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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표 브랜드 실라리안.
우리지역의 질 좋고 우수한 제품을
팀킴 여자 컬링팀이 함께 응원합니다!

경상북도우수브랜드 실라리안 홍보대사
여자 컬링팀 ‘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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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하는

실라리안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Would You Listen to the Story of Sillarian?

경북

브랜드

Gyeongbuk Brand That We Love

민족의 장인정신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경상북도가 보증하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을
한 곳에 모아 경상북도 우수브랜드 실라리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Gyeongsangbuk-do has created an excellent brand called SILLARIAN by gathering
all products from excellent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guaranteed by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경상북도 우수브랜드 '실라리안'은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은 보유하였지만, 고유브랜드가 없어 판로에 한계를 겪고 있는
도내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인증 브랜드 입니다. 1997년도 브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도내 우수한 제품 '실라리안' 을 소개합니다.
Sillarian, the excellent brand that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Gyeongbuk Economic
Promotion Agency (GEPA) jointly developed, serves as a certifying brand for local companies, whose
technologies and goods are excellent, but, without own brands to find a way to sell their products.

Gyeongsangbuk-do and recognized as a world-renowned craftsmanship!

SINCE 1997
1997년, 경상북도는 브랜드 네임 ‘SILLARIAN’ 을 개발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시장성과 장래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 2000년 하반기부터 제품 출시 및 판매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In 1997, Gyeongsangbuk-do developed a brand name called ‘SILLARIAN’ and selected promising companies
with a solid financial structure and marketability. Since the second half of 2000,
it has been building product launches and sales networks.

We are proudly introducing excellent products of Sillarian, which have successfully met customers’
needs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1997.

실라리안으로 통하다
실라리안의 제품들은 경상북도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들을 브랜드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신라의 장인정신을 이어받은 정통성(正統性)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단일화된 브랜드 이미지 창출과 일관된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뛰어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실라리안이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All Lead to Sillarian
Sillarian Products refer to the legitimate ones that have inherited the craftsmanship of Silla in deed as well as in name
by making excellent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Gyeongsangbuk-do as a brand. It is highly
possible to develop into a competitive brand in the global market by developing differentiated and unified brand image
and consistent brand marketing. Gyeongsangbuk-do makes every effort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by making Sillarian represent Gyeongsangbuk-do and to ensure that Sillarian grows into a world-class luxury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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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경일콜렉션•Kyeongill-collection

품질을 우선으로, 따뜻하고 예쁜

패션을 완성하는
양말 전문기업
경일콜렉션

양말세트 Quality first, warm, and beautiful socks set

신사정장 3족 세트 / 2족 세트

숙녀양말 3족 세트 / 2족 세트

3 Pairs/2 Pairs of Suit Socks Set
200침제직으로 착용감이 좋고 신축성이 뛰어남
Excellent fit and stretch with 200 needle counts

3 Pairs/2 Pairs of Women’s Socks Set
여성스러움과 스포티한 느낌을 살린 200침제직으로
신축성과 착용감이 좋음
Feminine and sporty feel, Stretchy and comfortable fit with
200 needle counts

착용감이 뛰어난 양말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경일콜렉션
경일콜렉션은 양말 제조 가공업체로 상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발전으로 업계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수면양말 3족세트

Socks Company Completing a Fashion, Kyeongill-collection
8

신사숙녀혼합 6족 세트 / 4족 세트
6 Pairs/4 Pairs of Mixed Socks Set for Men and Women
한 세트로 남녀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 있는 실속형
제품으로 구성
A set of practical socks that can be presented to both
men and women

신사 스니커즈 양말 / 스포츠 양말
숙녀 스니커즈 양말 / 스포츠 양말
Sneaker Socks for Men / Sports Socks
Sneaker Socks for Women / Sports Socks
•심플한 디자인부터 컬러풀한 디자인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로 200침제직
•스니커즈는 뒤꿈치 부분을 Y자형으로
만들어 벗겨짐을 방지해 착용감이 우수함
·A variety of products ranging from simple designs
to colorful designs, Using 200 needle counts
·Excellent fit thanks to a Y shaped heel part of
sneakers socks that prevents them from being
taken off.

경일콜렉션
Kyeongill-colletion

대표 김상일 CEO Kim Sang Il
경북 경산시 남산면 대왕로 27-11 (경리 530-5)
27-11, Daewang-ro. Namsa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3) 851-9300 F. 053) 851-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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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ll-collection famous for company specializing in wearable socks
Kyeongill-collection is a socks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y that pursues the advanced and diversified products, and has been recognized for its quality by producing products that meet the customers' preferences. We will continue to lead the industry through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3 Pairs of Sleeping Socks Set
•기능성 특수사인 탁텔 원사를 사용,
부드럽고 고기능성 보온을 자랑함
•심플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선호하는 제품
·Using functional Tactel® yarn, Boasting soft and
high-functioning, and warm
·Simple design that anyone can easily prefer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드림제지•DREAM PAPER

최고의 피부 케어
티슈 브랜드
드림제지

www.dreampaper.co.kr
www.ggoomtory.com
www.loamang.com

초순수를 사용한 저자극

물티슈, 보습력을 강화한 스킨케어 티슈

Hypoallergenic wipes using ultrapure
water, Moisturizing skin care tissues

꿈토리 유아용 물티슈 GGOOMTORY Wipes for Infants
유아와 아동 및 전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물티슈.
Special Premium Wipes for Infants, Children, and Families

가장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물티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드림제지

로아망 스킨케어 Roamang Skin Care

2006년 AFH-산업에 첫발을 내딛게 된 이래 한국내 최고 품질의 물티슈 및

피부 보습력을 위한 보습화장품을 대체할 보습 스킨케어 티
슈와 깨끗한 피부 세정을 위한 클렌징티슈를 대체할 세정 스
킨케어 티슈.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드림제지는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장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물티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Moisturizing skin care tissues that will replace moisturizing cosmetics for skin moisturizing & Cleansing
skin care tissues replacing cleansing tissues for
clean skin cleansing

The Best Skin Care Tissue Brand, DREAM PAP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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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PAPER, doing its best to produce the safest and best quality wipes
Since its first step in AFH-industry in 2006, DREAM PAPER, which has developed and
sold the best quality wipes and various household items in Korea, does its best to produce
the safest and best quality wipes by making customer satisfaction a top priority.

미용티슈 Beauty Tissue
꿈토리 미용티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삼정펄프 원지로 생
산됩니다. 100% 천연펄프로써 먼지가 적으며 피부자극이 적고 부드
럽습니다. 형광증백제를 쓰지 않으며, 향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화장
지이기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GGOOMTORY Beauty Tissue is produced by using the finest
stencil papers of Sam Jung Pulp Co. in Korea. With 100% natural pulp, this beauty tissue has less dust, less skin irritation
and softness. It does not use fluorescent whitening agent, and
boasts the best quality because it is a natural toilet paper with
no fragrance.

점보롤 티슈 Jumbo Roll Tissue
드림 점보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삼정펄프 원지로 생산됩
니다. 부드럽고 도톰해서 흡수력이 좋아 비데 사용 후에도 좋습니다.
1겹/2겹/3겹 데코 엠보싱 화장지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DREAM Jumbo Roll Tissue is produced by using the finest
stencil papers of Sam Jung Pulp Co. in Korea. As it is soft, thick,
and absorbent, it is best to be used even after using a bidet.
Deco embossed toilet paper with 1 layer/2 layer/3 layer boasts
the best quality.

대표 손은지 CEO Son Eun Ji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공단로 144-12 (일언리 11-5)
144-12, Gongdan-ro, Jai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REAM PAPER

T. 053) 817-6756 F. 053) 853-6755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목화표장갑•MOKHWA GLOVES

www.m-gloves.co.kr

40여년 전통의
㈜목화표장갑
‘책임생산, 좋은제품, 고객만족’의 품질우선경영 실현, 목화표장갑
1976년에 설립된 목화표 장갑은 작업용 및 기능성 장갑을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각지로 수출하고 있는 장갑 전문기업입니다.

더욱 완벽하고 안전해진

산업용 및 기능성 장갑 More complete and safer industrial and functional gloves

완전코팅장갑 Fully Coated Cotton Gloves

이중코팅장갑 			

반코팅장갑 			

Latex Double Palm Coated Cotton Gloves

Latex Palm Coated Cotton Gloves

T/C로 편직된 장갑에 손바닥을
천연고무로 이중코팅 처리한 장갑
Gloves knitted with T/C, adding double
palm coating with natural rubber

면장갑에 천연라텍스를 코팅, 질기고
부드러운 저렴한 가격의 소모성 장갑
Cotton gloves coated with natural latex,
Durable, soft, and consumable gloves at an
affordable cost

T/C 혼방 섬유로 편직된 장갑에 천연고무로 손
(바닥, 등)에 코팅한 장갑으로 거친 작업 시 손을 보호
Gloves knitted with T/C blend fibers, adding
hand (palm, back of the hand) coating with natural rubber to protect hands during hard working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본으로 혼신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의 작은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OKHWA GLOVES with 40 years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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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장갑-PALM 			
Antistatic PU Palm Coated Copper Gloves
나일론사와 정전기 방지효과가 있는 동도전사
로 편직한 장갑에 폴리우레탄으로 손바닥부분
을 코팅한 장갑
Gloves knitted with nylon and anti-static
copper, adding polyurethane coating on the
palm of hands

PU장갑-PALM PU Gloves-PALM
(White, Gray, Blue, Black)

다이니마 장갑 DYNEEMA Gloves

100% 폴리에스테르로 편직한 장갑에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장갑
100% Polyester gloves coated with polyurethane

면장갑에 천연라텍스를 코팅, 질기고
부드러운 저렴한 가격의 소모성 장갑
Cotton gloves coated with natural latex,
gentle and soft, low cost consumable
gloves

목화표 장갑 향균위생제품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가족건강지킴이
MOKHWA GLOVES, Anti-bacterial hygiene products, Protecting family health from invisible germs

세균, 인플루엔자A(H1N1) 99.9% 사멸 항균나라로 세균걱정 끝!
Bacteria, influenza A (H1N1) 99.9% killed Antibacterial The worry of
bacteria in the country!
신종인플루엔자A를 99% 박멸하는 약품을 국내 독점 계약하여 원사에
접목함으로서 신종플루를 예방 및 박멸하는 제품입니다.
It is a product that prevents and eradicate swine flu by signing an exclusive sales contract on medicine that exterminates 99% of influenza A
and by applying it to yarn.

