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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Meal Replacement

국내 HMR 산업의 세계적 트랜드를 읽고 관련 기업들의

제조 기술 고도화 및 판매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편의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간편식 전문가 육성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고품질 HMR 시대를 열고 소비자의 식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한국HMR협회는

Meal-Solution 시대의 미래



Our Business
협회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Research&Development
HMR 산업조사/연구

간편식 산업현황 및 시장정보 통계관리

국민식생활 변화추이 및 식품산업 발전방향 연구

Networking&Conference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국내산 원재료 직거래 방안 등 생산 및 유통 협력

생산/가공/유통 상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PR&Marketing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미래형 간편식 시대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미국/중국/일본 등)

Training&Certification
교육 및 식품안전관리

HMR 전문가 양성 및 고품질 생산라인 교육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Preventive Control System)



Our Members
협회의 주요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총 24개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Member Benefits
회원사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교육연수 참가비
10% 할인

국내외 교육 연수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참여기회 및

참가비 할인혜택 제공

1

홍보프로그램 참가비
20% 할인

HMR 산업관련 대규모 홍보
프로그램 우선 참여 및 참가비

할인혜택 제공
(서울HMR쿠킹&푸드페어등)

2

수출 및 마케팅
컨설팅 제공

연간 해외수출 상담회 및
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

우선 참여기회 제공
(HMR전략연구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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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벤치마킹
교육연수

HMR식품관
HMR 포장기술관
HMR 美食 이벤트

총참관객 : 10만명
총참가업체 : 100개

2018. 7.2~5

2019

신년 세미나

2019 HMR 트렌드 대전망

총참여규모 : 300명
-제조 : 150명
-유통 : 100명
-포장기술 : 50명

2019. 1.23

Seoul HMR 

Cooking&Food Fair

HMR식품관
HMR 포장기술관
HMR 美食 이벤트

-총참관객 : 2만명
-총참가업체 : 100개

2018. 7.4~6

Seoul HMR 

Cooking&Food Fair

HMR식품관
HMR 포장기술관

-총참관객 : 2만명
-총참가업체 : 100개

2019. 7.3~5



(사)한국HMR협회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사조빌딩 301호

Phone   02. 581. 7707

Fax    02. 581. 7709

Email    jrk1205@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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