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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필
6,872명 (2020년 기준)
3조 551억원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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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는 1999년부터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식자재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현재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조 원 규모의 한국 식자재
유통산업은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성장할 부분이 더 많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의 마켓리더인 CJ프레시웨이는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 상품개발력 강화
및 구매 경쟁력 제고, 선진화 된 물류 인프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Total Solution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현재 식품대리점, 식품제조사, 급식업소, 영유아 보육시설, 체인점과
일반 식당 등 전 경로에 걸쳐 3만여 고객에게 2만 4천여 품목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과 주방용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상품, 거기에 정성을 더한 식자재를 공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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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짜사이, 양송이캔, 죽순캔

포도, 키위, 레몬, 연어, 홍합, 오징어, 냉동 블루베리, 견과류(건포도, 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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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원2센터

글로벌 소싱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법인(중국/베트남/미국)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의 자사 통합물류센터를 운영중이며 식자재 안전성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현지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수원, 양산, 대구, 장성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
고객에게 최적화시킨 맞춤형 식자재를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 주방용품까지 총 2만 4천여 가지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업계 최대 규모)

안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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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Promise
CJ프레시웨이의 대표 PB브랜드 이츠웰은 1차 상품(농·수·축산물)부터 가공식품, 비식재까지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 No.1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질력과 합리적인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CJ프레시웨이만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강력한 신뢰의 가치를
전합니다.

1차 상품(농·수·축산물)
이츠웰은 카테고리 특성상 품질의 일관성 유지와 규격화가 어려운 1차 상품을 정품 정량 안전의
기준으로 상품화했습니다. 각 상품별 전문MD 및 품질 인스펙터 점검, 까다로운 협력사 Audit를
통해 더욱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가공식품 및 비식재
이츠웰 가공식품 및 비식재는 철저한 품질테스트를 거쳐 가격, 위생, 다양성, 사용편의성 등에서
차별화된 높은 가치의 상품만을 엄선하여 취급합니다. HACCP, ISO 등 우수한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한 협력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합니다.

이츠웰 상품 개발 프로세스

상품선정
개발상품 선정 및
협력사 research

아이누리

[아이누리]
모든 아이가 누리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도록 재료와 원산지부터 유통방식까지 철저하게 관리한 식자재를 전할 뿐 아니라, 모든
아이가 활기찬 미소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J프레시웨이의 키즈 경로 특화
브랜드입니다.

헬씨누리

[헬씨누리]
병원·복지관·요양원 경로 맞춤형 푸드케어 토탈 솔루션
케어식이 필요한 모든 곳에 CJ프레시웨이 PB브랜드 ‘헬씨누리’가 있습니다.
병원 복지관, 요양시설 경로에 특화된 맞춤형 식자재부터 서비스까지, 더욱 건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푸드케어 Total Solution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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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 해찬들, 쉐프솔루션

쉐프솔루션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치리오(토마토홀)
콘아그리(헌트 토마토 페이스트, 안젤라미아 스파게티 소스 등)
S&W(과실캔), 심플로트(냉동감자)
유레알(휘핑크림), 해천(굴소스)
앵커(버터), 작센(멸균유), 마루코메(미소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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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원은 대한민국 식자재 유통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형 식자재 유통회사와 CJ프레시웨이가
함께 만든 상생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역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해온 중소 식자재 업체는
CJ프레시웨이의 선진화된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식품 안전 역량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냉장/냉동 설비의 미비로 취급하지 못했던 1차 농·수·축산물의 취급도 가능해졌습니다.