항균위생장갑

항균속장갑

Anti-bacterial hygiene gloves

Anti-bacterial
gloves

대표 백규현 CEO Baik, Kyu Hyun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월항농공단지 1길 45 (장산리 1525)
45,Wolhangnonggongdanji 1-gil, Seongju-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MOKHWA GLOVES

T. 054) 931-2241 F. 054) 93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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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HWA GLOVES, Realizing Quality First Management with
‘Responsible Production, Good Product, and Customer Satisfaction’
Established in 1976, MOKHWA GLOVES is a company specialized in gloves,
selling working and functional gloves in domestic market and exporting them in international markets.
We have tried our level best based on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and made every effort to meet the small demand of our customers.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삼익SES㈜•SES SAMICK SES Co., Ltd.

www.samickses.co.kr

삼익쌀통
45년의 명성을 잇는
환경용품 브랜드
삼익에스이에스㈜

병원·학교·회사 등 어디에나 어울리는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Recycling-type trash bin that can be fit for every place including hospitals, schools, companies, etc.
화이트

브라운

White

Brown

레드

오렌지

그린

블루

화이트

블랙

Red

Orange

Green

Blue

White

Black

350 패달형 TYPE
350 Pedal TYPE

600 푸쉬 TYPE
600 Push TYPE

550 / 750
뺑뺑이 뚜껑형 TYPE

웰빙시대를 이끄는 친환경 주방용품과 환경보호용품, 삼익에스이에스㈜

550 / 750 Spin Cover TYPE

쌀통의 대명사 ‘삼익쌀통’의 모회사 삼익THK㈜에서 2004년 분사 설립, 일본 주방용품 전문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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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표준형 TYPE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등 환경보호용품 브랜드로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650 / Standard TYPE

Samick Rice Bin, A brand of environmental goods that maintain its reputation for 45 years,
SAMICK SE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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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kitchenwa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s leading the era of well-being, SAMICK SES Co., Ltd,
Samick SES was spun off as a separate company from Samick THK, the parent company of ‘Samick Rice Bin’ and
established in 2004. Since then, Samick SES has been making another leap forward as a bra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s including recycling bin, etc. by entering a technical partnership with MCKINLEY Japan Co., Ltd.,
a Japanese professional kitchen appliance maker, and by promoting joint development with the
well-known domestic household goods brand.

•계량시 45도 계량판 설계로 묵은쌀과 불순물이 빠져나와 쌀벌레등을 예방하여주는 기능성쌀통입니다.
• 슬림한 디자인으로 싱크대, 냉장고 등의 틈새사이에 넣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쌀통바닥의 캐스터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 It is a functional rice bin that prevents rice weevils, etc. by making long-stored rice and impurities come out
from the 45-degree weighing plate designed.
• Slim design makes it easy to use by being put in between spaces of sinks and refrigerators.
• It is convenient to move with castors on the bottom of rice bowl.

350 / 450 패달형 TYPE
350 / 450 Pedal TYPE

기능성

Functionality

• 페달사용으로 인해 뚜껑에 손이 닿지 않고 쓰레기 투입 가능.
• 연속비닐채용제품으로 손에 이물질이 묻지 않고 처리 가능

• Possible to put garbage without touching the lid by using a pedal
• Possible to handle it without touching foreign matters by using
charging-type consecutive vinyl

다양성

Variety

• 다양한 컬러로 분리수거의 종류 구분가능 및 인테리어 효과

• Possible to classify types of separate collection into various colors
and to create interior effect

편리성

Convenience

• 내장된 연속비닐 컷팅기와 높낮이 조절기 비닐키트를 사용하
여 조금더 편리하고 깔끔한 분리수거함 사용이 가능.

• Possible to use a more convenient and clean recycling bin by using
built-in continuous vinyl cutter and height adjuster called vinyl kit.

대표이사 신갑용 CEO Shin Kab-yong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3길 54 (낙산리 303-3)
54, 2Saneopdanji 3 gil, Waegwan-eup, Chilgok-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AMICK SES Co.,Ltd.

T. 054) 972-8871~2 F. 054) 972-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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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LEY사와의 기술제휴와 국내 유명 가정용품 브랜드와 공동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신우피앤씨•Shinwoo P&C

www.swcare.co.kr

믿을 수 있는
실버위생용품
전문기업 ㈜신우피앤씨

고품격 실버위생용품

어른용 기저귀 Pads for Adults, High-class Silver Sanitary Products

실라리안 어른용 속기저귀

실라리안 어른용 겉기저귀

Sillarian Pads for Adults

Sillarian Diapers for Adults

• 일자형 :

• 접착테이프 중형 : 80~120cm (10개/팩)

24x53cm (30개/팩)		

Straight Type: 24x53cm (30 pads/1pack)

Adhesive Tape M: 80x120cm (10

• 라운드형 프리미엄 : 29x55cm (30개/팩)

pads/1pack)

• 접착테이프 대형 : 96~132cm (10개/팩)

Round-premium Type: 29x55cm (30 pads/1pack)

Adhesive Tape L: 96~132cm(10 pads/1pack)

편안한 노년의 벗

카네이션 시리즈 Comfortable Companion for the Elderly Carnation

어르신에 대한 사랑을 순수국내기술로 실현한 ㈜신우피앤씨
실버위생용품 전문 브랜드인 ‘카네이션’으로 유명한 ㈜신우피앤씨.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실버위생용품을 대표하는 제품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동반자로서 든든하게 믿음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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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woo P&C, Realizing the love for the elderly
with
pure domestic technology
Shinwoo P&C, Famous for ‘Carnation’, a brand of
sliver sanitary products.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grown into a
company that develops, manufactures, and sells
products representing silver sanitary products in
Korea with pure domestic technology.
We will become a faith-giving company as a
second life partner of the elderly who is full of
energy.

일자형 프리미엄
Straight-premium Type

라운드형 프리미엄
Round-premium Type

어른용 속기저귀 Pads for Adults
• 일자형 : 24x53cm (30개/팩) Straight Type: 24x53cm (30 pads/1pack)
• 일자형 프리미엄 : 24x55cm (30개/팩) 			

언더웨어 M형

언더웨어 L형

Underwear Type M

Underwear Type L

어른용 팬티 언더웨어 Underwear for Adults
• 언더웨어 M형 : 65 ~100cm (10개/팩)
Underwear Type M: 65 ~100cm (10 pads/1pack)

• 언더웨어 L형 : 80 ~125cm (10개/팩)
Underwear Type L: 80 ~125cm (10 pads/1pack)

Straight-premium Type: 24x55cm (30 pads/1pack)

• 라운드형 : 29x55cm (30개/팩) Round Type: 29x55cm (30 pads/1pack)
• 라운드형 프리미엄 : 29x55cm (30개/팩)
위생물티슈 Sanitary Wet Wipes
Round-premium Type: 29x55cm (30 pads/1pack)
• 캡형 60매 : 21x22cm(±) (20개/박스)
60 pads(Cap-type): 21x22cm(±) (20 pads/1box)

• 캡형 80매 : 15x18cm(±)(20개/박스)
80 pads(Cam-type): 15x18cm(±)(20 pads/1box)

위생 깔개매트
Disposable under pad
접착테이프 중형

매직테이프 중형

매직테이프 대형

Adhesive Tape M

Magic Tape M

Magic Tape L

• 깔개매트 :
60x75cm (10개/팩)
• Disposable under pad Type :

어른용 겉기저귀 Diapers for Adults
• 접착테이프 중형 : 80~120cm (10개/팩) Adhesive Tape M: 80~120cm (10 pads/1pack)
• 접착테이프 대형 : 96~132cm (10개/팩) Adhesive Tape L: 96~132cm (10 pads/1pack)
• 매직테이프 중형 : 80~120cm (10개/팩) Magic Tape M: 80~120cm (10 pads/1pack)
• 매직테이프 대형 : 96~132cm (10개/팩) Magic Tape L: 96~132cm (10 pads/1pack)

60x75cm (10 pads/1pack)

• 깔개매트 프리미엄 :
60x75cm (10개/팩)
• Disposable under premium pad
Type: 60x75cm (10 pads/1pack)

(※ 허리 사이즈 표기입니다 / Waist size marked)

대표이사 김종호 CEO Kim Jong Ho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2길 24-23 (낙산리 683-1)
24-23, 2saneopdanji 2-gil, Waegwan-eup, Chilgok-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hinwoo P&C

T. 054) 920-9000 F. 054) 920-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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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able Silver Sanitary Product
Company, Shinwoo P&C,

일자형
Straight Type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우주 I.N.D•WOOJU I.N.D

멋쟁이들의 깜찍한 잇 아이템, 우주

WOOJU, It Items for Sharp Dressers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우주 I.N.D
독특한 디자인과 선택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패션기업

자갸드 장갑(스마트폰 전용/특허)

우주 I.N.D는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Jacquard Gloves (Exclusive for smart phones/Patented)

인타샤 장갑(스마트폰 전용/특허)

• 과학적인 직조시스템으로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하고
선명한 색상과 디자인
• 다양한 종류의 소재로 독특한 패턴 디자인
• 탄력성이 우수하고 보온효과가 뛰어남
• 핑거리스 글러브, 오픈 글러브는 취미와 패션소품으로
부각되는 최신아이템

Intarsia Gloves (Exclusive for smart phones/Patented)

•U
 nique and bright colors and designs that cannot follow with scientific
weaving systems
• Unique pattern design with various types of materials
• Excellent stretch and thermal insulation
•F
 ingerless gloves and open gloves are the latest items highlighted as
hobbies and fashion accessories.

• It comes from the Italian 'Intarsire', meaning 'Making patterns'
•T
 he same color pattern does not appear on the surface and the back
of the cloth, so it is possible to express luxurious and free designs by
using the Intarsia knitting machine.

인정받는 과학적인 컴퓨터 직조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컬러, 독특한
디자인의 장갑과 양말을 생산해 일상 속 패션트렌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Leading Trends, WOOJU I.N.D
A Fashion company offering unique design and fun to choose
Based on rich experience and creativity, WOOJU I.N.D has a scientific computerized weaving
system highly recognized in the world as well as in the domestic market, and produces various
colors and unique designs of gloves and socks, thereby creating fashion trends in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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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어의 ‘Intarsire’에서 유래되었으며,
‘무늬를 심는다’는 의미
• 천의 표면과 뒷면에 같은 색의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타샤 편직기를 사용해 고급스럽고 자유로운
디자인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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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텔 머플러
Tactel Muffler

스트라이프 패션장갑 / 매직 점박이 장갑
Stripe fashion gloves / Magic spotted gloves

• 뛰어난 패션 스타일과 돋보이는 다양한 컬러
• 탄력성이 우수하고 보온효과가 뛰어남
• 미끄럼 방지 난슬립 나염으로 제작
• Outstanding fashion style and distinctive color
• Excellent stretch and thermal insulation
•M
 ade with nonslip(slip resistant) printing

모자, 머플러 SET
Sets of Hat and Muffler

작은 소지품 주머니가 달린
머플러로 패션 포인트와
편리함 동시 만족
Muffler with small personal
pocket, satisfying both fashionable
point and convenience

대표 노계자 CEO No Gye Ja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127 (신상리 1207-2)
127, Gongdan 4-ro,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WOOJU I.N.D

T. 053) 857-9495 F. 053) 857-9498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주)일성산업•ILSUNG INDUSTRY Co., Ltd.

www.songsfam.co.kr

차별화 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일성산업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기업
(주)일성산업은 위생장갑, 티슈형백, 홈백, 롤백, 지퍼백, 포장지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고객이 원하는 품질 만족을 위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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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y That Makes the Highest Quality Based on Top Technology
ILSUNG INDUSTRY Co., Ltd. manufactures sanitary gloves, tissue-type bags, home bags, transparent HDPE
bags on roll, zipper bags, and wrapping paper. We produce the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based on top
technology to fulfill the quality that customers desire.

