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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소 개 

LF FOOD INTRODUCE 

                              는 고객에게 세상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수준 높은 식(食)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 입니다.

글로벌 생활문화기업 LF가 전신인 LF FOOD는 식문화를 선도하며 고객의 삶을 

향상 시키는 다양한 식경험을 제공합니다.

식품제조 식품유통 외식사업

주요사업

대표이사

회사설립 

임직원수

매 출 액

｜  이승우

｜  2007년 12월 

｜  597 여명 (2020년 기준) 

｜  2,097억 (2019년 기준)

씨푸드 뷔페 브랜드 마키노차야 인수

LF FOOD 설립

일본 생라멘&돈부리 브랜드 하코야 런칭

마키노차야 리뉴얼

하코야 씨푸드 런칭

케이터링 사업 진출

하코야 매일경제 인증 100대 브랜드 선정

하코야 가맹 100호점 돌파

LUF, Java Seafood 인수

㈜퍼블리크 인수

마키노차야 역삼점 리뉴얼

마키노차야 판교점 오픈

㈜모노링크 인수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 인수

크라제버거 상표권 인수

마키노차야 광교점 오픈

마키노차야 부천점 오픈

LF FOOD 관계사 통합

2007. 04

2007. 12

2008. 04

2008. 12

2009. 03

2009. 08

2011. 10

2012. 04

2013. 12

2015. 09

2016. 06

2016. 09

2017. 03

2017. 09

2017. 10

2019. 04

2019. 09

2020. 03

2007
~

2010

2011
~

2016

2017
~

2019

2020

기 업 연 혁 

LF FOOD HISTORY



FOOD 
MANUFACTURE사 업 영 역 

식 품 제 조 

식품유통사업을 위한 B2B 상품부터　    　

퀄리티와 간편함을 갖춘 다양한 HMR 상품을 제공합니다.

LF FOOD
BUSINESS

HMR 상품B2B 상품R&D 개발/교육센터 보장된 맛과 높은 퀄리티, 간편함을 갖춘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외식 사업을 위한 

다양한 B2B 상품을 제공합니다. 

LF FOOD는 자사의 모노키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식품 

전문가와 전국 2만 곳 이상 파트너들의 메뉴 선호도, 평가 

피드백을 통해 한식부터 일식, 중식, 양식, 육가공류부터   

수산물, 소스류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과 간편한 조리법으로

맛있는 홈다이닝 간편식, 모노키친
    주요상품군 : 한식, 일식, 중식, 양식/안주류, 간식류 외

한가지 메뉴로도 특별한 외식 분위기 연출

프리미엄 캐쥬얼 HMR 브랜드, 크라제
    주요상품군 : 양식류(스테이크, 폭립, 핫도그 외)



아이스크림
그 날 짜낸 신선한 우유의 풍미 가득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프레쉬 밀크, 초콜릿, 라벤더, 말차, 솔트 등 다양한 맛을 선보입니다.

가공식품
프리미엄 천연 치즈, 버터, 오일부터 고급 식재료인 트러플, 캐비어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 온라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FOOD 
DISTRIBUTION사 업 영 역 

자체 제조 상품부터 국내 매입, 글로벌 소싱 상품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정상적인 수입 절차와 까다로운 생산관리를 통해 유통합니다. 

LF FOOD
BUSINESS

식 품 유 통 

최고 수준의 상품 ·브랜드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

자체 제조 상품 글로벌 소싱 국내 매입

LF FOOD는 자체 생산 상품부터 국내 및 글로벌

유명 상품까지 차별화된 상품을 온/오프라인의 

전국 유통 인프라를 통해 선보이며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F FOOD의 자체 제조 설비와 노하우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발빠르게 선보입니다. 

자체 생산 가공 시스템 및 선진 물류 인프라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상품으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명 글로벌 식품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에서 맞본 높은  품질의  다양한 상품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국내외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합니다. 

