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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는 자연과 건강을 지킨다는 비전 아래 그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과 서
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리의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며 노력합니다.

Since the corporation establishment in 1968, Hyundai Green Food has
accumulated many experiences and infrastructures for many years.
With purchasing capability to provide high-quality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we have operated a variety of food-related businesses
including food service, food distribution (B2B), retail, restaurant, food
production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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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 to making our customer’s life healthier and ta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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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duct and services will be built and delivered by the vision of
Hyundai Green Food to value the nature and health. It is our goal to create the future where more people in the world meet our food more conven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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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건강한 자연과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자연을 지키는 기업 No.1

맛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건강을 지키는 기업 No.1

We build up tasty life for people with healthy nature and

The Leading Company to maintain value of nature, and

our honest mind.

to build health for people.

정직한 마음
Honest Mind

지속가능한 자연
Sustainable Nature

건강한 삶
Healthy Life

우리의 자연
Nature

VISION & MISSION

MISSION

고객의 건강
Health

우리는 이익을 위해 고객과 협력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상품(식재료 / 음식)을 공급하여 고객의 건강하고

We do not compromise our standards for minor advantage.

맛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We pursue our customers’ healthy and tasty life with

We keep our promises to earn and keep trust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eco-friendly food products we source.

우리는 건강한 천연 식재료를 조달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좋은 상품의 지속 거래를 통해 국내 농 · 수 · 축산업의 지속성장(발전)에

We source and use healthy and natural food for ingredients.

기여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우리의 구매역량과
지정농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We set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We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fishing, and livestock industry by continuing business with excellent
producers of our land.

eco-friendly agriculture with purchasing capability and our designated farms.
우리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e provide best solutions optimized for customers’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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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ABOUT US & OVERVIEW

OVERVIEW

현대백화점그룹은 종합생활문화 기업입니다. 백화점, 아울렛, 홈쇼핑 등의 유통 사업뿐만 아니라 패션, 뷰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

티, 헬스, 미디어, 가구,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종합식품기업으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더현대닷컴 등의 채널에서 식품 유통 관련 사

General Food Company Hyundai Green Food

업을 함께 책임집니다.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as managed businesses in diversified
areas, including distribution, fashion, beauty, health, media, furniture, and
rental business. Hyundai Green food is a general food company, and a
backbone of the Group with contribution to our customers’ premium life
style.

15,427

억원
매출 Sales

616

억원
당기순이익 Profit

B2B

We are in charge of food merchandise for major distribution channels of

급식 사업 Food service_6262억원

5%

the Group (department store, home shopping, online mall).

40.6%

해외 급식 사업
International food service

식자재 유통 사업 Food distribution_3773억원

7%
DISTRIBUTION

FOOD

현대백화점 / 아울렛,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그린푸드, C&S푸드시스템
Hyundai Green Food
현대홈쇼핑
C&S Food System
Hyundai Department Store /
Outlet, Hyundai Department Store
Duty Free, Hyundai Homeshopping

수출입
Import & Export

24.5%

B2C
리테일 사업 Retail business _3881억원

25.2%
외식 사업 Restaurant business_1397억원

MEDIA / ICT
현대퓨처넷, 현대IT&E
Hyundai Futurenet, Hyundai IT&E

FASHION
한섬
Handsome

RENTAL
현대렌탈케어
Hyundai Rental Care

B2B BUSINESS
현대드림투어, 에버다임
Hyundai Dream Tour, Everdigm

HOME FURNISHING

BEAUTY / HEALTH
한섬라이프앤, 현대바이오랜드
Handsome Life& , Hyundai Bioland

※ 현대백화점그룹 : 매출 18.4조원, 경상이익 7,803억원 (2019년 기준)
※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Annual Sales KRW 18.4trillion, Profit KRW 780bill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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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현대리바트, 현대L&C
Hyundai Livart, Hyundai L&C
기타매출 114억원

10,000

억원
연간 식자재구매 역량 Our core competence to
purchase quality food resources at reasonable prices

※ 2019년 개별손익 기준, 단위:억원 / Unit: KRW 100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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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GURES

급식 사업 Food service

600,000 / 550

식자재 유통 사업 Food distribution

국내 사업(하루 식수 / 사업장 수)
Domestic business (the number of meals provided a day /
the number of business locations)

50,000

아이템 수
The number of items
we distribute

로컬 농축수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
차별화된 Global MD 등 식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오피스, 공장, 병원 등 국내 500여개 사업장에서

Various food products and related items are

하루 약 60만식 이상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provided.

We serve over 600,000 meals a day in a variety of
domestic places including offices, factories, and
hospitals.

100,000 / 50

해외 사업(하루 식수 / 사업장 수)
International business (the number of meals provided a day /
the number of business locations)

1,600

협력사 수
The number of suppliers around
the world

1,200

고객사 수
The number of client companies around
the world

UAE, 쿠웨이트, 멕시코, 중국 등 50여개의

전세계 협력사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고객사별 맞춤형

해외 사업장에서 하루 약 10만식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농 · 수 · 축산품과 가공 상품을 소싱합니다.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합니다.