스마트백 Smart Bag

손잡이 백(롤백) HDPE Bags with Handles (HDPE Bags on a Roll)

•티슈처럼 한 장씩 쏙!쏙! 뽑아쓰는 편리함
•용량은 그대로! 용기만 절반으로 줄인 콤팩트한 사이즈
•싱크대 수납공간에 딱맞는 크기로 깔끔한 정리 가능
•당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신제품으로 고객들의 요구 충족
•독자개발하고 특허등록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제조
•미 FDA 테스트를 통과하여 검증된 안전한 제품
•식약청 검사기관에 성분안전검사 주기적 실시
•Easy to use! Just pull out one at a time like a tissue!
•The volume is unchanged! The same amount is contained in half-size

•어디서든 가볍게 톡!톡! 손쉽게 뜯어쓰는 편리함
•롤 형식, 백 형식 등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 용도에 적합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묶을 수 있어 편리
•당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신제품으로 고객들의 요구 충족
•독자개발하고 특허등록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제조
•미 FDA 테스트를 통과하여 검증된 안전한 제품
•식약청 검사기관에 성분안전검사 주기적 실시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tear off easily anywhere
•With diverse composition such as roll type and bag type, it is suitable

•Perfect size for sink storage space to enable organizing cleanly
•Our unique product that meets our customers’ needs
•Manufactured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that is self-developed and

•Comes with handles for ease of moving and convenient for you can

container to make it compact size

patented

•Safe product that have passed US FDA testing
•Periodic safety test of components by MFDS-designated safety testing
laboratory

for various uses
tie it up

•Our unique new products meet customers’ needs
•Manufactured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that is self-developed
and patented

•Safe products that have passed US FDA testing
•Periodic safety test of components by MFDS-designated safety testing
laboratory

위생장갑 Sanitary Gloves
•양면 엠보싱 처리로 인하여 쉽게 땀이 차지 않고 깔끔함
•손에 끼고 벗기가 간편해 사용하기가 편리
•튼튼하고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되어 오랜 기간 사용
•당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신제품으로 고객들의 요구 충족
•독자개발하고 특허등록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제조
•미 FDA 테스트를 통과하여 검증된 안전한 제품
•식약청 검사기관에 성분안전검사 주기적 실시
•Clean and not become sweaty easily due to double-sided embossing treatment
•Convenient to use since it is easy to wear and remove
•Manufactured with durable and soft material that could last a long time
•Our unique new products meet customers’ needs
•Manufactured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that is self-developed and patented
•Safe product that have passed US FDA testing
•Periodic safety test of components by MFDS-designated safety testing laboratory
대표 송철환 CEO Song Chul Hwan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월항농공단지1길 44 (월항면)
44, Wolhangnonggongdanji1-gil, Wolhang-myen Seongju-gun,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IL SUNG INDUSTRY Co., Ltd.

T. 054) 977-8827 F. 054) 977-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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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Differentiated Convenience, ILSUNG INDUSTRY Co., Ltd.

언제 어디서든 간편한 위생비닐제품, Sanitary Plastic Products Convenient Anytime, Anywhere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주성산업•JUSUNG G&I Co., Ltd.

www.weaver.kr

친환경 샤워타월
전문기업
주성산업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 친환경

제품 Healthy and Clean Life, Eco-friendly Products

실라리안 SET(RGB-6) Sillarian SET
• 기능성 미용샤워 타월세트
• 항균타월 • 바디로션 • 바디샤워겔

뷰티미용샤워 5종 선물세트(BBS-5) 5 Beauty Shower Gift Sets
항균미용퍼프 / 페이스샤워글러브 /
거품샤워타월 / 바디기능성타월 / 항균비누

•F
 unctional Beauty Shower Towel Set
•A
 ntibacterial Towel
•B
 ody Lotion
•B
 ody shower gel

Antibacterial beauty puff/ Face shower glove /Foam shower towel/
Body functional towel/ Antibacterial soap

목욕용 샤워타월 제조전문, 자연에서 온 ‘위버(weaver)’
‘베 짜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weaver(위버)’ 는
조상의 슬기로운 섬유 직조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생활섬유 홈팬시 제조전문 회사입니다.
목욕용 샤워타월, 주방 욕실용품 등 친환경 섬유소재 제품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욕실용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co-friendly Shower Towel Company, JUSUNG G&I Co., Ltd.
22

웰빙 실라리안 샤워타올 시리즈
Well-being Sillarian Shower Towel Series

Each item is individually packaged, making it easy to use as a single gift.

Possible to take a shower with a very soft material using a special yarn
as if you massage your body

특수 원사를 적용한 매우 부드러운 소재로 마사지하듯 샤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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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er (JUSUNG G&I Co., Ltd.)’ comes from nature, specializing in bath & shower towels
Weaver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manufacturing of home textiles and fancy fabrics,
which has modernized and developed the wisdom of our ancestors' sophisticated textile weaving
technology. We are making healthy and beautiful bath products with eco-friendly textile products
such as shower towels for bath, kitchen appliances, bath products, etc.

뷰티미용샤워 3종 선물세트(MBS-3)
3 Beauty Shower Gift Set
각 개별포장이 이루어져 있어 단품 선물로도 용이한 제품입니다.

숯/황토/나염 때밀이 타올(S/JS-1011, 1201, 1103)
Charcoal/ Ocher/Printing Scrub Towel

천연 인견 원사를 특수 가공하였으며, 나염의 색다름을 경험하세요.
Special processing is done with a natural and artificial silk yarn. Please experience
the difference printing based on the ocher · charcoal ingredient.

공동대표 권계선, 권태희 Co-head Kwon Gye Seon & Kwon Tae Hee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90 (기산리 1167-4)
1090, woonyong-ro, yongam-myeon, seongju-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JUSUNG G&I Co., Ltd.

T. 054) 931-1557 F. 054) 931-1558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튜링겐코리아•THURINGEN KOREA

www.trgkorea.com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 친환경

제품 Healthy and Clean Life, Eco-friendly Products

청정지역 캄보디아 고산지대 산뽕나무에서 채취된 60년 이상의 자연산 상황버섯으로 베타-글루

피부 자연주의를
실현하다
튜링겐코리아

칸 및 다량의 피부영양 물질을 고농축으로 추출하여 제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외부 유해물질로
부터 피부보호 및 피부장벽 강화를 통해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와 모발을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Based on wild Sanghwang Mushroom for more than 60 years, collected from the mulberry trees high in
the mountains of Cambodia, we extract high concentration of beta-glucan and a large amount of skin

nutrients from it. It helps to soften and maintain healthy skin and hair by protecting skin from
external harmful substances and by strengthening skin barrier.

세트구성 Set composition
상황버섯 비누 2개, 상황버섯 헤어샴푸, 상황버섯 헤어트리트먼트,
상황버섯 바디 샤워 겔, 실라리안 핸드로션, 해면
2 Sanghwang Mushroom Soaps, Sanghwang Mushroom Hair Shampoo,
Sanghwang Mushroom Hair Treatment,
Sanghwang Mushroom Body Shower Gel, Sillarian Hand Lotion, Sponge

피부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글로벌기업, 튜링겐코리아
㈜튜링겐코리아는 피부과 전문 병원, 피부 관리실, 체형관리센터 제품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생산, 관리하며
‘피부 자연주의’를 목표로 이상적인 피부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력, 그리고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고

상황버섯 헤어샴푸

나아가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Sanghwang Mushroom Hair Shampoo
• 용량 250ml / Capacity: 250ml
• 특징 천연보습성분인 베타인과 판테놀 함
유 및 상황버섯 이외 영양이 풍부한 11가지
천연추출물 12,000ppm 함유로 건강한 모
발 유지에 도움을 줌

Realizing Skin Naturalism, THURINGE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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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버섯 비누 Sanghwang Mushroom Soap
• 용량 100ml / Capacity: 100ml
• 특징 화학성분없이 고급 식물성 비누로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
으로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며, 깨끗하고 보들보들한 피부
로 		
가꾸어 줌
• Features: High-quality vegetable soap with no chemical ingredients.
Soft and rich foam minimizes skin irritation and makes it clean and
shiny.

• Features: It contains 12,000ppm of 11 nutrient-rich natural extracts as well as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uch as betaine
and panthenol, and helps maintain healthy hair.

상황버섯 헤어트리트먼트

상황버섯 바디로션

Sanghwang Mushroom Hair Treatment
• 용량 250ml / Capacity: 250ml
• 특징 천연보습성분인 베타인과 판테놀 함
유 및 상황버섯 이외 영양이 풍부한 11가
지 천연추출물 12,000ppm 함유로 건강한
모발 유지에 도움을 줌

Sanghwang Mushroom Body Lotion
• 용량 250ml / Capacity: 250ml
• 특징 피지관리 및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주
는 고농축 한방추출물 함유, 로즈마리, 라벤
더, 티트리 아로마에센셜 함유로 상쾌하고 건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F
 eatures: It contains 12,000ppm of 11 nutrient-rich natural extracts as
well as natural moisturizing ingredients such as betaine and panthenol,
and helps maintain healthy hair.

• Features: It contains highly concentrated herbal extracts that helps
manage sebum and calms your troubles as well as rosemary,
lavender, and tea tree aroma essentials, helping keep your skin fresh
and healthy.

대표 강연자 CEO Kang Yeon Ja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1길 52-10 (봉기리 1105)
52-10, Bonggi 1-gil, Punggak-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Korea

THURINGEN KOREA

T. 054) 373-7136 F. 054) 37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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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INGEN KOREA, A global company that constantly researches for skin
THURINGEN KOREA researches, develops, manufactures, and manages products mainly for
dermatology special hospitals, skin care rooms, and body care center. With an aim of ‘Skin Naturalism’, it continues to do researches for ideal skin. We promise to be a respected company in the world
as a global company that gains customers’ trust and leads the global market based on the system
that can aim for perfection in technology, development ability, and quality control.

생활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생활잡화 Household Goods That Add Happiness to Life
한솔섬유•Hansoltex. Co., Ltd.

친환경적 요소로 건강까지 책임지는 블라인드

www.hansoll.com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기능과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한솔섬유
저희 한솔섬유는 Roll-blind fabric 제품을 미국, 유럽, 중남미
지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2003년 창립 이래 ‘품질경영의 이념’ 을 바탕으로 전 직원들이 가족처럼 서로
아끼며 생활 하고 있습니다.2008년 3D pattern 직물의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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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바이어들의 제품을 생산하여 내

Energy Savings
일반적인 Silver Metalized 코팅에 사용되어 지는 화학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yarn 으로 원단의 이면을
제직한 제품입니다.
태양열을 반사시켜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한솔섬유 만의 독자적인 제품입니다.
Energy Savings is energy efficient and offers UV protection and superior functionality by 2-layered metalized woven to
limit the amount of light transmitted.
This fabric is different to normal silver metalized coated product.
We don't use a harmful chemical polymer to block out your space, instead we use a high efficient aluminum yarn on the
back side of fabrics.

Black out
100% 에 가까운 빛 차단으로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코팅 암막지에 사용되어 지는 화학약
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친환경 Yarn 으로 3중(3 layerd) 제직하여 암막효과를 내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Blackout is the material not only for privacy but also for offering inside space independent mood according to it's
purpose. this collection introduces several different type of Blackout fabrics.