목포

CJ프레시웨이는 냉동, 냉장 시설이 구비된 선진화된 물류센터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중소 식자재
업체는 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서로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CJ프레시웨이 위생안전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의 위생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프레시원 특화 사업 [프레시원미트]
축육 전문 파트너
프레시원미트는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의 축육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유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통망을 통한 신속한 공급
프레시원미트는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인천, 수원, 강남, 남양주, 대구
등에서 최신 물류 프로그램을 갖춘 축육 전문 물류센터를 운영해 보관에서 배송까지 Cold-Chain
시스템을 통한 최상의 상품을 유통합니다.
철저한 위생 안전 시스템
프레시원미트는 CJ프레시웨이와 함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준하는 완벽한 위생 안전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축육 전문 MD 20여명이 직접
이력관리와 품질관리를 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합니다.
다양한 글로벌 상품
프레시원미트는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상품을 단독 직수입해 우수한 품질의
글로벌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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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는 농가, 중소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산지 계약재배

CJ프레시웨이는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지자체-대기업농가’간 공유 가치창출(CSV) 상생모델을 구축해 농가가 흘린
구슬땀이 보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강원도 철원과 경북 예천, 제주 성산을 비롯한
전국 40개 지역에서 1,400여 농가와 손잡고 쌀, 감자, 무, 양배추 등
국내 우수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증진은 물론
유통단계 또한 줄임으로써 식자재 유통 선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업체와의 상생

CJ프레시웨이는 중소 식품 제조 협력사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신 분석 기술과 해당 분야의 관련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분석(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렐라, 황생포도상구균 등),
이화학적 분석(타르색소, 이산화황, 벤조피렌, 아질산이온
등)실습과 함께 품질 클레임 저감을 위한 ’이물 관리 마스터 과정‘
등 중소 식품 제조 협력사가 식품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식품회사가 보유해야 할 위생, 안전
기술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유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 제주 월동무 세척 및 선별작업
2. 황금배추 계약재배 산지
3. 중소협력업체 분석기술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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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니즈와

13

기업으로서
또한 급변하는 고객니즈와 식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1만여 가지 메뉴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한 경로별 고객맞춤 메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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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제시하는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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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법적기준규격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사업 업계 최초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인증 점포는 2개이며 나머지
전 업장은 CJ프레시웨이 자체 HACCP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단체급식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식사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J그룹
자원을 활용한 그룹 시너지 활동으로 CJ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로 식사 공간을 식문화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컬쳐프로젝트’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식 제공 이벤트
‘행복한 수요일’를 통해 매주 새롭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컬쳐프로젝트

CJ그룹 자원을 활용한 그룹 시너지 활동으로 영화, 공연, 전시 등
티켓 제공 이벤트를 선보이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CJ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CJ프레시웨이의
메뉴 마케팅 활동으로
▲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메뉴
▲ 누구나 좋아하는 ‘맛있는’ 메뉴
▲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메뉴 등
총 4가지의 테마로 매주 수요일마다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201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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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기준 18개 매장 운영중

2019년 1월 기준 13개 매장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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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급식[그린테리아 셀렉션]
CJ제일제당센터에 마련된 그린테리아 셀렉션(Greenteria Selection)은 단체급식의 미래를 제시하는
차별화된 공간입니다. 전통적인 급식 역량인 '위생' · '단가'· '속도'에서 한단계 나아가 '메뉴' · '편의'·
'공간'의 선택을 주제로 매일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이 있는 건강한 식문화 공간 창출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급식입니다.
푸드셀렉션 모델 구축
일반적인 메뉴(한식/양식)에서 벗어나 '직화, 오븐/구이, 튀김/면' 등의 전문설비를 기반으로 한
메인코너를 구성해 각 메뉴의 품질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메뉴부터 공간, 가격, 결제 방법 등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무인 결제 및 식음서비스 플랫폼
단체 급식장에서는 처음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단말기 기반의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별도의 결제 과정없이 입장과
퇴장만으로 결제가 완료돼 고객 편의성 뿐만 아니라 단체 급식장의 인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밥, 샐러드/샌드위치 등 도시락을 안전하게 제공해주는 스마트 벤딩머신을 통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비대면으로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화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 그린테리아 셀렉션 입구
2. 그린테리아 셀렉션 전경