육가공 제조 전문업체
돈까스, 탕수육 등 육류 냉동식품 
및 HMR 상품 제조에 주력하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
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원물 

랍스터, 꽃게, 새우, 문어 등 세계 각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LF FOOD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소싱합니다. 

- Fresh Sea Food

 - 유럽 고급 식자재

소스류/장류/조미료 
대표브랜드 : 기꼬만, 큐피 외

대표상품 : 계란에 뿌리는 간장소스, 돈꼬츠 라멘 스프 외
원초가 좋은 ‘김’ 제조전문업체
청정지역 해남의 맑은 원초를 자연 
방식 그대로 가공하여 바다 내음 
가득, 고소한 맛과 풍부한 식감의     
김을 선보입니다. 

-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비법 소스

 - 신선한 생우유로 만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FOOD & 
BEVERAGE사 업 영 역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치있는 미식을 제공해 

건강한 외식 문화를 추구합니다. 

LF FOOD
BUSINESS

외 식 사 업

가치있는 미식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제안

프리미엄 씨푸드 뷔페  마키노차야 일본식 라멘&돈부리 전문점  하코야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  퍼블리크

LF FOOD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치있는 미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강한 외식문화를 추구, 새로운 

식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키노차야는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신선한 산지 직송  

해산물을 즐기실 수 있는 씨푸드 뷔페입니다.  

친환경 샐러드, 각종 특선 요리와 디저트 등 총 130여 가지의  

메뉴와 최정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하코야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퓨전화된 라멘과 달리 현지의     

레시피와 재료를 그대로 살린 라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 현지 

라멘 장인이 운영하는 60여 곳의 맛집을 직접 탐방하고 연구해 

2006년 11월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앞 직영 1호점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맛집으로 소문나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 상수동 주택가에서 출발한 퍼블리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빵'이라는 의미의 브랜드명을 모토로 

엄선된 유기농 밀가루와 호밀, 프랑스산 버터 등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갓 구운 프랑스 정통 빵의 맛을 선보입니다. 



LOGISTICS 
SYSTEM

인 프 라

LF FOOD는 선진 물류 인프라를 통해

상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LF FOOD
INFRASTRUCTURE

물 류  시 스 템

물류센터

LF FOOD는 현대식 물류센터와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으로 거래처별, 시간대별, 제품별로 

세분화된 적시 배송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포, 구리, 이천, 부산에 거점을 두고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고객분들께 신선하고 안전하게 

식재료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리

김포

이천

부산



LF FOOD INFRASTRUCTURE LOGISTICS SYSTEM

LOGISTICS 
SYSTEM

물 류 시 스 템

물류센터 운영 프로세스

안전하고 선진화된 물류 운영으로 입고에서배송, CS처리까지 One Stop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고 검수
입고 기준에 의한 검수

배송
배송 온도 유지 및
배송 경로 최적화

CS
고객 불만 신속 처리

피킹/포장
신선도 유지 포장

출하 검수
주문서 기반 출하 검수

비즈니스 환경 별 합리적인 프로세스 운영으로

물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품정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Rule & Policy 기반의 물류 수행

단순화된 신속한 주문 관리로
적기 배송 철저

비즈니스별 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물류 대응

프로세스
표준화

최적 물류
Solution

적기 배송
스피드

환경변화
유연성



PRODUCTION 
MANUFACTURE 
SYSTEM

인 프 라

LF FOOD는 자체 생산 가공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합니다. 