3D Pattern
한 겹의 망사, 한 겹의 패브릭, 한 겹의 밴드 혹은 스트링으로 직조된 3중직 원단으로 패브릭 베인의 자유로운 조절
로 외부 조망과 사생활 보호 기능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한솔섬유의 특허 제품들입니다. Wood Blind의 느낌은 살리
고 가볍고 다양한 색상의 원단 사용으로 자연의 강한 빛을 분산시켜 실내를 은은하게 연출하며, 작동의 용이성을 높
인 제품입니다. 컨트롤 라인 하나로 상하 조절과 채관 조절이 가능하여 자유로운 외부 조망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실을 기하면서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현재 한솔섬유는 화학적 수지

3D Pattern offers an innovative decorative design and functionality through a unique three-dimensional structure. A
soundproof effect is formed by the internal spacing of three dimensional structure.

코팅을 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으로 자연과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녹색기

This offers very natural wood look patterns and keeping your privacy simply by the control code.

업으로의 도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he Functions and Designs That You Desire, HANSOLTEX Does Not Miss Anything
Hansoltex exports Roll-blind fabric products to the USA, Europe,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n region.
Since our founding in 2003, all employees are committed and caring for each other as a family based on our
“Ideology of Quality Management”. Based on patent application of 3D pattern fabric in 2008, Hansoltex has
made tremendous growth with over 20% of growth in sales every year. Based on stable financial structure, we
have produced products for various buyers worldwide, and made steady developments while ensuring internal
stability. Currently, Hansoltex is producing eco-friendly fabric, which is non-chemical and non-coated products,
to also make efforts to leap as a green company that cares about the health of nature and customers.

Combi
열처리만으로 가공 된 친환경 Solid 와 Sheer 원단이 외부의 강한 빛을 은은하게 분산시켜 실내 공간 연출에 용이
한 제품입니다. 망사 원단과 질감을 살린 패브릭 베인 원단이 가로로 반복 교차되면서 열고 닫을수 있는 2중 롤
블라인드입니다. 컨트롤 라인을 당겨 상하 조절이 가능하며, 베인과 망사의 간격을 조절하여 채광과 시야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간격에 따라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어서 시야 확보
를 하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Un-coated interchanging sheer and opaque vanes with a light texture for unique and contemporary design.
Combi is a highly functional product. This fabric easily can be matched align the vanes at any level.

Eco-Roll Screen
화학적 수지코팅을 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으로 자연과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의 제품 구성으로 자연의 강한 빛을 은은하게 여과시켜 다른 어떤 제품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다양한 원단, 특색 있는 패턴과 색상의 종류가 많은 제품군으로 취향에 따라 선
택폭이 넓은 제품입니다. 롤스크린 기능으로 제작되어 작동이 용이하며 관리가 참 편리합니다.
Eco- Roll screen is such a variety of functional & environment friendly fabrics.
This fabrics can make your space to be simple and modern style.
With the most variety selection of choices you can find your style that suit you.

대표 김옥자 Kim Ok Ja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구대길 39 (덕성리 88-2)
39, Daegudae-gil, Geumho-eup,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Hansoltex. Co., Ltd.

T. 054)-338-1515 F. 054) 33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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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출액이 20% 이상 오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안정적

Eco-friendly blinds that are responsible for health through environmentally friendly factors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자연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Jayeon Ae
(Natur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경북

브랜드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미화직물•MIHWA FABRICS

www.mintsilk.com

자연이 주는 건강,
풍기인견
미화직물
정직과 노력, 신중과 장인정신, 고객과의 믿음을 우선시하는 미화직물
2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으로 최적의 소재선정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검사,
빈틈없는 전수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완벽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가족의 건강과 휴식을 지켜주는 풍기인견

침구류

Punggi rayon Bedding that protects the health and rest of the whole family

풍기인견베개

패드 및 베개

손주이불세트

Punggi rayon Pillows

Pads & Pillows

Bedding Set for grandchildren

연로하신 부모님, 연약한 피부의 아이에게 풍기인견
Punggi rayon Clothes for aged parents and children with delicate skin

의류

차별화된 가격과 기능, 디자인은 물론 체계적인 제품개발의 노력으로
‘품질이 곧 미화직물의 자존심’이란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Punggi rayon, Health Offered by Nature, MIHWA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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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견의류

풍기인견의류

풍기인견의류

Punggi rayon Clothes

Punggi rayon Clothes

Punggi rayon Clothes

풍기인견이란? What is Punggi rayon?
풍기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섬유로서 통기성이 좋아 가볍고 시원하
며 촉감이 우수하고 원단특성상 속건성이 아주뛰어나 잘마르고 정전기가 거의없어
몸에 붙지않으며 모시나 삼베등 다른 여름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쉬워 여름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합성섬유(나일론,폴리에스테르)에 비하여 피부가
약하거나 몸에열이 많은분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Punggi rayon is a fiber made of ingredients extracted from wood. It is breathable, so it is light
and cool and has good touch. It is very fast drying due to the nature of the fabric. It is well
dried and does not stick to the body because there is almost no static electricity. Compared
to other summer products such as linen or hemp cloth, the price is low and easy to manage,
so it is spotlighted as summer material. Compared to synthetic fibers (nylon, polyester), it is a
popular product for those who have weak skin or have a lot of body heat.

대표 차동선 CEO Cha Dong Seon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41번길 15 (봉현 농공단지내 인견생산판매단지)
15, Sinjae-ro 841beon-gil, Bonghyeo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HURINGEN KOREA

T. 054) 636-2604 F. 054) 636-2606

www.sill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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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zing honesty & effort, prudence & craftsmanship, and faith with customers, MIHWA FABRICS
We aim to provide perfect products to consumers from the selection of best materials, thorough quality inspection to exact total inspection with our own craftsmanship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are realizing corporate value of "Quality is the pride of MIHWA FABRICS"
as a result of systematic product development as well as differentiated price, function, and design.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사)소백산천연염색협회•Sobaek Mountain Natural Color Institute

www.sobaekmnc.kr

건강하고 품격 높은 풍기인견

천연염색 Healthy and high-quality Punggi rayon, natural dyeing

풍기인견과 천연염색의
스토리텔링
(사)소백산천연염색협회

천연염색스카프(풍기인견)
Natural dyed scarf (Punggi rayon)
천연염색옷에 잘 어울리는 천연염색스카프
Natural dyed scarf that goes well with natural
dyeing clothes

‘2009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풍기인견!’
소백산 기후에 잘 맞는 우수한 천연염료를 직접 생산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천연염색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로 패션쇼나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하고 품격 높은 제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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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gi rayon that won First Brand Awards 2009, Korea!’
We have been leading the natural dyeing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by directly producing,
researching, and developing excellent natural dyes that are well suited to the climate of Sobaek Mountain.
We have secured price competitiveness by proposing new trends through fashion shows or
exhibitions as social services, making healthier and high-quali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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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조각가방 Natural dyed patch bag

천연염색의류 Natural dyed clothes
'풍기인견제품 명품화에 도전합니다.’
'We are challenging to become luxury Punggi rayon products.’
남옥선과 천연염색 웰빙갤러리에서는 모든 제품의 공정과정으로 100%천연
염색을 고집하여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으며, 창조 생태계 구축으로 창조기업
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백산 기후에 잘 맞는 우수한 천연염료
의 직접생산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천연염색의 획기적은 가격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하고 품격높은 풍기인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In the process of all products, Namoksun and natural dyeing well-being gallery
make 100% natural dyeing by hand, making the possibility of creative enterprise by
building a creative ecosystem. With the direct production of superior natural dyes
that are well suited to the climate of Sobaek Mountain and differentiated technical
skills, we have secured a remarkable price competitiveness in natural dyeing, and
we are making better and more refined Punggi rayon products.

대표 남옥선 CEO Nam Ok Sun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048-16 (풍기읍 산법리 57-3)
2048-16, Sobaek-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obaek Mountain Natural Color Institute

T. 054) 633-5673 F. 054) 634-5673

www.sill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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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of Punggi rayon and Natural Dyes, S
obaek Mountain Natural Color Institute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동일가구•Dongil Furniture

www.dongiloa.kr

가족행복의 시작 주방가구,

신발장 Kitchen Furniture, Shoe closet, The Beginning of Family Happiness

아름다운 주방,
건강한 식탁 동일가구
가족행복의 시작, 동일가구
'품질 제일'이라는 기업이념으로 소비자의 필요에 맞추어 기술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귀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품질,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뉴클래스2차 A타입 주방가구

더뉴클래스2차 B타입 주방가구

제품을 공급할 것이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

2nd The New Class, Type A Kitchen Furniture

2nd The New Class, Type B Kitchen Furniture

더욱더 발전하는 동일가구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 기대에 부흥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Beautiful kitchen and Healthy Dining Table, Dongil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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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밀 주방가구

대구 신서동 더뉴클래스 신발장, 붙박이장

Kingsmill Kitchen Furniture

Apt. The New Class, Shinseo-dong, Daegu Shoe closet, 		
Built-in closet

서원 프레시빌 주방가구

포항 더휴 신발장

태왕 검사동 신발장

Seowon Freshvill Kitchen Furniture

Pohang The Hue Shoe closet

Taewang Geomsa-dong
Shoe closet

동일가구
Dongil Furniture

대표 박진숙 CEO Park Jin Sook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금박로 228 (마곡리 468-1)
228, Geumbak-ro,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3) 818-1900

www.sill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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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il Furniture, The Beginning of Family Happiness
We are doing our best to develop technology according to the needs of customers with the corporate
philosophy of 'Quality First'. We will supply products with the highest quality and the lowest price for
the convenience of you and your company. We promise that we will be a company that grows in expectation for all employees to become Dongil Furniture that does not stay here, but develops more for
your life.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주)포머스•Fomers

www.fomers.co.kr

편안하고 친근한 사무용

가구 Comfortable and Friendly, Office furniture

편안하고 친근한
사무공간 ㈜포머스
편안하고 친근한 사무공간을 생각하는 포머스는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여
러 고객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속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생
존,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고자,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으
로 보다 나은 기업문화, 사무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사무환경의
합리화, 전문화를 추구하며, 인간과 공간의 만남을 보다 쾌적하고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오피스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Comfortable and Friendly Office Space, F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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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200시리즈 FD200 Series

곡선의 아름다운 라인이 돋보이는 FD300 시리즈, 사용자의 업무동선
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인간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미려하게 디자인한
라운드 상판과 무릎 걸림을 방지하는 라운드형 디자인의 다리 구조는
업무생산성 향상과 함께 세련된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오피
스 환경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감각적으로 유니크하게 디자인된 FD200 시리즈, 개방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컴팩트하면서 역동적인 움직임
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FD300 series, with its beautiful line of curves, is designed to optimize users’
work flow. The rounded top plate designed with ergonomic design and the
rounded legs designed to prevent knee clogging improve work productivity
and a sophisticated office environment. It is a solution that can actively respond

FD200 series is designed in sensible and unique manner to be compact and
dynamic for a new business environment that emphasizes openness and
flexibilit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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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a comfortable and friendly office space, Fomers has established continuous product development and
automation facilities and has been growing with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many customers. In order to
become a competitive company that can survive and develop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inite competition, we will
do our best to create a better corporate culture and office environment by developing new products and providing
services that meet customers' desires. We will lead the new and advanced office culture that can apply human and
space meeting more comfortably and harmoniously by pursuing ra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office environment.