공간 디자인 및 활용성 강화
'그린테리아 셀렉션'은 가까운 사람들과 즐기는 편안한 식사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Artful Touch를
공간에 가미했으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실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식사시간
외에는 회의실, 접견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을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업계 선도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정부에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점포의 위생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CJ프레시웨이는 제도시행 직후 골프장 등 식음료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위생 등급 지정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리조트 및 휴게소 등 컨세션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점포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총 103곳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체급식
사업장을 비롯해 골프장 및 휴게소 등 식음료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동종업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매우우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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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에 설립된 식품안전센터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연구실, 위생안전팀, 품질혁신팀으로 구성된 식품안전
센터는 축적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통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생안전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등 식품안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CJ프레시웨이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개발에서 최종 고객에게
이르는 유통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단체
급식점포 운영 시에도 철저한 사전관리 원칙으로 위생안전 오디트 및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센터는 향후에도 고객에게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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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센터 인증 및 수상현황

2003.11

식품안전센터 설립

2004.10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4.12

축산물시험검사기관 지정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2005.10

ISO22000 (식품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

2007.01

국내 최초 병원급식 HACCP획득 (세브란스병원)

2007.10

쌀. 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2008.05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 수상 (식품보존업 부분)

2008.08

식품위생검사기관(노로바이러스포함)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03

민간기관 최초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04

중국 현지 오디터 1호 인증

2016.01

Solution Map 클레임 기술자료 발간 및 저작권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06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인증 (대한상공회의소, 식품의약안전처)

유통상품 품질관리

Inspection
•전국 권역별로 Inspector가 상주하여 일일 단위 농산물 품질 보증

C.S.I.(Claim Scene Investigation)
•동종업계 최초 클레임 전담조직 운영
•클레임 발생원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의 길잡이로써
Solution Map 작성 및 활용
•현장 중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상품 제공

CJ Freshway Profile
식품안전센터

식품안전센터

FS(Food
Service) 위생관리
위생안전팀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단체 급식 점포의 조리메뉴 원재료부터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메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전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포와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J HACCP’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CJ프레
시웨이 단체급식 점포에 맞게 재 구성한 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Check List를 통한 정기적인 등급 평가
단체급식점포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제도 운영
•관리자(영양사, 조리사) 교육 대상별, 경로별, 계절별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맞춤
형 교육 실시 (CJ HACCP 교육, 신규/경력입사자 교육 등)
•조리종사원 교육
이론 교육보다는 시청각교재, 계측기, 테블릿 PC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1

2

1. 위생안전 교육
2. 위생점검

제공 메뉴 및 조리 환경의 분석 실시
상품
안전성 분석

•메뉴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메뉴의 안전성 검증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인식이 강화되고,
상품 품질에
•조리환경,
종사원대한
손, 조리도구
등 조리과정의
안전성대한
검증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VOC를 기반으로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클레임 선제관리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생물 분석
식품안전연구실
•급식 메뉴, 환경(Swab, 낙하균, 용수)의 식중독균 분석
•유통상품(농•수•축산물,
가공상품)에
대한가진
식중독균
분석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하여 CJ프레시
미생물/이화학/유전자 분야의
분석 역량을
전문인력과
웨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상품의 안전성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검증, 단체급식 점포에서 제공
일반화학
및 위해물질
분석모든 식품의 안전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되는 메뉴와
환경분석까지
•식품의 영양성분을 알 수 있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분석
•식품의
적합성을
다양한품질
미생물
분석 측정하는 VBN, 산가, 과산화물가 등 일반화학분석
•유통상품
(농•수•축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위해물질
분석
•급식 메뉴, 환경(Swab, 낙하균,
용수)의
식중독균
분석