(중국 북경, 천진, 상해, 산동, 강소성, 창주, 충칭, 중경,

We source a great variety of

Our B2B food distribution service is customized

저장성 / UAE BNPP, 아크부대 / 쿠웨이트 KUSCA,

products from our global network of

for each client company including food service

CFP 현장 / 사우디아라비아 / 멕시코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suppliers.

providers and retail stores.

100,000 meals a day in 50 locations are provided for
our global customers outside the country.

리테일 사업 Retail business

20 / 9

외식 사업 Restaurant business
현대백화점 식품관 수 / 슈퍼, 편의점 수
The number of retail stores we operate

현대백화점 식품관, 직영 슈퍼, 편의점, 홈쇼핑,

8

108 / 31

매장 수 / 브랜드 수
The number of F&B stores /
brands we operate

파인다이닝, 베이커리, 푸드코트, 연회 서비스 등

온라인몰(더현대닷컴, hmall, 현대식품관toHome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널에서 차별화된 B2C 식품 유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로드샵으로 영역을

Premium supermarkets in

확장하고 있습니다.

Hyundai Department Stores and

We operate F&B brand stores of various

other on / off-line channels

segments in Hyundai Department Stores, and

we operate provide differentiated B2C

recently try to expand the business outside the

food distribution services for our end-customers.

department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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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 R H E R I TA G E

1960 - 1980

1981 - 1990

1991 - 2000

2001 - 2010

2011 - 2012

2013

1968
1973

1990

㈜한국물류센터(현대F&G식품도소매 유통, 외식사업) 설립

2010

2011

1990

Built Korea Distribution
Center Co.
(Hyundai F&G-food distribution,
restaurant business)

1995
1996
1999

2013
2013
2013

쿠웨이트 급식시장 진출
C&S푸드 시스템 인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친환경 농산물 안전 유통 서비스
구축)

2013

Started food service
business in Kuwait
Acquired C&S Food System
Honor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afe distribution system for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1968

1973

㈜금강개발산업 법인 설립
㈜금강개발산업(現 현대백화점)
캐터링 사업부문 설립

Built Geumgang Industrial
Development Co.
(present Hyundai
Department Store)
Started catering business

1995
1996

1999

수지 물류센터 준공
한국 물류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네트 법인 설립
(현대푸드시스템-단체급식)

Built Suji distribution center
Honored by the Prime
Minister at Korea Distribution
Award
Built G-NET Co.
(Hyundai Food System - food
service)

2010
2010
2010

2010
2010

현대그린푸드 출범
(현대H&S, 현대푸드시스템,
현대F&G 통합)
코스피 상장
경인 물류센터 준공

Founded as
Hyundai Green Food
(Hyundai H&S,
Hyundai Food System,
Hyundai F&G integrated)
Listed on KOSPI
Built Gyeong-in 1 center

2011
2012
2012
2012
2011
2011
2012
20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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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Chef Avenue,
現 h’_kitchen) 사업 진출
UAE 급식시장 진출
중국 급식시장 진출
PB 브랜드 요리앤좋을재 런칭
영남 물류센터 준공

Entered into food court
business
Started food service
business in UAE
Started food service
business in China
Launched private label brand
‘Yorien Joeuljae’
Built Yeong-nam center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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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 2019

2020

2014
2014

중국, 중동 사업장 확대
외식 식재 시장 진출

2015

2016

2018
2018

2014

Expanded the business in
China & the Middle East
Started food resource
distribution for restaurants

2017
2017
2017

2020 스마트푸드센터 완공
2020 맞춤형 건강식단 그리팅 출시
2020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남양주점 오픈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12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해외 브랜드 런칭 (이탈리,
매그놀리아, 조앤더주스)
경기 광주 경인2센터 준공
식품안전 대통령상

Opened HyundaiDepartment Store Pangyo,
Hyundai Premium Outlet
Gimpo
Introduced foreign F&B
brands (Eataly, Magnolia
cupcake bakery,
Joe & the Juice)
Built Gyeong-in 2 center
Presidential award for Food
Safety Day

2016
2016
2016

2016

2016

단체급식업계 최초 멕시코
급식 시장 진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오픈
해외브랜드 벤키. 달마이어 확대

1st in the industry – started
food service business in
Mexico
Opened Hyundai PremiumOutlet Songdo,
Hyundai City OutletDongdaemun
Expanded foreign F&B
brands(Venchi and Dallmayr)

2017
2017
2017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런칭
프리미엄 PB 브랜드 1table 런칭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급식 부문
공식 공급사 선정

Opened Hyundai Citymall
Garden 5
Launched premium private
label brand ‘1 table’
Became the official supplier of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catering services)