FD300시리즈 FD300 Series

to the demands of various office environments.

FD100시리즈 FD100 Series
심플하고 편안함을 바탕으로 최적의 사무환경을 만드는 FD100 시리
즈, 다양한 워크스테이션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원하는 모듈로 재배치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합형 시스
템 가구입니다.
FD100 series, which makes the optimal office environment based on simplicity
and comfort, is a rational and efficient combination system furniture that can
rearrange layout fit for job characteristics by using workstations

대표 강준기, 허연옥 CEO Kang Joon Gi, Huh Yeon Ok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29 (신한리 517-3)
29, Bulgulsa-gil, Wacho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3) 981-8806 F. 053) 851-2002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유)경주유기공방•GYEONGJU BRASSWARE HANDICRAFT Co., Ltd.

www.not-bi-chae.com

천년 신라 장인의
혼이 깃든 명품 유기그릇
(유)경주유기공방

천년 신라 장인의 혼이 깃든 명품

유기그릇 Luxurious brassware with the soul of the millennial Silla craftsmen.

사각생선접시

워머 / 다식합

구절판 / 와인잔

Square Fish Plate Warmer

Tea Snack Platter

A phrase / Wine Glass

2대째 민족의 멋과 얼을 담아내는 (유)경주유기공방
경주민속공예촌내 공방에서 40여년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잊혀져 가는 주물 방짜 놋그릇을 정확한 비율로 합금한
청동(방짜) 재질(약 구리 78%, 주석 22%)로 다양하고 편리한 용도와
현대감각의 디자인으로 정성을 다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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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 BRASSWARE HANDICRAFT Co.,Ltd. being the second generation to embody the spirit and smartness of
the people.Based on 40 years of tradition and experience in the workshop of Gyeongju Folk Craft Village,
we produce bronze(high-quality) materials (copper 78%, tin 22%) alloyed with a precise ratio of forgotten
high-quality casting brassware are used for a variety of convenient and modern designs.

평접시(7P)

사각접시(8P)

타원접시

Flat plate (7P)

Sguare plate (8P)

Ova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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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ious brassware with the soul of the millennial Silla craftsmen,
GYEONGJU BRASSWARE HANDICRAFT Co., Ltd.

수저 / 수저받침 / 술잔

예단세트(2인)

찜기

Spoon / Spoon support / drinking glass

wedding gifts set (2pcs)

Steamer

놋그릇 사용법 How to use brassware
처음 사용 시 뜨거운 밥을 담으면 얼룩이 지므로 항상 파란수세미(스카치브라이트)에 세제를 묻혀 닦아주시고(심할 경우 식초를 묻혀서 닦아주시면
됨), 물기를 제거하여 몇 차례 사용하시면 비로소 놋그릇 고유의 은은한 색상을 보실 수 있고, 옛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If you put hot rice for the first time, it gets stained. Always wipe a blue pad (Scotch-Brite™) with detergent ( wipe with vinegar if it is worse), drain it dry, and use it a few
times. Then, you can see the unique color of the brassware and feel beautiful old things.

대표 김완수 CEO Kim Wan Soo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 공예촌길 59-2 (하동 201-25, 경주 민속공예촌 내)

GYEONGJU BRASSWARE
HANDICRAFT Co., Ltd.

59-2, Hadonggongyechon-gil, G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4)777-6200 F. 054) 777-6202

자연

자연을 닮은 공예·가구·침장 Crafts · Furniture · Bedding Resembling Nature
학산도예•HAK SAN POTTERY

www.haksan.co.kr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 식기

게르마늄 도자식기류

Korean Traditional Crafts Tableware / Germanium Ceramic Tableware

일상이 예술이되다
학산도예

◀ 게르마늄 찬기세트
Germanium dish set

▼게르마늄 곰탕기세트

옛 도공의 숨결이 묻어나는 생활 속 예술감각을 선사하는 학산도예

germanium bowl set
for beef bone soup

학산도예는 공예품 전람회를 비롯한 다수의 공모전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순박한 미가 전통 장인정신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산업자원부의 <Good Design전>에서 게르마늄 도자식기로

게르마늄 반상기세트 ▲
Germanium tableware set

GD마크를 획득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기생산업체입니다.

Everyday Becomes Art, HAK SAN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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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ium kimchi
container set

장인정신으로 완성되는 명품밥상 A masterpiece dinner table completed with craftsmanship
고려청자의 오묘한 빛 위에 은은하게 살아 숨쉬는 듯 십장생무늬를 양각으로 조각해 천년 장인의 숨결을 담아낸 학산도예의
게르마늄 도자기는 친환경 도자기로서 세제 없이도 기름기 세척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산화 방지 및 열보존율이 높습니다.
The germanium pottery of HAK SAN POTTERY, which adds the breath of craftsmen for a thousand years by engraving the pattern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as if it seems to breathe alive on the subtle light of Goryeo celadon, is eco-friendly. It is possible to clean grease without detergent, and it has high
anti-oxidation and heat retention of food.

효소병 Ceramic bottle

대표 김재철 CEO Kim Jae Cheol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56 (학산리 324-3)

HAK SAN POTTERY

1358, Hoguk-ro, Gasa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4)973-8223 F. 054) 97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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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SAN POTTERY, offering a sense of art in daily life where the breath of old potters is felt.
The set of the Kumgang Song pattern tableware is a ceramics with the texture of Uljin Geumgang Song, a representative pine tree of Korea.
newly born with the technique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naturally harmonious with simple beauty.
Especially, in 1998, we are pottery maker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by obtaining the GD mark as
germanium ceramic tableware from <Good Design Exhibition>. Held b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게르마늄 김치통세트 ▶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밥상
Local foods that Gyeongbuk
grows and nurtures

Babsan Ae
(Table of Love)

우리가 사랑하는 경북

브랜드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 ㈜늘그린•Agricultural Corporation Neulgreen

www.ograe.co.kr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농업회사법인 ㈜늘그린

100% 국내산 현미로 만든

오그래 그래놀라 Ograe granola made in 100% domestic brown rice
POINT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현미, 가바현미(Brown Rice & GABA Brown Rice)
천연분말로 직접 코팅하여 고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사탕수수 100% 비정제원당으로 건강한 단맛을.
Brown Rice & GABA Brown Rice which are rich in various
nutrients such as fiber, vitamin, and minerals, etc.
It is coated directly with natural powder, and its original
taste and flavor are added as it is. With 100% non-refined
sugar from sugar cane, you can enjoy a healthy sweet.

오그래 아몬드그래놀라 350g, 30g
Ograe Brown Rice Almond Granola

자연에서 온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는 늘그린
늘그린은 간편하면서도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현미가공식품 전문기업입니다.

A Company that Produces Good and Healthy Food
Agricultural Corporation Neulgreen
44

오그래 코코아그래놀라 350g, 30g

오그래 열대과일그래놀라 350g, 30g

Ograe Strawberry Granola

Ograe Cocoa Granola

Ograe Tropical Fruit Gran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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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lgreen using healthy ingredients from nature
Neulgreen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processed brown ric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consumers with foods that are simple yet enjoyable for everyone

오그래 딸기그래놀라 350g, 30g

오그래 현미과일그래놀라 300g, 35g

오그래 현미야채그래놀라 300g, 35g

오그래 현미코코그래놀라 300g, 35g

Ograe Brown Rice Fruit Granola

Ograe Brown Rice Vegetable Granola

Ograe Brown Rice Coco Granola

오!그래 아몬드가 좋아 오!그래 딸기가 좋아
I Like Ograe Almond

오!그래 후르츠가 좋아 오!그래 카카오가 좋아 오!그래 녹차가 좋아

I Like Ograe Strawberry I Like Ograe Fruits

I Like Ograe Cacao

I Like Ograe Green Tea

대표 장종현 CEO Jang Jong Hyun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새나정길 3 (나정리 154-1)
3, Saenajeong-gil, Dasan-myeon, Goryeong-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Neulgreen

T. 054) 956-7272 F. 054) 956-7275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주)니껴바이오 농업회사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Nikkyeo Bio Co.

www.trgkorea.com

친환경 먹거리의
자존심,
니껴바이오
30년 간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믿음가는 안심 먹거리. 니껴바이오
각종 성인병(혈전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성
질환(변비, 장 기능 장애 등) 증가에 따라 혈전용해 능력이
뛰어난 식품개발과 화장품, 의약품 원료 및 사료 첨가물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 물질을 개발해 생명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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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또 100% Nutrient from Nature, Natto

실라리안 낫또(생청국장) Sillarian Natto(Raw cheonggukjang (rich soybean paste))
실라리안 낫또(생청국장)는 안동생명의 콩으로 제조시 사용되는 균주인 SP-KSW3균(당사특허균주)을 사용하여 완전 발효되어 점액물질이 많고 항
균력이 우수합니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자동설비로 발효되어 냄새가 없고 다양한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한 번에 드실 수 있도록 50g씩 소
포장 되어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LA, 뉴욕, 시애틀), 영국, 두바이, 칠레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 백태 / 흑태 • White soybean / Black soybean
Sillarian Natto is prepared with home grown beans fully fermented with the strain SP-KSW3,which produces much mucous substance and provides excellent
antibacterial effect. The product was fermented in a scientific, clean, and automated facility to eliminate odor. It contains a variety of enzymes and is packed in 50g
package to enjoy it freshly and conveniently. It is not only distributed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exported 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U.S( LA, NewYork,
Seattle), England, Dubai, Chile, Germany, Kuwait, New Zealand, and Austria.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청국장 Please choose what one likes, Cheonggukjang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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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of Eco-friendly Food, Nikkyuh Bio
Nikkyuh Bio, Faithful & safety food with 30 years of eco-friendly farming practice
Nikkyuh Bio develops foods that have excellent thrombolytic ability as well as functional
substances that can be used in cosmetics,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feed additives in response to increased various adult diseases (blood clot-related diseases)
and stress diseases (constipation, intestinal dysfunction etc.), leading a biotechnology industry.

찌개용청국장

안동낫또 Andong natto

청국장 분말 Cheonggukjang Powder

Cheonggukjang (rich soybean paste)
for stew

안동낫또는 국내산콩으로 제조되고, 균주인 SP-

청국장 분말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에서 진공
동결 건조와 첨단 분쇄로 입자가 미세하며 균
과 효소가 100% 살아 있습니다. 몸에 좋은 효
소와 고초균(1g당 10억 마리)이 100% 살아 있
어 우유나 냉수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가온 찌개용 청국장은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자동설비로 발효하여 진공포장 후 안전용기에
담았습니다. 특히, 냄새가 적어 청국장을 싫어
하시는 분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 용량 200g / 400g • Capacity 200g / 400g
Dugaon Cheonggukjang (rich soybean paste) for
stew is fermented by scientific and hygienic automatic equipment and packed in a safety container
after vacuum packing. Especially, those who hate
Cheonggukjang can feel free to eat.