LC분석

•유통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식중독균 분석
최신 정밀 분석기기 사용
•LC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보존료, 인공감미류, 항생물질, 멜라민, 색소류, 산화방지
일반화학 분석
제 등 분석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제도 운영
•GC
잔류농약, 보존료,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참기름 진위판별 등 분석
•식품의 영양성분을 알 수 있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분석
•ICP
중금속과 미량 영양성분 분석
•식품의 품질 적합성을 측정하는 VBN, 산가, 과산화물가 등 일반화학분석
•방사선조사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분석
최신 정밀
유전자
분석 분석기기
업무 수행사용
•LC
독소, 벤조피렌,
인공감미류,
멜라민,
•식품제조회사 및곰팡이
급식점포에서
사용되는 보존료,
지하수 직접
채수 및 항생물질,
노로바이러스
분석색소류, 산화방지
제 등 분석
•수산물(굴) 등 식품의 노로바이러스 분석
•GC
잔류농약, 보존료,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참기름 진위판별 등 분석
•한우판별시험, 쌀/현미 품종 검정, 콩/옥수수 GMO 분석
•ICP
중금속과 미량 영양성분 분석
•방사선조사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분석
중소 협력업체 분석기술
지원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역량을 키워 스스로 상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
제공하는 공유가치창출(CSV)활동
•미생물 분석(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방법 강의 및 실습, 결과 분석
•이화학 분석(타르색소, 이산화황, 벤조피렌, 아질산이온 등) 방법 강의 및 실습, 결과 분석

LC [액체크로마토그래피]
Liquid Chromatography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ICP [유도결합플라스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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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고객의 소리 분석 Insight
•경로별, 채널별, 유형별 다양한 VoC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잠재 니즈를 발굴하여
구매, SCM, 식품안전과의 체계적인 Co-Work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VoC 개선활동 전개
•Big Data를 활용한 Trend Mining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Insight 제공
체계적이고 신속한 RM 시스템 운영
•고객 클레임 발생 시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게 실시간으로 “MMS”와 “이메일”을 동시에 공유
할 수 있는 “중요 VoC 신속공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클레임 조기 해결 및 RISK 확산 예방
•다양한 클레임 교육과 품질 사전예보제, 협의체 운영으로 클레임 사전예방 활동 전개
•클레임 발생 시 고객을 즉시 방문 상담하는 RM 전문가 운영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체계적인 사후 대응 프로세스 운영

고객가치혁신팀
중소협력업체 분석기술 교육 지원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상품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CJ프레
시웨이는 클레임 전문 인프라를 갖춘 고객가치혁신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혁신팀은 VoC를 기반으로 소비자 트렌드 분석 및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클레임 선제관리와 철저한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시스템

인재양성
•CS 교육개발 및 교육 시행
•사내 CS 실행전문가 육성
•전국 권역별 클레임 대응
전문가 육성

CS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VOC [고객 의견]
Voice Of Customer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다양한 채널과 소스를 활용해 고객 Data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마케팅이나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고객관
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VOC 시스템 구축
콜센터 구축
•CRM 시스템 구축
CS평가시스템 구축

•1차상품 Inspection 강화
•전국 권역별로 Inspector
상주
•품질사전예보제 운영을
통한 선제관리

클레임 예방 활동
•동종업계 최초 클레임 전담
조직 운영
•협력사 방문 교육을 통한
클레임 경각심 고취
•클레임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CJ Freshway Profile