2019
2019
2018
2018

2019
2019

국내 최초 연화식 그리팅소프트 출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캐터링
서비스 주관
해외 브랜드 텍사스로드하우스
런칭
ESG 종합등급평가 A등급 획득

Launched soft food brand
‘Greating Soft’
Provided catering services for
the re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eparated families
Launched Texas Roadhouse
Achieved ESG Rating of "A"

2020 Built Smart Food Center
(food processing facility)
2020 Launched healthy food brand
'Greating'
2020 Opened Hyundai Premium
Outlet Daejeon, SP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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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AT I N G B U S I N E S S

그리팅 사업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건강식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

우리집 밥상주치의
그리팅을
소개합니다

Introduce your doctor
in the kitchen,

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사질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질문에 대한 해답은 “골고루 적당히”인데, 사실 매 끼 균형
잡힌 건강식을 챙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20년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19로 과체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이때, 현대그린푸드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며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소스 하나도 자연에 가깝게 만든 건강식, 그리팅(Greating)을 선보였습니다. 열량, 소금,
당, 지방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객의 건강 니즈를 맞춤 케어한 상품입니다.

1인가구라도 대충 떼우는 한 끼가 아닌 나를 위한 선물같은 음식, 맞벌이 부모의 퇴근 이후 저녁식
사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음식, 몸이 아프거나 고령이신 부모님께 믿고 보내드릴 수 있는
음식, 이제 그리팅과 함께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해 보세요.

Even though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with their health
than ever, in a flood of information, metabolic diseases are getting
increased day after day. The key for ‘how to eat healthy’ is simple as
one word, ‘Balance’, however, it is not as simple to put it into practice for every meal in daily life.
Amid COVID-19 since the year 2020,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have been seriously threatened by depression or obesity.
‘Greating’ is a customized healthy food brand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realizing the nutritional balance with the minimized use
of artificial ingredients.
Hyundai Green Food now suggests an easy and convenient way of
being healthy with ‘Greating’, which will be a present for one-person
households, a comfort for working couples, and relief for seniors.

• 그린푸드가 직접 제조하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 의 모바일앱 / Mobile app screen of carefood brand 'Greating' by Hyundai Green Food

15

G R E AT I N G B U S I N E S S

그리팅 사업

맛있고 다양한 레시피

맞춤형 건강 솔루션

믿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지속 가능한 브랜드

Tasty and various recipes

Customized healthcare solution

Trustworthy food

Sustainable values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250가지 건강한 식단

건강한 생활습관 코칭을 제공하는 그리팅 온라인몰

직접 개발한 5無첨가 소스 70여종

종이 아이스팩, 테이프 등 친환경 패키지 채택

매일 바뀌는 케어식단 (정기 구독) 과 단기 챌린지

(www.greating.co.kr) & 모바일 앱(App)

깐깐하게 선별한 영양 식재료 150여종

적정한 음식 양 설계로 Zero Waste 실천

식재료, 반찬, 샐러드, 죽 / 스프, 간식 등

전문 영양사의 1:1 건강상담이 가능한오프라인 매장

신선함을 위해 배송일 하루 전 날 조리

건강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마켓

(현대백화점 식품관 ‘영양사의 반찬가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정

글로벌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 다양화

250 healthy recipes designed by our nutritionists
‘Care meal plan’ which changes daily

(subscription service) & ‘Challenge’ (short-term program)
‘Healthy food market’ which sells food ingredients,

‘Greating’ online mall (www.greating.co.kr) & mobile App

which provides coaching service for your healthier habits
‘Dietitian-curated shop by Greating’ offline store where

health consulting by nutritionist is available

Eco-friendly package such as ice-packs and
packing tape made of paper

70 house-made sauces free of 5 kinds of additives

Right amount of food suggestion for ‘Zero Waste’

150 kinds of selected food ingredients rich in
nutrition
Cook and deliver the very next day for freshness
Prepare in hygienic conditions

side dishes, salad, soups, and comfort food
Various types of cuisines around the world available

250
16

70 ,150
5 無첨가 소스

건강한 식단

종

영양 식재료

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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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RVICE

급식 사업

현대그린푸드는 우리나라 급식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 외 하루 70만식의 식사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Prepare a healthy and

reliable meal for more
people in the world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 기아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오피스 · 산업체 급식, 병원 환자식 등 고객
사 특성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통하여, 집 밖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선별하고 관리한 고품질의 식자재와 업계 최고의 위생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 합니다. 환자식, 글로벌식, 건강식 등의 개발은 전세계 다양한 고객의 입맛과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현대그린푸
드는 오늘도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다양한 곳에서 급식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Hyundai Green Food i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which occupy
the major share of contract food service market in Korea, serving
over 700,000 meals a day in many countries. We have dedicated our
best efforts for our customers to enjoy a satisfying meal even when
they are not at their home, employees of global corporations like
Hyundai-Kia Motors and patients at hospitals.
With strictly managed standards for food and hygiene system, we
have come our way to provide healthy food, and now we are going
to take the focus on each customer who eat our food. Global recipes,
soft diets, and meals for patients were all developed as a part of attempts in order not to neglect even one customer’s health and taste.
Towards our vision to let more people eat healthier with more convenience, Hyundai Green Food has invented another new content and
form of contract food services.

