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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여
         벤처창업 진흥 유공 표창 수상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표창 수상



엄궁점
대연점 동래점 반여시장점경성대점 배송센터

남천점   증산점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벤처창업 진흥 유공 표창 수상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표창 수상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협약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스마트팜 사업 공동 추진 협약
직영매장 5호점 오픈 - 엄궁점 (8월, 부산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42)

직영매장 6호점 오픈 - 남천점 (11월, 부산 수영구 수영로402)

직영매장 7호점 오픈 - 증산점 (9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84)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표이사 약력

2022.09  (주)푸드엔 증산지점 개설

2022.07  2022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2021.11  (주)푸드엔 남천지점 개설

2021.08  (주)푸드엔 엄궁지점 개설

2021.07  2021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2020.12  2020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장관 표창 수여

2020.12  KBS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 선임

2020.01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여

2019.07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대통령 표창 수여

2019.06  2019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2019.03  개인특허취득(중계를 위한 통합 거래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

2018.11  (주)푸드엔 대연지점 개설

2016.05  2016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2015.08  전국식자재유통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2013.01  (주)푸드엔 동래지점 개설

2012.10  (주)푸드엔 반여시장점 개설

2010.08  (주)푸드엔 부산남부사업소 개설

2008.03  포괄적 양수도에 의한  (주)푸드엔 법인 전환, 대표이사 취임

2008.03  (주)푸드엔 물류센터 개설

1999.05  제일유통 개업

1994.08  제일제당(주) 부산진구 식품대리점 제일상사 개업

1991.05  제일제당(주) 부산진구 식품대리점 제일상사 입사



조직도

대표이사
CEO

인사팀
전산팀
재무팀
총무팀

경영본부
Management Division

전략본부
Strategy Division

상품본부
Product Division

운영본부
Operation Division

전략운영팀
전략기획팀

상품기획팀
가공1팀
가공2팀
신선팀

매장운영팀
물류센터
대연점
동래점

반여시장점
경성대점
엄궁점
남천점
증산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42전화 051-715-5597엄   궁

배 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2전화 051-714-7399남   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84전화 055-785-5595증   산

경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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