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sung Welstory 

Brand Story



몸의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소통까지  

이끌어 내는 건강한 식사,  

맛 이상의 영감과 행복한 삶의 가치를 담은  

삼성웰스토리의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맛있는 건강이  
          시작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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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서비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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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코트(Delacourt)는 

세계의 다양한 맛과 품격있는 식음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삼성웰스토리의 프리미엄 식음서비스 

브랜드입니다. ‘Delicious & Delightful Food 

Court’를 의미하며, 신개념 복합 식음문화 

공간에서 맛있고 다채로운 음식 뿐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웰스토리(Welstory)는 믿을 수 있는 

식음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의 

급식서비스 브랜드입니다. ‘Well’은 식품과학, 

자부심, 그리고 신뢰를 뜻하며, ‘Story’는 

고객과 함께 하는 건강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과학으로 설계하고 정성으로 조리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프리가(Frigga)는 자연과의 조화, 실용주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담겨 있는 샐러드 뷔페 브랜드입니다. 

캐주얼 웰빙 샐러드 뷔페 ‘프리가’, 오픈키친 

라이브 그릴 뷔페 ‘프리가 프리미엄’이 즐거운 

대화가 있는 건강한 식탁, 나아가 조화롭고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한그루(Han-Guru)는 자연이 주는 평온과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품격을 즐길 수 

있는 한식 전문 브랜드 입니다. ‘한식(韓食)의 

구루(Guru)’, 즉 한식의 진정한 전문가임을 

의미합니다. 자연이 주는 식재료를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조리하여 프리미엄 한식의 바른 

한 상을 차려냅니다. 

9



Global & Fusion

나폴리폴리

‘나폴리의 작은 음식점’이라는 

브랜드명과 같이 나폴리의 

식당을 옮겨 놓은 듯한 

낙천적인 정서와 즐거움을 

담은 파스타와 피자 전문의 

이탈리안 브랜드

브라운그릴

그릴 요리와 산뜻한 샐러드를 

도심의 모던한 공간에서 

즐기는 American Food  

전문 브랜드

슬로우팟

지친 일상의 여유와 휴식을 

위해 자연의 영양을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담아 내는 

죽 전문 브랜드

싱푸차이나

중국어로 행복을 의미하는 

‘싱푸’를 브랜드명에 담아 중식의 

화려한 식감이 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캐주얼 중식 브랜드

아시안픽스

아시아 각국의 대표 음식을 

이색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시아요리 전문 브랜드

Korean

Take-out & Café 

한소담뜰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요리의 깊은 맛과 

풍미를 전하는 한식 브랜드

도담찌개

투박하지만 순수한 시골의 

정성으로 구수한 고향의 맛을 

담은 찌개 브랜드

탕맛기픈

전통 비법대로 좋은 재료로 

진하게 우려낸 깊은 맛의 

탕요리 브랜드

봄이온소반

어머니의 손맛과 같은 정성이 

깃든 정갈하고 건강한 가정식 

전문 브랜드

고슬고슬비빈

고슬고슬 잘 지어진 밥과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비빔밥 브랜드

Take Me Out

바쁜 일상에서 간단하지만 

만족스럽게 맛있는 한끼를 

해결해 주는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 

coffee&

커피향기에 묻어난 진한 

감동과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카페 브랜드
Snapsnack

재치있는 브랜드 네임의 

어감과 같이 한 입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류 전문 브랜드 

가츠엔

돈가스, 튀김, 일본식 면요리가 

전하는 풍부한 맛이 미각을 

돋우는 캐주얼 일식 브랜드



헬스기빙 365(Health Giving 365)는 

삼성웰스토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인 

‘Healthy’를 담아 똑똑하게 설계된 건강식 

전문 브랜드 입니다. 600kcal, 소금 2g 

이하로 설계된 헬스기빙 365 건강식은 

건강한 식재료와 몸에 좋은 조리법을 

활용합니다.

헬스기빙 다이어트(Health Giving 

Diet)는 헬스기빙 365 건강식을 

기반으로 하는 식생활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8주 이상 집중 시행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사법을 제안하여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개선합니다.

HealtHy 
Food 

Service 
BrandS 

건강 특화서비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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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시스(FRESIS)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식자재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의 가공품 PB 브랜드 입니다. 

‘신뢰, 합리적 가격, 전문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식품전문 노하우와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맛과 행복을 

선사해 드립니다.

자연플러스(Ja-yeon Plus)는 믿을 수 

있는 산지에서 신선한 원물만을 엄선하여 

고품질 식자재를 제공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농수축산 원물 PB 브랜드입니다. 대지의 

정직함에 정성을 더한 ‘자연으로부터의 

선물’을 상징하며, 한결같은 정성과 철저한 

위생관리 및 품질검사를 거쳐 자연의 생생한 

맛을 전합니다.

FoodStuFF  
diStriBution  

Private 
BrandS

식자재 PB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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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대표전화: 1544-8272

중국 합자법인 상해 애보건(爱宝健)

상해시 장녕구 연안서로 726호 화민한존  

국제빌딩 8층 F62호 

전화번호: 86-512-6755-7782 

식품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42-1

조리아카데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물류센터

평택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5길 16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42-1

김해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24

왜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4길 39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59-26

위탁문의

식음서비스 위탁 문의

서울, 경기, 강원 지역   02-6350-0742

충청 및 전라 지역   041-558-8912

경상북도 지역   054-979-0733

경상남도 및 제주 지역   055-340-2517

식자재 공급 문의

서울, 경기, 강원 지역   031-288-0774

충청 지역   041-558-0161

전라 지역   062-971-7245

경상북도 지역   054-979-0735

경상남도 및 제주 지역   055-340-2513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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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sungwel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