• 고객사 리스트

• 그린푸드가 운영하는 신한금융투자 직원 식당 Employee Cafeteria of SHINHAN INVESTMENT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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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RVICE

급식 사업

풍부한 레시피

운영 경쟁력

다양한 부가 서비스

해외 급식 사업

Recipes customized for various needs

Operational competence

Optional services for clients

International food service

현장 맞춤형 1만개의 레시피와 건강식 / 환자식 노하우

풍부한 전문인력과 다양한 사업장 운영 노하우

카페, 델리, 편의점, 자판기 등 복합 운영 및 케이터링 서비스

쿠웨이트, UAE,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양전문가와 전문 셰프의 메뉴 연구

식자재부터 현장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

그린푸드 외식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한 특식 제공

50여개 사업장 하루 약 10만식 제공

친환경 (저탄소 등) , 건강식 메뉴 지속 개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 공급을 위한 전국 물류망

(한솔냉면, 이탈리, Chef day 등)

HACCP, ISO를 준수하는 위생 및 산업 안전 관리

A vast labor pool and operation experiences in

Café, CVS, vending machine operation and

Over 10,000 recipes and know-hows for special diet

various types of locations

catering service options

100,000 meals a day in about 50 locations

Menus developed by nutrition specialist and chefs

Systematic hygiene management

Special menu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Kuwait, UAE, China, Mexico, Saudi Arabia)

Meals healthy for people and sustainable for the planet

Safe distribution through a nationwide logistics

our restaurants

Hygiene and industrial safety in compliance with

Update recipes from local restaurants and the world

network

유명 맛집 / 글로벌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 다양화

날씨, 식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 레시피

HACCP / ISO
Locally customized recipes for each country

10,000
,
레시피

20

50
해외사업장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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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DISTRIBUTION

식자재 유통 사업

산업체, 관공서, 병원 등의 급식 사업장, 외식, 유통 사업장 등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

식자재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객사를 대상으로, 약 5만여종의 우수 식재료와 각종 주방기물, 소모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
급합니다. 전국에서 운영하는 지정농장, 제조사 직거래, 해외 직수입, 자체 PB 개발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상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해, 물류와 위생 인프라 및 IT, C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첨단 Cold chain system을 갖춘 5대 권역의 물류센터 및 배송 차량을

Provide integrated

보유하고, 식약처 공인의 식품위생연구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온

business beyond food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solutions for your

라인 · 모바일 기반의 수발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식재 주문, 재고 관리, 마감 업무를 보다 효

distribution

1,200여개 고객사의 3,000여개 사업장에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는 검증
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현대그린푸드는 고객의 사업 성공과 발전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지원
하는 든든한 동반자를 지향합니다.

Our food distribution business is for business owners of food service sites which provide cooked meals and retail stores which sell
food products. Hyundai Green Food has a large variety of product
line-up with high-quality and reasonable price.
To provide what customers want where they need, we have built infrastructure to develop customized products for each client, and increase the number of differentiated merchandises like coffee beans,
and kids-only products. IT system, customer service,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will offer our clients convenient environment to
order, process claim, and manage delivery.
We will suggest total solution for customers including consultation
services in other various fields of food hygiene and menu development, beyond just food distribution. It is our goal to be a global business partner supporting customers’ success.

•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현대그린푸드 물류센터(경인1센터) Distribution Center in Gwangju,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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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DISTRIBUTION

식자재 유통 사업

다양한 상품과 가격 경쟁력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과 고객접점 서비스

고객 맞춤형 상품 운영

해외 식자재 수출입

Various products and competitive prices

Logistics system and customer services

Customized products for each client

Import and export of food products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합리적 가격의 식자재까지

전국 5대 권역 7개의 자체 물류센터 및 전국 배송망 구축

B2B 식자재 PB ‘h'_Cook’, 키즈 전용 식자재

전세계 수출 네트워크 보유(1000여 품목)

다양한 상품군 보유

콜드체인시스템, 온도추적장치를 통한 유통 全과정 통합 관리

브랜드 ‘h'_Kids’

식자재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구매,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위생, 메뉴, 인테리어 디자인, 직원 교육 등)

카페용 커피 원두 및 디저트 상품의 공급

원스톱 토탈 솔루션

원가 경쟁력

지역별(경인 / 영남 / 호남) 고객상담센터의 실시간 고객 지원

Various items from affordable to premium

Nationwide distribution network for quick and

for children & nursing facilities

Export 1000 products

Competitive prices by purchasing power and

accurate delivery(7 centers)

Coffee bean and desserts products for cafes

One-stop total solution covering various products

optimized process

B2B food product brand ‘ h'_Cook’, ‘h'_Kids’