LF FOOD
INFRASTRUCTURE

생 산  가 공  시 스 템

엘티엠푸드

육가공 제조업체 엘티엠푸드는 돈가스, 탕수육 등 

육류를 가공한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제품별 

HACCP인증을 취득,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소재

충북 제천시

주요 품목

육류 가공품

라인별 주요 생산 제품 

 공정명 생산 제품류

FRY 제품
(유탕제품)

탕수육류, 치킨류, 수산물류

오븐 제품
떡갈비류, 동그랑땡, 

미트볼류, 닭 가슴살 가공품

핫도그 소시지, 치즈핫도그

돈까스
수제 등심 돈까스, 

가슴살 치킨까스, 성형 돈까스

유탕+오븐제품
함박 스테이크류, 스웨디시 미트볼, 

떡갈비류, 순살치킨(가라아게류)



LF FOOD INFRASTRUCTURE LOGISTICS SYSTEM

PRODUCTION 
MANUFACTURE 

SYSTEM
생 산  가 공  시 스 템

인증 현황

1) HACCP 인증

2) 기타 인증

① 2016.01.05 수산물 가공품, 기타가공품 HACCP 인증

② 2016.10.17 분쇄가공육 제품 HACCP 인증

③ 2017.05.15 빵류 HACCP 인증

④ 2019.07.01 기타 가공품 HACCP 인증

① 2015.06.23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LF FOOD INFRASTRUCTURE LOGISTICS SYSTEM

PRODUCTION 
MANUFACTURE 

SYSTEM
생 산  가 공  시 스 템

엘티엠푸드 주요 설비

엘티엠푸드 연혁

스파이널 프리져, Chopeer, Mixer, 고속슬라이스기, H-성형기, Fryer, I/R 오븐기, 전분살포기, 핫도기후라이어, 실험 분석실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3.09
공장 준공

2014.05
축산물 
분쇄가공육 제품 
HACCP 인증

2015.06
기업 부설 연구소 
외부 인증

2017.03
핫도그 
생산라인 구축

2017.05
빵류(핫도그) 
HACCP 인증

2019.12
대상㈜ 우수 
협력사 수상

2014.07
기타식품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HACCP 인증

2016.07
생산 2호 라인 증설

2017.0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9.10
㈜모노링크 M&A



BRAND 
STORY

브 랜 드

LF FOOD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미식경험을 제공합니다.  

LF FOOD
BRAND

브 랜 드  소 개



글로벌 식자재 전문 마켓을 모티브로 한 모노마트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들을 정식적인 수입 절차와 국내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 들여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맛있고 정겨운 음식인 한식부터 양식, 중식, 아시안 푸드까지 

다양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은 물론 요리의 맛을 

돋우는 소스류 등의 식자재와 식기류까지 모노마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식당 사업자 대상의 B2B 회원제 매장으로 현재 서울 논현점, 

잠실점, 강동점 등 전국 50여개의 직영 매장이 영업 중 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오뎅류, 꼬치류, 수산/수산가공품, 후라이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매장

논현점   잠실점   홍대점   방배점 
이촌점   종로점   한남점   영등포점 
노원점   관악점   강동점   수유점
성수점   강서점   연신내점

경기/인천 매장

김포점   부천점   일산점   파주점 
수내점   안산점   화성점   성남점  
구리점   안양점   인천점   남인천점
평택점   수원점   수원호매실점 

지방 매장

원주점   춘천점   천안점   청주점   대구점   대구성서점

울산점   포항점   창원점   구미점   광주점   광주북구점     

전주점   광양점   대전점   대전유성점   진주점   김해점

부산해운대점    부산진구점    부산금정점    부산사하점   

제주점     

모노마트 온라인몰  www.monomart.co.kr

LF FOOD BRAND 모노마트 MONO MART

글로벌 식자재 전문 마켓, 모노마트 MONOMART

모노마트의 심볼은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하겠다는 의미로 23.5도 기울어져있는 지구본의 모습에 

식도구들을 아이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해산물 유통에서 보관 과정을 생략하여 산지로부터 

당일 직송을 하는 마키노차야의 현지 직송 시스템을 

통해 맛의 본질을 지키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이상의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휴식과도 같은 편안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장     역삼점, 판교점, 광교점

마키노차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씨푸드 뷔페입니다. 

