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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 CEO MESSAGE

위쿡의 시작은 논현동 영동시장의 8평 짜리 작은 도시락집입니다. 장을 보고, 전단지를 

돌리고, 음식을 만들고, 포장박스를 접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F&B 산업은 전 산업 중 최장의 근로시간과 최저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위쿡은 이러한 F&B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업자

분들의 사업 환경을 보다 개선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위쿡은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주방이라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입하며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이 들어가는 등 하나의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가장 큰 결실,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할 것이 있다면, 저희 위쿡과 함께하는 푸드메이커

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쿡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푸드메

이커를 만나길 희망합니다. 

대표이사 김기웅



OUR MISSION

위쿡의 미션은 ‘푸드메이커를 자유롭게하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 입니다. 우리는 F&B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공유주방이라는 인프라를 시작으로 인력채용, 주방설비, 음식배송, 메뉴개발, 유통채널 연계, SNS 마케팅, 식자재, 식품위생 등 F&B 사업자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푸드메이커와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 방향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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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MAKER

위쿡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를 푸드메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WECOOK과 함께 433팀의 푸드메이커가 함께 하고 있으며, 

베이커리 카페, 배달 도시락, 밀키트, HMR 등 다양한 유형의 F&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스토리

언더라인샐러드 런칭

12 위쿡 딜리버리 4호점 강남구청점 런칭

0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2021

10

06

05

04

01

05

08

09

02

05

위쿡 팩토리 2호점 송파, 위쿡 딜리버리 3호점 역삼 런칭

위쿡 딜리버리 2호점 논현 런칭

규제개혁샌드박스 지정, 위쿡 딜리버리 1호점 신사 런칭

시리즈 B 투자유치

위쿡 팩토리 1호점 사직 런칭

시리즈 A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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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위쿡 런칭

06 부타이 1막 런칭

2018

08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런칭



BUSINESS MODEL

위쿡은 푸드메이커를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메이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Business Solution 사업과 

F&B 사업유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Content를 만들어 내는 Content Incubation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메이커의 성장BUSINESS SOLUTION CONTENT INCUBATION

FACTORY

DELIVERY

SOLUTION

1 BY WECOOK

BUTAI

UNDERLINE SALAD

MAPDAY

ACHSO



FACTORY

위쿡 팩토리는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푸드메이커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생산을 위한 공용주방과 창고는 물론, 오피스 업무를 위한 라운지와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위쿡 팩토리는 사직, 송파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ELIVERY

위쿡 딜리버리는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등 주문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전문점 푸드메이커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DIP이라는 인큐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보육/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쿡 딜리버리는 신사, 논현, 역삼, 강남구청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olution

SOLUTION

위쿡 솔루션은 음식점/식품제조업의 푸드메이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F&B 특화 전문가 매칭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서비스가 아닌,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푸드메이커에게 연결합니다. 

주방설비, 인테리어/시공, 브랜딩/디자인, 촬영/스타일링, 메뉴개발 카테고리를 운영 중 입니다.



BUTAI

부타이는 캐쥬얼 재패니즈 키친으로, 현재 1막(삼성)과 2막(을지로) 2개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1막의 경우 마제소바 / 돈카츠 / 카츠산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막의 경우 소바후토마끼, 히레카츠, 부타이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음식점 뿐만 아니라 밀키트, HMR 형태로의 유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DERLINE SALAD

언더라인샐러드는 수비드 조리법을 기반으로 치킨, 돼지고기 목살/안심, 소고기 부채살, 갈릭 새우 등 다양한 식재료를 토핑하는 샐러드 브랜드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브랜드 경쟁력와 고객 충성도를 높혀가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 로드샵 매장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APDAY

맵데이는 닭발, 오돌뼈, 불막창, 닭안심 등 다양한 종류의 매운 음식을 판매하는 매운 음식 전문 브랜드입니다. 

강남의 배달 맛집으로 시작하여 HMR 제품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 맵데이는 맵덕들의 성지, 매운 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버티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