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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기준

한식을 가장 잘 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

회사 소개01

777개 매장 759개 매장 432개 매장 49개 매장



본도시락 브랜드 소개02

한식 전문가가 만든 밥, 국, 찬을

자연을 생각한 그릇에 담다

3개의 쌀과 다시마 육수로 정성껏 밥을 짓고. 밥 상에 빠질 수 없는 따뜻한 국을 끓이며.

건강한 재료를 다듬고, 재우고, 조리하여 균형 맞춘 찬을 만들어 자연도 사람도 모두 건강한 그릇에 담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한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오늘도 기본을 지켜 정성껏 차립니다.

3개의 쌀과 다시마 육수로

잘 지은 밥

몸에 좋은 다시마 육수와

맵쌀·찹쌀·흑미로 지은

영양가득한 밥

한식의 기본인 온기를 담아

잘 끓인 국

간편한 한 끼에 더하는

따뜻한 국물

계절 식재료를 한식 조리법으로

잘 만든 찬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맛의 반찬

자연도 사람도 모두 건강하게

잘 담은 그릇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분리형 한 상 차림의

친환경 용기

소중한 당신을 위해

잘 아는 사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한식 전문가가

만드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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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시락 추천메뉴03

기업의 회의·세미나, 격식 있는 자리

회의·세미나

01 참석인원 대상으로 정갈하게 대접할 수 있는 
밥/국/찬의 한상차림

02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
궁중 보양 수라 한정식

27,900
궁중 전복소갈비찜 한정식

28,900

일품제육불고기 한상

13,900
바싹불고기닭구이 한상

11,400



본도시락 추천메뉴03

체육대회· 워크샵·기념행사 ·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각종 행사

01 다양한 인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호불호 없는 메뉴 구성

02 야외에서도 간편한 식사와 뒷정리가 가능한, 
한상차림 용기 & 깔끔한 포장배송

바싹불고기제육 한상

10,400
바싹불고기닭구이 한상

11,400

부추제육볶음 반상

8,400
궁중떡갈비 반상

7,400



본도시락 추천메뉴03

군부대 브런치(외식)데이· 특식, 

국군장병을 위한 식사

군부대

01 중대부터 연대까지, 다양한 규모의 단체주문 가능

02 20대 남성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예산단가 내
맞춤메뉴 제공가능

버섯소불고기 반상

8,900
궁중떡갈비 반상

7,400

마늘닭구이 덮밥

8,900
매콤제육 덮밥

7,900



왜 본도시락을 

선택해야 할까?

본도시락 선택 POINT

본도시락 단체주문 특장점04

본도시락의 단체 전문 운영팀
만건5연간 주문 건수 25%재주문 매출 비중억원30연 매출액

01 02 03다수의 관공서 · 기업 · 학교 · 군부대
단체주문 납품경험 보유

업계 최초 · 최고의 업력

단체주문 노하우 기반
TPO에 따른 맞춤 메뉴 제안

고객별 맞춤 제안

주문부터 결제까지 ONE-STOP
각종 계약· 증빙서류 작성 가능

고객 만족 서비스



본도시락 단체주문 특장점04

왜 본도시락을 

선택해야 할까?

본도시락 선택 POINT

다양한 맛과
높은 품질

– 한 그릇 식사부터 한상 차림까지 다양한 메뉴

– 주문 즉시 당일 조리하여 제공되는 따뜻한 식사

식품안전성을 고려한
철저한 위생 관리

- 가맹점 음식물 종합보험 가입

- 식약처 위생등급제 인증 취득

- 본사 담당자의 정기 점검 실시

배송지 인근
가맹점 매칭

- 전국 운영 가맹점 400개점 이상!

- 배송지와 가장 인근의 가맹점을 매칭하여
   따뜻한 식사 제공



왜 본도시락을 

선택해야 할까?

본도시락 선택 POINT

본도시락 단체주문 특장점04

도시락전문점 부문 수상

[기업 행사] [기업 체육 대회]

기업 및 행사의 키비주얼을 활용한 디자인 제공

슬리브 스티커
디자인•부착

– 500개 이상 주문고객 대상

– 배송일로부터 2주 전까지 확정 시
   슬리브 부착 후 도시락 제공 가능

기업 및 주최 행사에 맞는

※스티커 제작비용 별도

스티커
부착 부분

500장(최소수량) : 30,000원(vat 별도)
1000장 : 50,000원(vat 별도)

한상용
110×135mm

500장(최소수량) : 25,000원(vat 별도)
1000장 : 40,000원(vat 별도)

반상용
80×132mm

제 10회

본도시락
체육대회

맛있게 먹고 남은 경기도 화이팅!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본도시락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