KSW3균을 사용하여 완전 발효되어 점액물질이 많
고 항균력이 우수합니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자동
설비로 발효되어 냄새가 없고, 다양한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한번에 드실수 있도록 50g씩 소포
장 되어있습니다.
Andong natto is prepared with home grown beans fully fermented with the strain SP-KSW3, which produces much mucous substance and provides excellent
antibacterial effect. The product was fermented in a
scientific, clean, and automated facility to eliminate
odor. It contains a variety of enzymes and is packed in
50g package to enjoy it freshly and conveniently.

Chungkukjang Powder is hygienically produced
and vacuum-freeze dried by the state-of-theart automated system and is crushed by a
cutting-edge grinder, so 100% of bacteria and
enzymes are alive. It is good to dash this power
with milk or cold water because 100% of the good
enzyme and hay bacillus (1 billion per gram) are
100% alive.

대표 김영배 CEO Kim Youg Bae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검정길30 (원림리 299)

Agricultural Corporation
Nikkyeo Bio Co.

30, Geomjeong-gil, Nams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4) 859-2224 F. 054) 84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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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영양 그대로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대양제면•Daeyang Noodle

www.dynoodle.kr

‘소표국수’로
일궈온 70년 손맛
대양제면
1948년 창립, 2대째 국수만을 고집하며 ‘소표국수’로 유명한 대양제면.
농협과 롯데마트 PB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국내 최장인 600m 자동이행
건조시설과 자동화 시설을 완비한 성주공장은 연간 건면(국수)
2,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양제면 초창기 상표 등록일(1956. 7. 13)
Initial d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of Daeyang Noodle(1956.7.13)

실라리안 소면 Sillarian Plain Noodles

콩소면 Soybean Plain Noddles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서 품질을 인증받았
으며, 정선된 질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여 맛이 담백하
며, 다가수숙성으로 면의 탄력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호주산 고급면용 밀가루에 단백질이 강화된
면으로 콩물 10%를 첨가하여 다가수 반죽의
숙성면으로 삶았을 때 쉬이 퍼지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Daeyang Noodle that has built a tremendous legacy over 70 years through ‘Sophyo Noodles’
Daeyang Noodle, a company specialized in noodles with a half century of tradition and know-how
Founded in 1948, Daeyang Noodle is the second generation to stick to noodles and is famous for ‘Sophyo Noodles’
Daeyang Noodle is making PB products for Nonghyup and Lotte Mart. We produce 2,500 tons of dried noodles (Guk-su)
every year at Sungju factory equipped with 600m automatic transfer drying facility and automated facility.

It is a protein enriched noodles based on Australian
flour for high quality of noodles. It adds 10% of
soybeans, so you can feel soft and chewy taste
when boiling aged noodles by using Dagasu
mature method

즉석칼국수 JeukSeok Kalguksoo

금실면 Geumsil - myeon

호주산 고급면용 밀가루를 사용하여 일반 칼국수보다 면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이며 일반 칼국수에 비해 더욱더 매
끈하면서도 탱탱하고 부드러우며 쫄깃쫄깃한 맛이 뛰어납
니다. 다가수 숙성면으로 스프가 첨부되어 손쉽게 조리해
드실 수 있습니다.

호주산 고급면용 밀가루를 원료로 부드럽고 쫄깃
한 맛이 뛰어나며 면의 굵기가 가늘어 조리시간이
짧고 입안에 감도는 맛이 뛰어납니다.

Using Australian flour for high quality of noodles, it is thinner
than general Kalguksoo(chopped noodles). It is smoother,
tender, and chewy than general Kalguksoo. It is easy to cook
because noodles aged with Dagasu mature method and noodle
powder are added.

It uses Australian flour for high quality of noodles, so
it has very chewy and smooth taste. The thickness of
noodles is thin, so the cooking time is short, and its taste
is excellent in the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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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dles that remind us of the home-made tastes of our old mothers

The quality of the Sillarian Plain Noodles, co-brand of SME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s recognized. It is made of
selected high-quality flour, so it has very clean taste. It is a
product with excellent elasticity of noodles due to Dagasu
mature method (a method to let noodle stripes chewy and
smooth by raising added water ratio enough in the process
of making dough to strengthen the gluten of flour and to
ripen noodles in a proper temperature).

반세기를 이어온 전통과 노하우, 국수전문기업 대양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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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근한 옛 우리 어머니들의 손 맛을 기억하게 하는 국수

고품격의 답례품 및 행사 시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금실면 선물세트 Geumsil – myeon Gift Set
• 호주산 고급면용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며 정성이 뛰어난 국수
• 면의 굵기가 가늘어 조리시간이 짧고, 입안에 감도는 맛이 뛰어난 금실면
• 수연면 스타일의 개별 포장으로 고품격의 답례품 및 행사 시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대양제면
소표국수
제조공정
Manufacturing Process
of ‘Sophyo Noodles’
of Daeyang Noodle

건조장이송
Transfer to a drying place

• It uses Australian flour for high quality of noodles, so it is rich in protein content and high quality
noodles
원료투입
Raw material input

600m 자동이행 건조
600m automatic transfer
drying

면대숙성
Aging of noodle belt

절단
cutting

제면
Noodles

실라리안 선물세트 Sillarian Gift Set
실라리안 소면, 즉석칼국수, 금실면
Sillarian Plain Noodles, JeukSeok Kalguksoo,
Geumsil – myeon

• The thickness of noodles is thin, so the cooking time is short, and its taste is excellent in the mouth
• It is individually packed with Sooyeon noodle stype is perfect for high-quality return presents and
gifts at events.

대표 권호용 CEO Kwon Ho Young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월항농공단지1길 33 (장산리 1528)

포장
packaging

33, Wolhangnonggongdanji 1-gil, Wolhang-myeon, Seongju-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aeyang Noodle

T. 054) 931-6373 F. 054) 931-6377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대흥㈜•Agricultural Corporation Daeheong Co.

우리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만점

먹거리 Nutritious Food That Takes Care of Our Family’s Health

우리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만점 먹거리
농업회사법인 대흥㈜

Saeng Saeng Jujube is a product made in the following process: clean the jujubes
which are in good condition, remove seeds, slice them, and select them after drying
and aging process, and finally hygienically pack them. They are used in various dishes
and good for health, so they are excellent nutritious snacks responsible for our family’s
health.

대추차 Jujube Tea

대추즙 Jujube juice
1.5L (110ml x 8ea)
진한 대추의 참맛을 느낄수 있는 대추
즙입니다.

추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생생대추슬라이스를 전문으로 생산

100% 국산 대추의 과육과 함께
대추씨까지 모두 넣어 더욱 고소
한 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영양간식으로 드실수 있는 100% 천연 스낵을

3g×10 tea bags

제조 하고 있습니다

You can feel an even more savory
taste for it contains 100% domestic

It is a jujube juice, with which you can feel the
true taste of rich jujube flavor.

Nutritious Food that is responsible for the health of our
family, Agricultural Corporation Daeheong Co.

jujube juice as well as jujube seeds.

농업회사법인 대흥(주)은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

A company that acquired domestic patents with fresh jujube and
sliced jujube
Agricultural Corporation Daeheong Co., endeav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health and happiness of customers and to
always put ourselves in customers’ place. We produce 100% natural
snacks that anyone can enjoy as a nutritious snack by specializing
in fresh jujube slices that make use of the unique taste and flavor of
jujube.

자연트리 대추 농축액 650g
Jayon Tree Daechu Nongchukaek (Jayon Tree Jujube
Concentrate) 650g

1.5L (110ml x 8ea)

맛나베 대추초 500ml

Matnabe Daechucho (Jujube
Fermentation Vinegar) 500ml

대표 전태익 CEO Jeon Tae Ik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부길 180 (북리 532-2)
180, Daebu-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Daeheo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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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대추는 알이 좋은 대추를 깨끗이 세척하여 씨를 제거한 후 슬라이스하
여 건조, 숙성과정을 거쳐 선별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각종 요리
에 다양하게 쓰이고 몸에도 좋아 우리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영양간
식입니다.

3g×10티백

생생대추, 슬라이스대추로 국내 특허를 획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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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대추 슬라이스 Gyeongsan Saeng Saeng Jujube (Saeng Saeng Jujube Slices)

T. 053) 811-5158 F. 053) 811-8247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 ㈜독도무역•Agricultural Corporation Dokdo Trading Co., Ltd.

www.dokdotrade.co.kr

전통 재래식 비법의 맛 산마늘

명이 The Taste of Traditional Secrets, Myeongyi (Alpine leek)

청정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맛
농업회사법인 ㈜독도무역
농업회사법인(주)독도무역은 매년 명이 잎이 연할 때 직접 재배, 채취하여 HACCP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세척, 절
임, 포장까지 엄격한 위생관리와 장인정신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울릉도 산
마늘의 수확량이 줄 것을 예상하여 직접 포항 상옥, 학천, 망천, 흥안 일대에 명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4년 무농
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2015년 포항시 농특산물 브랜드 ‘영일만 친구’ 로 지정 되었으며 2016년 3월에는 HACCP
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임을 다시한번 인증 받았으며 5월에는 ‘6차산업’ 인증을 통

산마늘 명이 Myeongyi (Alpine leek)

국산 고추냉이 잎 Local Horseradish Leaf

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2017년 1월에는 경상북도 우수브랜드 ‘실라리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고유의 마늘향이 나며, 맛이 새콤
달콤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 장어, 회 등 다양한 쌈 채소
대용으로 먹을 수 있으며 명이초밥, 명이 스파게티, 명이 피자 등
다양한 명이나물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간장, 식초, 설탕, 물을 알맞은 비율로 섞어 숙성시켜 고추냉이 특유의
알싸함과 시원한 맛이 아주 좋다. 참치, 회, 돼지고기, 소고기, 장어 등
과 함께 먹으면 새콤 달콤 향긋함을 맛볼 수 있다.

안’ 인증을 받음으로서 포항의 대표적인 특산품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The healthy Taste of Clean Nature, Agricultural Corporation Dokdo Trad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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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ich in minerals and vitamins, and has a unique garlic flavor. The
taste is sweet and sour, so you can eat it as a substitute for various
kinds of vegetables for beef, pork, duck, eel, and sashimi, and you
can also use it for various dishes such as Myeongyi sushi, Myeongyi
spaghetti, Myeongyi pizza, etc.

Soy sauce, vinegar, sugar, and water are mixed at a reasonable rate and it is
very good. Tuna, sashimi, pork, beef, eel and eaten together can taste sweet
and sour.
This Korean wasabi has unique pungent and cool taste by mixing soy sauce,
vinegar, sugar, and water at an appropriate rate and aging it. You can have a
sweet and sour taste if you eat it with tuna, sashimi, pork, beef, eel, etc.

산마늘 명이대공 Myeongyi daegong (Alpine leek),
산마늘 명이 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고
유의 마늘향이 나며, 맛이 새콤달콤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 장
어, 회 등 다양한 쌈 채소 대용으로 먹을 수 있으며 밥반찬 대용으로
먹으면 먹기에 편하고 맛도 아주 좋겠다.
Myeongyi daegong, a stem of alpine leak, is rich in minerals and vitamins,
and has a unique garlic flavor. The taste is sweet and sour, so you can eat it
as a substitute for various kinds of vegetables for beef, pork, duck, eel, and
sashimi, etc. If you eat it as a substitute for rice side dishes, it will be easy to
eat and taste will be very good.

|주| 독 도 무 역

대표 오윤수 CEO Oh Yoon Soo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186 (흥안리 931-2)
186, Chilpo-ro, Heunghae-eup,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Dokdo Trading Co., Ltd.