합리적 가격의 글로벌 상품 소싱

The whole process managed with Cold chain

and services

system and tachometer

Foreign products at reasonable price through

Consultation service by experts(hygiene, menu,

exclusive import

interior design, staff training)
Real-time support system at local customer
service centers

51 ,
PB제품수

종

24

1,000
수출 품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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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TA I L B U S I N E S S

리테일 사업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과 TV홈쇼핑, 온라인 종합몰과 같은

고객의 쇼핑과
라이프 스타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갑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현대그린푸드만의 스토리를 담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는 친환경 농산물과 프리미엄급의 축 · 수산물, 전 세계 트렌드를
선보이는 글로벌 상품, 고객을 위해 큐레이션된 건강 상품들까지 (H-GUIDE), 다양하고 차별
화된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Change your shopping

수년간의 영업 노하우가 녹아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고품격 쇼핑 공간에서 최상위 품질의 상품,

experience and

판매 전문가의 품격 높은 서비스, 엄격한 위생 관리를 통해 새로운 쇼핑의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

create a new value of
life style

갑니다.

Hyundai Green Food introduces a new life style with our own story,
in on / off line channels including Hyundai Department Stores F&B
areas, TV Home shopping channels, and on-line shopping malls
(Hmall / theHyundai.com and others)
We will propose a variety of differentiated products ahead of
fast-changing consumers, from eco-friendly farm produces, premium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global MD directly sourced following world food trends, to curated health food (H-GUIDE).
In our premium shopping spaces, reflecting years of sales experiences, Hyundai Green Food will be here to change your shopping
experiences, and create new values in your life style, with superior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 by sales specialist, and strict food hygiene management.

• 현대백화점 판교점 식품관 슈퍼 매장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Supe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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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TA I L B U S I N E S S

리테일 사업

우리 땅 우리 먹거리

프리미엄 서비스의 온 & 오프라인 매장

글로벌 TRENDY 상품

그린푸드만의 영업 경쟁력

Our farm to our table

Premium services at off-line stores & on-line channels

Global trendy MD

Specialized in sales and customer service

전국 산지에서 직접 수급 / 관리하는 상품(30개 지정농장 운영)

전국 현대백화점 / 아울렛 식품관 프리미엄 슈퍼와 수입 식품관

직소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구현

500여명의 현대그린푸드 정규직 매장 영업 인력

현대백화점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산들내음’(280종)

DAILY N MARKET, H MART 직영 슈퍼와 H 24 편의점

해외 핫 아이템 수입

판매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생산부터 가공까지 책임지는 특화 축산물과 굴비

TV홈쇼핑 방송, 라이브 커머스

해외 식재료로 만나는 정통 프리미엄 식문화

축산물 HACCP, 친환경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등 인증제도 운영

Reasonable prices by direct importation

500 staffs dedicated to sales in the store

Directly from 30 designated farms and

온라인 쇼핑몰 현대식품관toHome, 더현대닷컴 / Hmall (산지스토리관)

producing areas

Hyundai Department Store premium supermarkets and

Introduce Hot items from the world

5 kinds of education programs for sales specialists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brand

Certification system for customer confidence

eSupermarket

Authentic premium food culture through gourmet

‘Sandeulnaeum’

Supermarket ‘Daily N MARKET’ ‘H MART’, CVS ‘H 24’

products

Specialized beef and fork, and dried fish by

Food channels inTV Home-shopping, Live commerce

Hyundai Green Food

On-line food shopping malls

30 , 280
그린푸드 지정농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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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내음 제품

500
전문 영업 인력

종
국내외 우수산지 상품

독일황실 브랜드 이탈리아 120년 전통 이탈리아 식재료
달마이어
베르나노
이탈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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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TA U R A N T B U S I N E S S

외식 사업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한 끼의 식사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코트, 베이커리, 카페,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레스토랑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외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책임지는

레스토랑과 그로서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외식 형태를 제시한 이탈리안 그로서란트 ‘이탈리’, 북

외식문화 큐레이터로

유럽 감각으로 해석한 프리미엄 착즙주스 ‘조앤더주스’, 미국 1위 스테이크 전문점 ‘텍사스로드

나아갑니다

하우스’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도입하여, 고객이 한자리에서 더욱 편리하게 글로벌 외식 트