단순히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식을 통해 일상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본질에 충실한 음식'을 엄선해서 소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을 

브랜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 산지 MOU체결과 글로벌 소싱 역량을 기반

으로 직접 공수한 제철 수산물을 테마로 펼쳐지는 

'Seafood Festival'은 다양한 활어회와 고급 해산물, 

이색적인 음식을 고객이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마키노차야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눈으로 먼저 맛을 보고, 깊은 풍미에 반하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하코야는 누들과 라이스, 스페셜사이드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장     전국 27여개 매장  (2020년 6월 기준)

'상자 가게'라는 뜻을 지닌 하코야는 선물상자를 열 때의 설레임을 상징

합니다. 하코야는 본사의 라멘 연구소를 통해 라멘의 맛과 트렌드를 

잘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레시피와 

신선한 재료를 제대로 살린 라멘 맛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대한민국 대표 라멘 브랜드로 자기매김하게 되었습니다.

LF FOOD BRAND LF FOOD BRAND마키노차야 MAKINO CHAYA 하코야 HAKOYA

프리미엄 씨푸드 뷔페, 마키노차야 MAKINO CHAYA 일본 생라멘&돈부리 전문점, 하코야 HAKOYA



전국 2만 곳 이상의 파트너들이 선호도, 평가 피드백을 기반으로 

R&D센터에서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수 십 번의 테스트와 검증을 

실시하며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기본 미식부터 다채로운 맛을 선사할 

특별한 미식까지 간단한 조리법과 보장된 맛으로 여러분에게 

맛있는 일상을 선사합니다.

주요 상품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  안주류, 간식류 외

모노키친은 전문점 맛 퀄리티의 음식을 소중한 한 끼로 차려내

우리 집 식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홈다이닝 간편식 브랜드

입니다.

외식 브랜드의 메뉴 전문성을 기반으로 HMR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크라제 비프스테이크를 시작으로 크라제 핫도그, 폭립 등을 출시

하고 2017년에는 LF FOOD에서 크라제 상표권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크라제의 메뉴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양식 기반의 육가공 상품, 스낵 등 관련 상품을 개발/출시하며 전문성 있는 서양식 중심 HMR 

전문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LF FOOD BRAND LF FOOD BRAND모노키친 MONO KITCHEN 크라제 KRAZE

맛있는 홈다이닝 간편식, 모노키친 MONOKITCHEN 프리미엄 캐쥬얼 HMR 브랜드, 크라제 KRAZE

크라제는 1998년 11월 압구정동에서 런칭한 국내  

최초의 수제버거 전문점으로 국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을 선도하였습니다.



퍼블리크는 2011년 서울  마포구 상수동 작은 주택가에서 출발했

습니다. 퍼블리크는 불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빵'

이라는 의미로, 엄선한 유기농 밀가루와 호밀, 프랑스산 버터 등 

최고급 빵 재료를 사용해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퍼블리크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빵 종류는 캄파뉴, 바게트, 치아

바타와 같은 하드 계열 브래드를 포함해 크루아상, 몽블랑 등 

총 35가지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끌레어, 타르트, 

초콜릿 무스, 플레이제 등 디저트류 40여 종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장    광흥창 본점, 홍대AK점, 롯데아울렛 광명

구르메 F&B는 치즈, 버터 등의 식자재를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유럽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 고급화로 인해 

베이커리 등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르메 F&B는 1998년 설립 후, 20여 년 동안 1,000여 종이 넘는 

유럽 식재료를 엄선해 국내에 소개하며 유러피안 푸드 마켓 리더로 

자기매김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치즈, 버터 등 냉장 수입 제품군은 물론 초콜릿, 

생지, 과자류 등 상온 및 냉동상품군, 캐비아, 푸아그라, 트러플과 같은 

고급 수입 식재료를 전문으로 수입 유통하는 기업으로 국내 주요 

특급 호텔과 백화점 및 델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식자재 공급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F FOOD BRAND LF FOOD BRAND퍼블리크 PUBLIQUE 구르메 F&B GOURMET F&B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 퍼블리크 PUBLIQUE 유러피안 푸드 마켓 리더, 구르메 F&B GOURMET F&B



LIFE IN FUTURE LF F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