T. 054) 255-1800 F. 054) 25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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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orporation Dokdo Trading Co., Ltd itself cultivates and harvests Myeongyi (Alpine leek) every year when
their leaves are grown, washes, pickles, and then packs at HACCP certified factories based on strict hygiene
management and craftsmanship, producing the best products by considering the health of the people. We expected to
reduce the yield of alpine leek in Ulleungdo Island, so it cultivates them in Pohang Sangok, Hacchon, Mangcheon, and
Heungan. In 2015, it was designated as 'Young Ilman friends', the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 brand in Pohang-si.
In March of 2016, it was certified once again that it can be eaten safely by consumers by receiving HACCP certificate.
In May, through '6th industry' It was recognized as a company that coexisted together with local resident. In January
2017, it was confirmed that it is one of representative specialty products in Pohang by being certified as 'Shillarian', the
excellent brand in Gyeongsangbuk-do.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뚝배기식품• DDUKBAEGIFOODS

www.ddukbaegifoods.com

우리 맛의 세계화, 옛맛 뚝배기
뚝배기식품
30년 간 메주와 된장만을 연구 개발해 온 전통장류 생산전문기업
정직한 원료, 정직한 품질, 정직한 판매를 실현하며 한국전통식품의 자존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DDUKBAEGI of Old Taste
DDUKBAEGI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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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뚝배기 The Taste of Traditional Secrets, DDUKBAEGI of Old Taste

실라리안 재래식 된장

실라리안 재래식 간장

Sillarian Traditional-type soybean paste

Sillarian Traditional-type Soybean Sauce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자동화
시스템과 전통방법으로 만든 한식메주와 천일
염, 천연 암반수로 6개월 이상 자연 숙성시킨
된장으로 구수한 옛날 재래식 집 된장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며 찌개용이나 양념장 등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자동화
시스템과 전통방법으로 만든 한식메주와 천일
염, 천연 암반수로 6개월 이상 자연 숙성시킨
간장으로 구수한 옛날 재래식 집 간장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며 찌개용이나 국거리, 무침 등
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0% domestic soybeans are used to produce
traditional-type soybean paste. Soybean paste
produced with Korean traditional soybean malt
made in sanitary automation system and traditional
recipes, solar salt, matured in natural bedrock
water for 6 months or more can give old traditional
house savory miso flavor, which is best to cook
soup, sauce, etc.

100% domestic soybeans are used to produce
traditional-type soybean paste. Soybean paste produced with Korean traditional soybean malt made
in sanitary automation system and traditional recipes, solar salt, matured in natural bedrock water
for 6 months or more can give old traditional house
savory soybean sauce flavor, which is great to be
added to soup, stew, seasoned vegetables, etc.

100% 국산콩으로 만든 장맛

실라리안 재래식 고추장

Sillarian Traditional-type Gochujang (Hot
Pepper Paste)
100% 국내산 청결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엿기
름, 쌀, 조청, 찹쌀 등을 알맞게 혼합하여 색소
나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발효 방법에 따라 엄선된 3개월 이상 숙성시
킨 무조미료, 무 방부제의 우리 고추장입니다.
100% domestic clean pepper powder, soybean
malt flour, malt, rice syrup, glutinous rice, etc.
are mixed properly without any dyes or artificial
seasoning at all. It is our seasoning/preservatives
free traditional hot pepper paste matured for three
months or more carefully selected by traditional
fermentation methods.

세트 Taste of Sauce, Gift Set. made with 100% domestic soybeans

우리고향 장맛 5종 세트

우리고향 장맛 3종 세트

Woori Gohyang Taste of Sauce,
Gift Set (5 Kinds)

Woori Gohyang Taste of Sauce,
Gift Set (3 Kinds)

재래식 된장 450g, 고추장 500g,
쌈장 500g, 청국장 분말 200g,
재래식 간장 500ml

재래식 된장 450g, 고추장 500g,
재래식 간장 500ml
Traditional-type Paste 450g, Traditional-

Traditional-type Paste 450g, Traditional-

type Gochujang 500g, Traditional-type

type Gochujang 500g, SSAM-JANG

Soybean Sauce 500ml

500g, Cheongguk-jang powder 200g,
Traditional-type Soybean Sauce 500ml

뚝배기 미니 3종 세트 DDIKBAEGI Mini Gift Set (3 Kinds)
재래식 된장 100g, 고추장 100g, 쌈장 100g / Traditional-type Paste 100g, Traditional-type Gochujang 100g, SSAM-JANG 100g

대표 김상영 CEO Kim Sang Young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55 (신한리 545)
55, bulgulsagil, Wachonmyeon, Ky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DUKBAEGIFOODS

T. 053) 853-8487 F. 053) 852-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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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ny specializing in traditional foods that has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meju
(fermented soybean lump) and doenjang(fermented soybean paste) for 30 years
We developed the world's first 'Meju fermentation system', and has made efforts to maintain the traditional
taste created from ancestors' wisdom and spirit while using life sciences in the 21st century. We automate
12 steps necessary for fermentation of Meju, realize honest raw materials, honest quality, honest sales,
standing on pride of Korean traditional food.

전통 재래식 비법의 맛 옛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Miso With a Smiling Face

www.미소머금고.net

자연의 깨끗함을 담은 정성의 맛
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
미소를 머금게 하는 고구마가 빵을 사랑한 이야기
미소 머금고는 직접 손수 재배한 고구마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고객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중시하는 푸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품격있는 맛의 진리 고구마빵

고구마만주 		

The Truth of High-class Taste, Sweet potato Bread

통고구마만주 		

호박고구마만주 		

커피고구마파이 		

Sweet potato manju
고구마를 앙금으로 만든 후 표피
를 최소화하여 만든 제품

Whole sweet potato manju
고구마를 앙금으로 만든 후 표피
를 최소화하여 만든 제품

A Product that makes sweet potatoes as sediment and minimizes the
thickness of flour

A Product that makes sweet potatoes as sediment and minimizes the
thickness of flour

A product that women and pregnant
women can enjoy by mixing good
pumpkin and sweet potatoes.

A product with a unique harmony of
freshly brewed coffee and pie

고구마파이 		

통팥고구마파이 		

녹차고구마파이 		

황토고구마 		

Sweet potato pie
파이의 독특한 맛과 고구마의 부
드러움의 조화

Red bean & Sweet potato pie
통팥과 고구마가 어우러진 건강
식으로 통팥과 고구마를 함께 즐
길 수 있는 제품

Green tea sweet potato pie
보성녹차의 특유의 향과 파이의
어우러짐이 일품인 제품

Red clay sweet potato
고구마와 럼주, 마가린 등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밀가루를 사용하
지 않은 제품

Pumpkin sweet potato manju

Coffee sweet potato pie
여성과 임산부에 좋은 호박을 고구마 커피의 향과 파이의 어우러짐이
와 결합하여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일품인 제품

사랑과 신뢰의 나눔 경영으로 '착한기업,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earty Taste that Contains Clean Nature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Miso With a Smiling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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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mony of the unique taste of
pie and the softness of sweet potato

A healthy food that mixes red beans
and sweet potatoes, so anyone can
enjoy it.

A product with a unique harmony
of the unique flavor of Boseong tea
and pie

케이크류 7종 Types of Cake

쿠키류 4종 4 Types of Cookies

미니고구마케이크 Mini sweet potato cake

초코고구마쿠키

고구마케이크 1호 Sweet potato cake (Size 1)
고구마케이크 2호 Sweet potato cake (Size 2)
미니단호박케이크 Mini pumpkin cake
단호박케이크 1호 Pumpkin cake (Size 1
단호박케이크 2호 Pumpkin cake (Size 2)
고구마 웨하스 Sweet potato wafers

Chocolate sweet potato cookies

A Product made with sweet potatoes,
rum, margarine, etc. without flour
1호

3호

2호

4호

참깨고구마쿠키
Sesame sweet potato cookies

샤브레고구마쿠키
Saber sweet potato cookies

미소고구마셋트 1,2,3,4호
고구마만주, 파이, 갈레뜨, 빠빠뜨로 이루어진 미소고구마셋트

옥수수고구마쿠키
Corn sweet potato cookies

대표 박찬설 CEO Park Chan Seol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727 (대촌리 508)

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Miso With a Smiling Face

1727, Sobaek-ro, Bonghyeo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4) 636-1599 F. 054) 636-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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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ry about Sweet Potatoes that Love Bread with a Smiling Face
Miso With a Smiling Face is a food entertainment company that focuses more on the health and
enjoyable life of customers by making cholesterol-free and low-calories foods made with sweet potatoes
grown directly by hand, ensuring anyone can enjoy them. We will strive to be a "good company,
a company together with people" through the sharing management of love and trust that make you smile.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부용농산•Agricultural Corporation Buyong Co.

www.bymall.co.kr

마 캐는
젊은 농부들
부용농산
지역 대표 브랜드기업으로서 고객과 농촌가치의
혁신을 통하여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성장하는 기업

지역 대표 브랜드 마

캐는 젊은 농부들 As a representative local brand, Yam-growing young farmers

국내산 마분말 Korean yam powder
땅 속의 별미 '마'를 그대로 담아 간편하게 즐기
실 수 있는 마 분말 가루입니다.
This product is grinded yam, an under-ground
delicacy. Anyone can conveniently enjoy our product.

국내산 100% 우엉차 			

국내산 100% 참마차 100% Korean yam tea

100% Korean wooyeong tea (burdock)

한국 내 마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서 재배한 마
우엉은 생우엉보다 잘 말려 볶았을 때 항산화작 로 생산하여 안동 참마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
용, 면역력 상승, 혈압저하 효과가 더 뛰어나다 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We turn the true taste of Andong yam into a tea. Gyeo-

‘마캐는 젊은 농부들’ 부용농산은 부용대를 배경으로 양반의 고장,

Wooyeong (burdock), in its dried form, is known to
have a better effect in antioxidation and strengthen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 있습니다. 마와 우엉을 직접 생산하며

immunity and curtail blood pressure.

ngbuk Andong is a major producer of yam in Korea.

최신, 최고의 설비로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행복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품질, 정직한 판매를 실현하며 한국전통식품의 자존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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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presentative local brand, we are rising to the top with local communities by innovating
farm villages and satisfying customer needs.
We, Buyong Co., “Yam-growing Young farmers” are located in the Andong Hahoe folk village
that is famous for the long heritage of Yangban (Korean traditional nobles in Joseon dynasty)
with Buyongdae as a backdrop. We supply healthy and pleasant-to-eat foods, by growing yams
and burdocks, and by processing it in the best and up-to-date facilities. We are setting up the
higher standard of Korean traditional food while pursuing the policy of honesty in doing
quality-control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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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100% 도라지차 			

국내산 100% 연근차 100% Korean lotus root tea

100% Korean doraji tea (balloon flower root)

깔끔하고 깊은 맛의 연근차에 전통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좋은 약재의 도라지만 덖어 도라지 특유의 쓴맛은 내리고 구수
한 맛을 살렸습니다.

