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 COMEFUNNY

락컴퍼니
회사소개서
입은 즐겁게, 몸은 이롭게, 마음은 풍요롭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청천동, 남광센트렉스 408-2호) / TEL : 032)363-3445 / FAX : 032)363-3450

성공전략

LUCK COMEFUNNY

입은 즐겁게, 몸은 이롭게, 마음은 풍요롭게

 맞춤형
- 검증된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락컴퍼니는 정직하고 풍요로운 외식문화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낡은 것은 ‘파괴’하며

 샘플 및 개발 무료제공

더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기 위해 높이 날겠습니다.

- 샘플 개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소스개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샘플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생
-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깨끗한 환경과
원재료를 3단계로 걸쳐 검토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 고객사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품질
- 화학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직함과 정성을
담아 홈메이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LUCK COMEFUNNY

메뉴, 맛! 명쾌한 해결책!





80여 외식프랜차이즈 본사에 200여 제품 납품
소스, 메뉴개발 및 OEM/ODM 생산
20년 경력의 외식사업 노하우로 메뉴 및 브랜드개발
범용소스 무료샘플 제공

식품제조

OEM/ODM

메뉴개발

브랜드개발

군납, 소스, 육수, 간편식

검증된 시설과 전문인력을

단순 소스가공만이 아닌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까지도

등을 꾸준히 제조하며,

바탕으로 고객사 피드백과

고객사 컨셉과 요구에 맞게

고객사 대표의 철학과

최신 위생시설과 최첨단

수정과정을 반복하여 고객사에서

기존메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전을 담아 시장상황과

제조설비를 보유하여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개발을

수요층 눈높이를 적절하게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선하게

개발 및 생산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내는 일.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락컴퍼니는 자신 있습니다.

주요범용제품

LUCK COMEFUNNY

 소스류
간장닭갈비용소스, 갈릭소스, 고추장양념소스, 냉면비빔소스, 닭볶음탕용소스, 드래싱,
떡볶이소스, 매운맛소스, 볶음우동소스, 볶음짬뽕소스, 불탄소스, 스테이크용데리소스,
안동찜닭용소스, 어니언소스, 얼큰탕소스, 오가돈가스소스, 오가불고기소스, 오리주물럭용소스,
짬뽕소스, 초장, 춘천식닭갈비용소스, 크림스파게티소스, 탕수육소스2, 토마토스파게티소스,
해물누룽지탕용소스, 후레쉬피클용베이스, 6100소스(NO.1진국육수, NO.2찌개소스,
NO.3고추장소스, NO.4매콤진간장소스, NO.5퓨전소스, NO.6비빔소스)

 육수류
업소용냉면육수, 우동육수, 잔치육수, 지킴이냉면육수, 푸드락모밀육수 등

 분말류
국물떡볶이용분말, 보쌈용시즈닝 등

 간편식/군납
김치국밥용베이스, 옛날식제육볶음, 백짬뽕탕, 짬뽕탕, 해물누룽지탕, 짬탕면, 볶음짬뽕면, 누룽지뽀글이

6100소스

LUCK COMEFUNNY

6가지 소스로 100가지 요리를 만든다
6100소스는 한식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스를 6가지로 표준화하여 간편한 레시피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안전성
◆ 간단한 레시피로 손쉽게 요리 가능

표준화

시간절약

◆ 다양한 응용방법을 통한 경제적 소스

경제성

◆ 전문조리사 없이도 일정 수준의 요리 가능

신뢰성

편의성

◆ 최소 안의 재료로 어디서든 근사한 요리 가능

담백한 국물 맛이 필요할 땐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끝내주는

삼계탕, 칼국수, 수제비, 떡국, 조개탕, 어묵탕,
미역국, 전복죽, 야채죽, 닭죽, 참치죽, 소고기죽,
백짬뽕탕, 소고기무국, 북어국, 된장찌개, 육개장,
순대국 등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동태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김치 찌개, 두부전골, 버섯전골,
우럭매운탕, 알탕, 해물탕, 조기매운탕, 꽃게탕 등

간장 맛에 매콤함을 더한

느끼함을 없앤 퓨전소스엔

새콤, 달콤, 매콤함이 조화를 이룬

320g / 2kg

해물 볶음면, 소시지 야채볶음, 견과류멸치볶음
떡볶이, 떡꼬치, 닭꼬치, 양념치킨, 샌드위치 등

비빔냉면, 쟁반막국수, 김치말이국수,
골뱅이소면, 홍어무침, 도토리묵무침,
오이도라지무침, 오징어무침, 참나물무침,
콩나물파절이, 묵밥, 상추겉절이 등

NO.1 진국육수 320g / 1kg

NO.4 매콤진간장소스
매콤소불고기, 매콤돼지갈비찜, 고등어조림,
매콤돼지갈비구이, 삼치조림, 오징어조림, 콩조림,
갈치조림, 장조림, 두부조림, 궁중떡볶이,
중화풍파스타 등

NO.2 찌개소스 320g / 1kg

NO.5 퓨전소스 320g / 2kg

매운맛이 당길 땐

NO.3 고추장소스 320g / 2kg
오징어볶음, 낙지볶음, 쭈꾸미볶음, 오돌뼈볶음,
순대볶음, 고추장소불고기, 비빔밥소스, 돼지고기
주물럭, 닭볶음탕, 쥐포볶음, 볶음우동 등

NO.6 비빔소스 320g / 2kg

회사연혁

LUCK COMEFUNNY

2017 ~ 2012
2017년

•

화성공장으로 확장이전(예정)

2011 ~ 1998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취득

80여 외식프랜차이즈 본사에 200여 제품 납품 중

•

‘CLEAN 사업장’ 인정서 취득

2011년

2016년

•

미국 소스 수출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누룽지뽀글이 수출

2015년

•

중국 소스 수출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취득

2014년

•

주식회사 락컴퍼니로 법인전환

2008년

•

부평으로 공장 사세 확장 이전

•

청년창업1기 진행

2006년

•

국군복지단 납품 (~진행 중)

•

외식사업부 가맹사업 발족

2005년

•

‘ISO 9001’ 인증

•

‘비전기업’ 인증서 취득

2001년

•

소스 즉석조리식품제품 라인신설

•

레저식품 몰 ‘플레이더게임’ 오픈

2000년

•

남동공단공장으로 확장이전

•

6100소스 정식 출시 / 온라인 소비자 판매시작

1998년

•

5월 1일 대박식품 설립 (만두, 소스, 육수 제조)

2013년

2012년

생산설비

원료입고

계량

LUCK COMEFUNNY

배합

관능검사

충진

이물검사
(금속)

박스포장

회사입구
회사전경사진

R&D 연구소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원부자재창고

계량실

일반가공실

가열가공실

충진실

원팩실

출하

조직도

LUCK COMEFUNNY

대표이사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영업본부

R&D 사업부

생산사업부

마케팅,기획

영업1

개발

생산

디자인

영업2

QC

공무
구매

물류

외식사업부

주요거래처

LUCK COMEFUNNY

각종인증서

LUCK COMEFUNNY

THANKS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408-2호
032-363-3445 / 010-3683-1971(권호용 팀장)
032-363-3450
www.the6100.com

* 찾아 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