

1993.09  Changed the name to Wonil 
Foods Co., Ltd.

1995.05  Qingdao company established, 
through overseas business 
investment in China 

 (Laixi, Qingdao)

1996.10  Selected as the best small 
 enterprise (Industrial bank of 

Korea Incheon Branch)

창  업  기

1988~1998
자본성장      C a p i t a l  I n c r e a s e

We are new No.1_WONIL

빠르고 공격적인 경영활동으로 연 5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원일식품은 국내 외식소스 업계 2위에서 3년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의 해외 수출과 유럽, 미국과의 기술제휴 및 해외소싱을 

통해 글로벌 원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Having achieved a high growth rate of 50%s per annum through quick 
and aggressive management, Wonil Foods will move from its current 
position as number two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to the number 1 
spot within 3 years. Wonil Foods will continue its remarkable growth 
to become global Wonil through technical alliance and global out-
sourcing with Europe and the US and exporting to China and Japan. 

F o u n d a t i o n

D e v e l o p m e n t

S p r i n g



서울사무소

S e o u l  O f f i c e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중앙연구소

Business Support Dept./
Sales Dept./Research&
Develop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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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Presidential citation in Korea Small Enterprise Contest for the 
contribution to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in 2011

2011년 우수 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수상

Citation from Minister of Planning and 
Finance as Exemplary Taxpayer in 2011

충청북도 진천군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 공헌활동

Social service and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of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Charitable! 

Socially 
responsible!

Exemplary!

진천군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부터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우수납세자 

수상까지 원일식품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모범적입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treating all of our customers fairly.

Wonil Foods is devoted to the community and supporting social welfare. Wonil 
Foods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Jincheon-gun in Chungbuk prov-
ince and is the proud recipient of a Presidential Citation, Exemplary Taxpayer 
Award in the Small Enterprise Competition. Wonil Foods is always exemplary.

따뜻하다!
나눌 줄 안다!
모범적이다!
원일의 이웃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사회공헌 활동      S o c i a l  C o n t r i b u t i o n

진천 소스 공장

J i n c h e o n  S a u c e  P l a n t

연간 생산량: 1,000톤

(2011년 신규설비 투자 및 생산량 증가)

Annual Production: 1,000 tons  
(new facility investment and 
production increase in 2011)

덕산 분말 공장

D e o k s a n  P o w d e r  P l a n t

W o n i l  F o o d s  C o m p a n y

일자리창출지원부문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수상

Citation from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the category of supporting job creation

연간 생산량: 10,000 ton

식약청 HACCP 지정 (드레싱)

Annual Production: 10,000 tons
Acquisition of HACCP certificate 
(dressings)

Designing 
        your tasty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