Become a curator for
dining culture from

meals to desserts

렌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호텔, 아이파크몰, 삼성역 파르나스몰 등 우리 매장을 확대하며,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새로운 브랜드의 발굴과 맛의
연구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문화 큐레이터이자 ‘건강’ 과 ‘환경’ 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yundai Green Food has operated a broad portfolio of F&B stores
for customers of Hyundai Department Stores and Outlets to have
a satisfactory meal, ranging from high-end restaurants to bakeries
and café brands.
Foreign F&B brands we recently introduced to Korea, following
rapidly changing trends, include Italian grocerant ‘Eataly’, which
presents a new form of dining experience with the combination of
restaurant and grocery, ‘Joe & the juice’ which reinterprets healthy
juice from Northern European viewpoints and the American No.1
steakhouse brand ‘Texas Roadhouse’.
Expanding our stores outside of the department stores, like hotels,
complex shopping malls, and foreign countries, we try to meet
more customers’ needs at more places. Hyundai Green Food aims
to be your dining culture curator leading the industry and the first
restaurant brand which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그린푸드가 국내 도입한 프리미엄 그로서란트 ‘이탈리’ Grocerant ‘Eataly’ Hyundai Green Food launch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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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다이닝

베이커리

케이터링 서비스

캐주얼다이닝

Fine dining

Bakery

Catering service

Casual dining

현대백화점을 대표하는
프렌치 다이닝 레스토랑

'신선하게 건강하게 정성스럽게'
현대백화점 베이커리, 베즐리

음식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고품격 연회 서비스

감각적인 유러피안 캐주얼 레스토랑

French fine-dining restaurant representing
Hyundai Department Store

Hyundai Department Store bakery with
fresh and healthy bread

High-quality banquet service for customer
satisfaction beyond food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토파즈홀

전국 현대백화점 및 현대아울렛

Hyundai Department Store Apgujeong Culture Park

Hyundai Department Store / Outlet F&B areas

@ART_DE_CHEF

레스토랑, 와인바가 결합된 백화점 업계
최대 규모의 와인 전문 매장

고품질 셀렉 다이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 푸드코트

Wine shop combined with the restaurant and
the bar

Hyundai Department Store Food court where
high-quality select dining is realized at
reasonable price

현대백화점 판교점 / 미아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 무역센터점

전국 현대백화점 및 현대 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 남양주점, 아이파크몰

Hyundai Department Store Apgujeong / Trade

Hyundai Department Store / Outlet F&B areas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 Mia, Hyundai

Center

European dining restaurant with distinctive
atmosphere and excellent taste

Premium Outlet Songdo / Space1, IPARKMall

국내 특급 호텔에 위치한
올데이 다이닝 뷔페

맛있는 음식을 항상 따뜻하게 제공하는
베이커리 전문 브런치 카페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시작된 30년 전통의 전국
최초 서울식 냉면 브랜드

가장 신선한 초밥을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현대백화점 대표 회전초밥 브랜드

'바다가 키우고 해녀가 따서 바람과 햇볕이 말리
다' 자연산 돌미역국 브랜드

All-day dining buffets in finest hotels

Contemporary brunch café along with
freshly-baked bread from oven

The first Seoul-style cold noodle brand with
30 years' tradition, starting from Hyundai
Department Store

Leading sushi restaurant brand of Hyundai
Department Store

'Grown by the sea, picked by Haenyeo (female
divers), dried by the wind and the sun' Wild
Miyeok-guk (seaweed soup) brand

대구 그랜드 호텔, 대전 라마다 호텔, 이천 인트라다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

전국 현대백화점 및 현대아울렛, 광화문 교보문고,

전국 현대백화점 및 현대 아울렛, 광화문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신촌점 / 무역센터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호텔,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 가든 호텔

Hyundai Citymall Garden5

갤러리아 센터시티 (천안) / 갤러리아 광교

갤러리아 센터시티 (천안)

남양주점, AK PLAZA 수원점

The Grand Daegu Hotel, Ramada by Wyndham

Hyundai Department Store / Outlet F&B areas, Kyobo

Hyundai Department Store / Outlet F&B areas,

Hyundai Department Store Sinchon / Trade Center ,

Daejeon, Icheon Intrada Hotel, Best Western Premier

Bookstore Gwanghwamun, Galleria Centercity

Kyobo Bookstore Gwanghwamun,

Hyundai Premium Outlet Space1, AK PLAZA Suwon

Seoul Garden Hotel

(Cheonan) / Gwanggyo

Galleria Centercity (Cheo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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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독점 제휴 글로벌 브랜드
Global F&B brands introduced by Hyundai Green Food

인프라

최고의 전문 인력

Professional resources

물류 인프라

Logistic infrastructure and distribution centers

위생 인프라
식사와 식료품 쇼핑이 동시에 가능한 이탈리아
프리미엄 그로서란트

1878년 Turin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정통
초콜릿 & 젤라또 브랜드

No syrup, No sugar, No water! 사과 베이스의
북유럽 감성 프리미엄 착즙 주스

Italian Premium Grocerant where you can eat,
shop, and learn in one place

Italian authentic Chocolate & Gelato Brand
since 1878

‘No syrup, No sugar, and No water’

Food hygiene

Danish healthy Juice brand presenting

좋은 상품과 우리 브랜드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킨텍스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 대전점 /
남양주점,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광화문 교보문

