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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마로푸드서비스㈜ 개요 및 연혁

1. 해마로푸드서비스㈜ 소개

회사명 해마로푸드서비스 ㈜ / HAIMARROW FOOD SERVICE CO., LTD

CEO 박 성 묵

설립일 2004.02.04

전화번호 본사:  TEL. 82-2-418-8884     /     FAX.  82-2-445-0720

위치
본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이스트센트럴타워 24층, 25층

지점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626-12

매출액 2,877억원 (2019년 12월 말 기준)

자본금 95억원

홈페이지 www.haimarrow.co.kr  /  www.momstouch.co.kr

사업분야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식자재 유통 사업본부

임직원 수 220명 (2019.12)



1. 해마로푸드서비스㈜ 소개

2) 해마로푸드서비스 비전 및 미션



소비자

단체급식

외식 F/C

CVS

대형마트&
SSM

식자재도매

Retail

글로벌 식자재
소싱 및 개발

자체 생산
(진천공장)

국내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1) 해마로 Value Chain

유통사업본부

2. 유통사업본부



한국 편의점 1위 브랜드

한국 편의점 2위 브랜드

한국 편의점 3위 브랜드

한국 편의점 4위 브랜드

영국 2위 Tesco의 JV

한국시장 1위 대형마트

국내 M/S 3위 대형마트

국내 1위 HMR 브랜드

한국시장 1위 급식 브랜드

글로벌 식자재유통
& 푸드 서비스 전문기업

기업형 식자재유통 기업

종합 식자재 외식기업

베트남 최대 종합식품업체

캐나다 최대 감자생산업체

편의점(CVS)
대형마트 &
OEM/ODM

급식, 외식FC &
신채널

해외 거래처 &
수입처

3) 해마로 주요 거래처 현황

2. 유통사업본부

브라질 최대 육가공업체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계육)

해마로 순살치킨

원재료 및 함량 닭다리살 70% (브라질산)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40개±5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6분 이상 조리

시그니처 치킨텐더

원재료 및 함량 닭안심살 67.14% (국내산)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30개±2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5분 이상 조리



4) 해마로 제품 소개 (계육)

시그니처 순살치킨 (FULLY COOKED)

바삭순살 치킨강정

원재료 및 함량 닭다리살 70.25% (브라질산)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40개±5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5분 이상 조리

원재료 및 함량 닭안심살 69.8% (국내산)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50개±3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5~6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계육)

블랙페퍼 미들윙 (FULLY COOKED)

블랙페퍼 윙스틱 (FULLY COOKED)

원재료 및 함량 닭날개육 82.3%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18개월)

제조국 태국

BAG                      1kg (POLY BAG, 28개±2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3분~4분 조리
(오븐: 180~200℃에서 10~12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닭날개육 82.3%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18개월)

제조국 태국

BAG                      1kg (POLY BAG, 22개±2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3분~4분 조리
(오븐: 180~200℃에서 10~12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새우)

브래디드 쉬림프 30g (NON-GMO)

브래디드 쉬림프 20g (NON-GMO)

원재료 및 함량 새우 40%, 33% (베트남), 타피오카전분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베트남

BAG                      300g (TRAY, 10미)

BOX                      33% 6KG / 20BAG, 40% 3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2~3분 조리

폴리벡 컬러 새우 40%-노랑색(위), 33%-파란색(아래)

원재료 및 함량 새우 40% (베트남) 타피오카전분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베트남

BAG                      600g (TRAY, 30미)

BOX                      6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2~3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새우)

브래디드 쉬림프 50g (NON-GMO)

버터플라이 쉬림프 50g (NON-GMO)

원재료 및 함량 새우 40% (베트남) 타피오카전분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베트남

BAG                      500g (TRAY, 10미)

BOX                      5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3~4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새우 40% (베트남) 타피오카전분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베트남

BAG                      1kg (INNER BOX, 20미)

BOX                      6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3~4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새우)

한입통새우튀김 (NON-GMO)
(버터플라이 쉬림프 12g)

원재료 및 함량 새우 40% (베트남) 타피오카전분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베트남

BAG                      1kg (INNER BOX, 20미)

BOX                      6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0~180℃에서 3~4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감자 - 시즈닝)

케이준 스타일 양념감자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감자 82%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kg (POLY BAG)

BOX                      12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저지 쇼어컷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감자 80%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04kg (POLY BAG)

BOX                      12.24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감자 - 전통감자)

레귤러컷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감자 92%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kg (POLY BAG)

BOX                      12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크링클컷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감자 93%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kg (POLY BAG)

BOX                      12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감자 - 전통감자)

반달감자(NON-GMO)

슈스트링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감자 90%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kg (POLY BAG)

BOX                      12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감자 92%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kg (POLY BAG)

BOX                      12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감자 - 스페셜티)

스위트 컷 슬림 스테이크 컷

포테이토 달라스 크링클컷 (NON-GMO)

원재료 및 함량 고구마 81%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1.13kg (POLY BAG)

BOX                      6.78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감자 95%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2.04kg (POLY BAG)

BOX                      12.24KG / 6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감자 - 기타감자)

해쉬브라운

더 맛있는 모듬감자

원재료 및 함량 감자 83% (캐나다)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24개월)

제조국 캐나다

BAG                      1.2kg (60g*20ea)

BOX                      14.4KG / 12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감자류 5종 (캐나다, 미국)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500g (POLY BAG)

BOX                      10KG / 20BAG

조리방법 튀김: 177℃에서 3~4분 조리
(오븐: 220℃에서 15~20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4) 해마로 제품 소개 (치즈)

모짜렐라 치즈스틱

NEW 치즈스틱

원재료 및 함량 치즈 49.5% (수입산)

보관방법 -18℃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40개±2개)

BOX                      8KG / 8BAG

조리방법 튀김: 160~170℃에서 3분 조리

원재료 및 함량 치즈 45.6% (수입산)

보관방법 -18℃ 이하 (유통기한 9개월)

제조국 한국

BAG                      1kg (POLY BAG, 40개±2개)

BOX                      10KG / 10BAG

조리방법 튀김: 160~170℃에서 3분 조리

2. 유통사업본부



5) 해마로푸드서비스 본사 및 물류/공장

주소

전화

팩스

043-714-3002

043-535-0720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신척서길76

(신척산업단지1-1 블록)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신척리626-12

주소

도로명

지번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077

이스트센트럴타워24층, 25층

전화

팩스

02-418-8884

02-445-0729

도로명

지번

서울특별시천호동571

이스트센트럴타워24층, 25층

2. 유통사업본부



6) 해마로 물류 및 공장 소개 (충북 진천)

생산 CAPA

주요 생산품

월 470톤 (19년 10월 기준)

순살치킨 외

냉동보관CAPA

인원 (배송차량)

40피트 컨테이너 200대
(약 4,000톤)

8 명 (냉동탑차 7대, 전국배송)

2. 유통사업본부



7) 해마로 진천공장 소개 (주요 생산기계)

원적외선오븐
가공용
1대

초파기
냉동육분쇄

용
1대

사일런트커터
식물성재료분

쇄용
1대

드럼파우더
분쇄육미분도포용

1대

자동제함기
자동박스포장용

1대

플레이커
냉동육절단

용
1대

그라인더 믹서
분쇄육배합용

1대

2. 유통사업본부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