물류 & ERP

체계화된 배송시스템, 첨단 물류기술 - 물류 & ERP
CJ프레시웨이는 전국 일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
대구에 물류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전국 각 물류
이천, 장성, 양산에
임대 활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거점에 보관시설을 임대-활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체계화된
체계화된 배송시스템을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하고
원주, 덕평,
강릉, 원주,
대전,
있습니다. 물류 전문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의 지역별 센터(서울, 인천,
장림, 대전,
진천 등)를
배송 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고
진천,
경산, 활용하여
장림 등)를전국
활용하여
전국 배송
서비스
거점을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물류 시스템은 위생안전을 보장하는 입고/배송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기준을 구축함으로써 위생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상품 등 유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위해
요소를 수시 점검하는 검품 과정을 거침으로써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AS/RS(자동화창고 시스템) 및 WMS(창고관리시스템) 등 선진화된 재고관리 시스
템으로 재고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점착율 및 차량온도 등의 관리를 위해
TMS(배송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정기/비정기적으로 FM(Food Messenger, 배송기사)의 위생, 안전, 서비
스 교육을 실시,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 &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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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물류
대규모 자체 물류 센터와 최고의 배송 시스템
CJ프레시웨이는 과학적 시스템을 자랑하는 수원, 이천, 장성, 양산, 대구에 대규모 자체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D-1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 센터와 시스
템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적시적소에 맞춤형 식자재를 신속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2010년 완공된 이천물류센터는 오픈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물류센터로 첨단 물류기술과 친
환경 요소까지 접목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CJ프레시웨이는 물류 효율성과 고객서
비스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과 위생안전이 보장된 배송 프로세스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 주방용품까지 업계 최대 규모인 총 24,000여 가지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위생안전이 보장된 입고/배송 프로세스와 차량 내 온도관리 경보시스템을
갖춘 적온배송 시스템 등을 통해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사전 검수/검품을 마친 상온 가공식품, 냉장·냉동식품, 일일배송식품, 농·수·축산물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 드립니다.
온도이탈 경보시스템 구축, 금속탐지기 설치 운영, 잔류농약검사 시스템 확보, 당도/산도 측정, 이천
물류센터 내 식품위생연구실 운영 등 품질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최종 고객
배송까지 상품의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Cold-Chain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일배송 물류 인프라
전국 일일배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리한 주문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콜센터는 물론, 온라인/모바일, 주문 시스템까지 구축해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온창고
CJ프레시웨이 전국 물류센터
프레시원 물류센터

•CJ대한통운 거점을 활용한 전국
유통망 구축
•식자재 유통업계 최대 유통망 구
축으로 전국 어느 곳이라도 고객
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정시 배송
가능
•전국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 배송 서비스 구축으로
신속하고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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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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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는 1만여개 이상의 메뉴를 보유한 전문 R&D 센터, 점포 위생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생안전 전문인력,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는 서비스 전문 인력
등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뉴 컨설팅을 통해 메뉴 평가와 신메뉴 제안, 레시피 및 조리법 개발과 매뉴얼화,
대규모 조리 아카데미를 통한 실습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메뉴 개발과 표준화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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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 창출 - 서비스 아카데미
1. 임직원 자녀 초청 쿠킹클래스

CJ프레시웨이 서비스 아카데미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서비스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CJ그룹은 물론 외부기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는 CJ프레시웨이의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및 클리닉, 경로별
MOT(Moment Of Truth) 분석에 의한 서비스 매뉴얼 제작, 각종 서비스 Boom-Up 활동 등을 통해
고객접점 인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매장 운영 고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별 사업 특성에 따른 CS 역량 재조명, Case by Case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MOT서비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 코스
서비스 아카데미는 고객접점 현장 리더 및 구성원의 CS(Customer Satisfaction)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코스 CS 입문/기본/향상/심화 과정
•스페셜 코스 각 조직의 서비스 리더를 양성하는 트레이닝 과정(분야별 특화 역량강화)
외부교육 및 품질관리 대표 사례
•교육 :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국제영화제, 교육청, 병원, 산업체 등 다수 교육 진행
•품질관리 : 포메인, 설빙, 와라와라, 퀴즈노스, 놀숲 외 다수업체 MS(Mystery Shopping)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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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물류센터, 이천통합물류센터 오픈
농림부주최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유통업체 단체/개인’ 수상 (장관상)
제47회 무역의 날 백만불수출의 탑 수상
사옥이전(목동 > 쌍림동)
국내 최초 외국인 환자식 개발 (세브란스 병원 공동)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 획득
최고의 고혈압 식사 가이드 책 출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공동 저)
‘저칼로리 저염레시피’ 출간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획득
동종업계 최초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재인증 획득
제 49회 납세자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 줄이기’ 우수업체 지정 표창
고용노동부 주최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지배구조원 ESG 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업계 최초 칠레 남미사무소 개소
업계 최초 ‘2017 IR 우수기업’ 선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3년 연속 수상
자회사 송림푸드 3공장 준공
베트남 물류센터 준공
스마트 프리미엄 급식 ‘그린테리아 셀렉션’ 오픈
농산물 전처리 전문 업체 제이팜스 · 제이앤푸드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