Products & Brands

고, 파르나스몰, 아이파크몰, 안다즈 서울 강남,
스타필드 안성

eatalykorea

venchi_korea

Hyundai Department Store Pangyo / Mokdong /
Daegu / Chunho / Kintex, Hyundai Premium Outlet
Songdo / Daejeon / Namyangju,Hyundai
City Outlet Dongdaemun, Kyobo Bookstore
Gwanghwamun, Parnas mall, IPARKMall, Andaz
Seoul Gangnam, Starfield Anseong

구매, 조리, 위생, R&D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그린푸드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는 식품 안전 시스템과

joeandthejuicekorea

전국 각지의 물류 인프라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Industry-leading experts from every area in
food business, including purchase, cooking,
food hygiene, and R&D, work together to create best products and services of Hyundai
합리적 가격으로 고품질의 메뉴를 제공하는
미국 3대 스테이크 하우스

One of 3 major steak houses in the United
States with high quality menus at reasonable
price

Green Food. Our products and services would
be delivered to you through food safety system,
logistic infrastructures and distribution centers,
along with your trust and convenience as our
top priority.

험프리점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Camp Humphreys, Hyundai Premium Outlet Spa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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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 인력

물류 인프라

위생 인프라

좋은 상품과 우리 브랜드

Professional resources

Logistic infrastructure and distribution centers

Food hygiene

Products & Brands

콜드체인시스템
Cold chain system

국가 공인 식품 안전관리 조직
Nation certified inspection agency

철저한 온도·위생 관리
temperature·hygiene management

700

영양사 수
The number of nutritionists
영양사 700명
700 nutritionists

조리전문인력 수
The number of cooking
experts

7,000

조리사,조리원 7,000명
7,000 cooking specialists

바이어 수
The number of buyers
식품 바이어 87명
87 food buyers

연구원 수
The number of researchers
식품 R&D 센터 연구원 36명
36 research scientists

위생전문가 수
The number of hygienist
식품 위생 전문가 57명
57 food hygiene experts

고객서비스인력 수
The number of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87
36

520

수 배송차량 수
The number of
vehicle
520대 물류 차량
520 delivery vehicle

센터 수
The number of distribution
centers

7

전국 7개 물류 센터
7 centers around the country

HACCP 가공장
Processing facilities with HACCP

B2B 식자재 / 키즈 전용 식자재
B2B Food distribution products brand /
food products for kids

산들내음
Sandeulnaeum
믿을 수 있는 그린푸드의 친환경 농산물 전문 브랜드
산들내음은 전국 각지에서 출하된 야채, 청과,
양곡 등 280종이 넘는 상품을 갖추고

그리팅
HMR 건강식
Healthy HMR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상품의 비중은 동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rand of
Hyundai Green Food, ‘Sandeulnaeum’ has

HACCP 가공장
Processing facilities with HACCP

수지센터 Suji
경인 1, 2 센터 Gyeong-in 1, 2

평택 센터(P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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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시험·검사 지정기관 (식약처)
식품 등 축산물 시험·검사 지정기관 (식약처)
국제 공인 시험 인정 기관 (KOLAS)
기업부설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
Designated and certified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LAS,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_Cook / h'_Kids

over 280 kinds of products including

현대백화점그룹 식품 안전 총괄
Food hygiene management for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현장~본사의 체계적 3-step 관리 프로세스
사업장 / 협력사 위생 교육 지원
3-step management system
Education supports for food hygiene

전문 분석 역량 확보
Hygiene laboratory for professional analysis
약 1000여 항목 분석 가능(미생물, 잔류농약, 항생물질, 유전자, 첨가물 등)
정부기관 수준 첨단장비 250여대
1000 items analyzable(microorganism, pesticide residue,
antibiotics, genes, additives)
250 kinds of high-tech equipment

1TABLE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Premium HMR

산들내음
친환경 농산물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vegetables, fruits, and grains from the whole
country, with the greatest portion of organic
foods in the industry.

1TABLE
1TABLE은 '프리미엄 간편식' 이라는 콘셉트로 최상의
식재료와 검증된 레시피로 간편함을 넘어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제안합니다. 검증된 맛집과의 협업과 산지 원재료
발굴을 통해 간편함 속에 맛까지 온전하게 채웠습니다.

1TABLE, premium HMR brand of Hyundai
Department Store, prepares your delicious
and healthy meal with the finest ingredients
and prove recipes,Through collaboration with
gourmet restaurants and the discovery of the

HACCP 가공장
Processing facilities with HACCP
울산센터 Ulsan
영남센터 Youngnam

HACCP 지정 사업장 운영
HACCP certified operation sites

local produce, great flavors and convenience are
realized at the same time on 1TABLE.

급식 사업장 및 현대백화점 식품관 축산물 매장
스마트 푸드 센터, 베이커리 공장
경인/영남/수지센터
Food service & retail (livestock) business sites
Smart Food Center, Bakery CK
Gyeong-in / Youngnam / Suji Center

Honam 호남센터

30

고객 서비스 전담 인력 30명
30 custome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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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S TA I N A B I L I T Y

지속가능경영

현대그린푸드는 건강과 지속 가능성 가치의 실현을 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에 이어 2020년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종합 등급 평가에서도 A등
급 (우수) 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 상장 회사

법인 설립 이래 다양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왔으며, 2020년 3월에는 성남시 거주 독거 노

인 200여분을 대상으로 매주 4끼의 그리팅 저당 식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식사
걱정을 덜어드리며, 신규 사업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사
회적 가치 창출에도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We try to actively utilize our specialties and infrastructures in food business to realize the valu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With constant efforts to fulfi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ver the years, Hyundai Green Food achieved
ESG rating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of A in 2020 and 2019, which made the
top 10% among listed companies.
Since march in 2020, we have supported about 200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Seongnam, donating 4
meals of ‘Greating’ every week. Making a contribution to their better health with more convenient meal
preparation, ‘Greating’ shares values with our commun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business.

는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건강경영 프로그램’ 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

식단과 운동 및 생활 습관 코칭을 함께 제공하여, 대사 질
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꾸준한 건강 관리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도 건강을 기준으로 큐레이션된

상품들과 건강을 컨셉으로 하는 외식 메뉴들, 전문 상담

까지 가능한 매장인 ‘영양사의 반찬가게’ 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ealth is at our highest priority in every business area
we operate.
‘Corporate Wellness Program’ , provided with over
1,000 employees at about 30 companies including
Hyundai-Kia Motors, is one the ways to deliver the
value to our customers.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are provided with customized meals and health consulting services, helping
their metabolic diseases to be improved.
Hyundai Department Store supermarkets are another
location where Hyundai Green Food brings the value
of health to our customers, with our curated health
food and restaurant menus, and ‘Dietitian-curated
shop by Greating’.

지키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사업장에서는 잔반 줄이기 (Zero Waste) 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실 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재료와 레시피를 채택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포장재 부문에

서도 친환경 소재의 ‘에코 패키지’ 를 적용하고 있으며,이
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유엔의 글로벌 친환경 가이드라

Save the planet

900여개 중 상위 약 10%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객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현대기아차 본사를 비롯한 30여개 회사의 1000명이 넘

우리는 고객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구의 안전

용하고 있습니다.

Care for y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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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의 식품 사업 전문성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

고객의 건강

Job creation for the disabled (‘Greenmate’)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by social
enterprises with the disabled workforces
(3 billion Won annually)
Supports for vocational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s for children with incurable diseases
Supports for low-income mothers
Consulting for young social entrepreneurs
(coffee shop franchise business and others)
Supports for independence of adolescents after
discharged from facilities
Scholarship for college student volunteers
Establishment of soup kitchens for
African children (in Lesotho and Malawi)
Kimchi Sharing event
Matching grant

Live with our communities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린메이트)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연간 약 30억원)
다문화 가정 직업 교육장 후원
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 (분당 차병원 연계)
저소득 육아맘 지원사업
청년 사회적 기업 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경상북도 청년공익형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지원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후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장학금 지급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소 설립
(레소토 하무추, 말라위 뭬라)
임직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사랑나누기 캠페인 (매칭 그랜트)

지역 사회와의 상생

HYUNDAI GREEN FOOD
CSR ACTIVITIES

건강은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고

인인 ‘GRP ’ (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플라스

틱 폐기물 저감에 앞장선 우수 기업 인증으로, 우리는

식품업계 최초로 AAA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
니다.

For the sustainability of our planet, there are a variety
of eco-friendly activities going on in our food service
locations, such as ‘Zero Waste campaign’ to reduce the
leftover, and adoption of the ingredients and recipes to
minimize the carbon emissions.
Furthermore, we use eco-friendly food packaging
for ‘ Greating ’ , and in recognition of our efforts
above, Hyundai Green Food achieved ‘AAA’ rating
according to 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GRP) of UN, which was for the first time in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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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We pursue constant happiness in
a changing world
There have been great
demographic shifts and changes in
the way people eat.
The world changes, however,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happiness that comes from

변하지 않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eating good food with
loving persons never changes.

현재 우리나라는

Here is the reason why

인구 구조부터 식생활 방식이

we value a warm meal you can trust.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 끼 식사를 나누는 행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한 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그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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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pare tomorrow for
everyone to be conveniently healthy
All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we provide are based on
our nature and honest mind,
and delivered through
channels that suit you best.
We will decide our vision and
missions, not by our records and
편리하면서 건강한 식문화의
내일을 약속합니다

numbers of markets,
but with values we create in
what you eat.
The future is about the way how

현대그린푸드는 건강한 자연에

we achieve a healthy and tasty life for you.

정직한 마음을 더해
만든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채널과 형태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1등의 자리만을 추구하기보다
한 분의 고객,그리고 그 분이 즐기는
한 끼 식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맛있는 삶,
그 곁에 현대그린푸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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