We add traditional touch into the neat and deep flavor of lotus root tea.

We lowered the characteristic bitterness of Doraji (balloon flower root)
and enlivened its delightful taste by carefully selecting good roots only.

마캐는 젊은 농부들 '홍삼마실' 			
Yam-growing Young farmers’ Hongsam Masil (red ginseng drink)
국내산 100% 마, 홍삼, 꿀로 만든 진액으로 진하면서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It is a juice extracted from 100% Korean yam, red ginseng, and honey. Anyone,
young and old, man and woman, can enjoy it delightfully and easily.

대표 유화성, 박윤환 CEO Yu Hwaseong, Bak Yunhwan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서원마을길 45 (하회리 176)
45, Hahoeseowonmaeul-gil,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Buyong Co.

T. 054) 858-2004 F. 054) 85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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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growing young farmers, Buyong Co.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송광매원•Songkwang Maewon

전통토종매실의 맥 매실연가

토종
매실의
맛과향을 완성하다
송광매원
우리나라 토종매실과 자소의 보고, 송광매원
송광매원은 우리나라의 토종매실과 자소를 발굴하여 품종개량 및 유기재배와
다양한 가공품 및 바이오제품을 만들며, 친환경적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민이 생태와 안전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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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연가 선물세트1호

매실연가 700ml

매실연가 무탈

Maesil love song gift set No.1

Maesil love song 700ml

토종매실을 장시간 저온숙성 가공한 건강기
능성 식품으로 매실 고유의 맛과 향을 음미
할 수 있습니다.
• 용량 매실엑기스(700mlx2)

무농약 토종매실을 장기간 저온숙성시켜 만들
어 매실 고유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제
품으로 미려한 용기에 담아 선물용으로도 좋
으며, 토종매실의 구연산 등 각종 유기산을 다
량 함유하고 있어 가족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
는 전인건강식품입니다.

Maesil love song, Mutal (easing stomachache)

It is functional healthy food that went through
low-temperature ripening and processing and can
be enjoyed full taste and flavor of Maesil.

We processed pesticide-free Korean apricots after
long-period of low-temperature ripening in order
to enhance its characteristic flavor and taste. And
we put it into an elegant bottle that fits well to be
a gift. And it is a perfectly healthy food that any
member of family can enjoy for it contains various
organic acids including citric acid and others.

• Maesil extract (700mlx2)

Complete the flavor and taste of Maesil , Songkwang Maewon
Songkwang Maewon, a repository of maesil (Korean apricot)
and jaso (perilla frutescenes), i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that finds and improves the seed of those and organically grows them.
And we make various processed products and bio-items,
and provide a worthy experience of eco-friendly environment
and safe food to urban residents.

진한 매실향 그대로 송광매원

국내 유기농 매실을 숙성시켜 만든 액상차로
기존 올리고당과 벌꿀을 첨가하여 맛과 향이
뛰어남
• 용량 무탈 20g×30팩입
It is a liquid type tea made with ripened organic
Korean apricot and has wonderful taste and flavor
with oligosaccharides and honey.
• Mutal 20g×30 packages

Vitalizing deep Maesil scent, Songkwang Maewon

송광매원차
선물세트 2호

자소연가

Songkwang Maewon tea
gift set No. 2
• 용량 매실 500ml
/ 자소 500ml

Jaso love song
• 용량 700ml
• Volume 700ml

• Maesil (Korean apricot) 500ml
/ Jaso (Perilla frutescenes) 500ml

대표 서명선 CEO Seo Myeongseon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64-36 (죽전리 106)
1264-36, Jusan-ro, Gisan-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ongkwang Maewon

T. 054) 973-9400 F. 054) 973-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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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kmaesil.co.kr

The essence of Korean apricot, Maesil love song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와이엠에프(YMF) •YAKMOK FOOD (YMF)

www.ymf.co.kr

맛을 더하고
정성을 담습니다.
와이엠에프(YMF)
원료에서부터 시설까지 최고의
Fish and Sauce 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기업
YMF는 액젓, 젓갈, 육젓, 백간장, 흑간장 등
발효식품 생산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입니다.

맛을 더하고 정성을 담은 더담

간장 Season the flavor and add sincerity, Dudam soy sauce

백(白)간장 White soy sauce

흑(黑)간장 Black soy sauce

백(白)간장은 멸치를 주원료로 12개월 이상 발효시키
기 때문에 감칠맛이 풍부하고 고소합니다.
설탕, 물엿, 고과당 등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아 달지
않고 담백합니다.
• 요리 원재료의 빛깔과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밝은
미색의 백(白)간장입니다.

12개월 이상 발효시킨 고급자연숙성간장입니다.
국내산 순수 양파즙과 마늘즙을 넣어 두 번 달여 요리
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발효취가 없고 부드러운 맛을
내 요리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 풍미가 뛰어난 명품 간장으로 양조간장 대용으로
사용하십시오.

Our new type of soy sauce, White soy sauce has rich and
delightful taste because it has been fermented more than
12 months with anchovies as its main source. Its taste is
not sugary but clean for we do not add any sweetener such
as sugar, syrup or high-fructose.

It is a high-quality soy sauce that is naturally ripened for
more than 12 months. It seasons the flavor of food because
it was boiled down twice with onion and garlic juices.
Its gentle taste, without odor from fermentation, mixes
naturally with any kind of food.

• It is soft ivory colored that brightens the color and flavor
of cooking materials.

• This rich-flavored choice soy sauce can substitute
brewed one.

순수 국내산 액젓,

액체육젓 Korean anchovy only, Aekjoet, liquid yukjeok | Gourmet fish sauce

We, YMF, season the flavor and add sinc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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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액젓 Anchovy aekjeot

까나리 액젓 Sand lance aekjeot

액체 육젓 Liquid yukjeot

순수 국내산 멸치 원료만을 사용한 전통발
효 액젓입니다.
• 장기간 숙성 후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아
비린내가 없습니다.
• 액젓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TN지수가 우
수합니다.(원액 1.4~1.6)

순수 국내산 까나리 원료만을 사용한 전통
발효 액젓입니다.
• 장기간 숙성 후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아
비린내가 없습니다.
• 액젓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TN지수가 우
수합니다.(원액 1.4~1.6)

It is an aekjeot fermented in a traditional way
using Korean anchovy only.

It is an aekjeot fermented in a traditional way
using Korean sand lance only.

순수 국내산 멸치 원료만을 사용한 전통발효
액젓입니다.
• 장기간 숙성 후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아 비
린내가 없습니다.
• 멸치를 통으로 발효시킨 후 갈아 만들어 풍
부한 멸치살에 의해 맛이 더욱더 풍부합니
다.

• It is free of fishy smell because it is fermen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heat.

• It is free of fishy smell because it is fermen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heat.

• It is high in TN index that decides savory taste
of aekjeot. (undiluted extract 1.4~1.6)

• It is high in TN index that decides savory taste
of aekjeot. (undiluted extract 1.4~1.6)

It is a yukjeot fermented in a traditional way using
Korean anchovy only.
• It is free of fishy smell because it is fermen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heat.
• It is richer in flavor because it is made with grinded-anchovy flesh that was ferment in whole.

대표 권혁 CEO Gwon Hyeok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 3길 52 (괴정리 1016)
52, Saneopdanji 3-gil, Pungsan-eup,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YAKMOK FOOD (YMF)

T. 054) 854-7401 F. 054) 854-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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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optimal in every aspect of producing the best fish sauce from
its source to manufacturing facilities. YMF holds know-how in producing
fermented food including aekjeot (fish sause), jeotgal (salted seafood),
yukjeot (salted fish-flesh), white and black soy sauce.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천연식품•NATURAL FOOD Co.

50년 전통과 장인정신의 젓갈

Jeotgal of 50-year-long tradition and mastership

50년 전통
젓갈의 명가
천연식품
50년 전통과 장인정신으로
동해 청정지역인 감포 앞바다에서 50여년간 장인정신으로

멸치액젓 900ml / 1.8L

뻑뻑이액젓 900ml / 1.8L

젓갈생산만을 고집하며 젓갈에 관한 특허권 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Anchovy aekjeot 900ml / 1.8L

Bbukbbukyi (thick) aekjeot 900ml / 1.8L

동경국제식품박람회 및 유수의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신선한 재료에 장인의 손길을 담아 자연이 익
혀줄 때까지 3년을 기다려 비로소 김명수젓갈의 이름을 허
락합니다. 순수 100% 멸치원액 김명수액젓!!

3년 이상 발효된 멸치액젓에 꽁치가 곰삭아 뻑뻑하고 걸쭉
한 상태의 액젓입니다.

A powerhouse of jeotgal with 50-year-long tradition,
Natural Foo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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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음 멸치액젓 900ml / 1.8L
Bada naeum (Sea scent) Anchovy aekjeot 900ml
/ 1.8L
동해바다의 신선한 재료에 장인의 손길을 담아 자연
이 익혀줄 때까지 3년을 기다려 비로소 김명수젓갈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순수 100% 멸치원액 김명수액젓!!
저염간장으로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We select fresh materials from the East Sea, add master’s
touch, wait the nature to ferment it for three long years,
and fianlly, grant it with the name of Kim Myeongsu
Aekjeot. 100% anchovy extract Kim Myeongsu Aekjeot! It is
low-salinity and rich in flavor.

대표 김명수 CEO Kim Myeongsu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050 (전촌리 644-1)
2050, Donghaean-ro, Gampo-eup, G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NATURAL FOOD Co.

T. 054) 744-3536 F. 054) 6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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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th 50-year-long tradition and mastership, focus exclusively on producing jeotgal
(salted seafood) and hold three related patents. We also received favorable review from
well-known international food fair including the one held in Tokyo. Our company
is based on the coastal area of Gampo, whose fame is well deserved as a clean area of the East Sea.

We select fresh materials from the East Sea, add master’s touch,
wait the nature to ferment it for three long years, and fianlly, grant
it with the name of Kim Myeongsu Aekjeot. 100% anchovy extract
Kim Myeongsu Aekjeot!

Its texture is thicker and pulped because we add fermented
mackerel pike into 3-year-old anchovy aekjeot.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토리식품•Toryfood Co.

www.toryfood.com

엄마의 맘으로 만든
친환경 먹거리
㈜토리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죽

Soup with a quality certification acquired as traditional food

실라리안 호박죽 Sillarian pumpkin soup
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로 생산한 국내산 호박에 멥쌀과 찹쌀 그
리고 팥을 알맞게 섞어 재래식으로 끓여 제조한 것으로 옛날 시골
에서먹던 호박죽 고유의 맛이 살아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늙은호박(국내산), 단호박(국내산), 멥쌀(국내산, 무농약), 찹쌀(국
내산, 무농약), 팥(국내산), 설탕, 올리고당, 소금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아이들의 안심 먹거리를 위해 2001년 당시 두 살과 여

We boil Korean pumpkin, which was grown by local farmers under contract cultivation, with the right mix of nonglutinous rice, glutinous rice,
and adzuki beans. It will remind you of the taste of old home because it is
made in a traditional way.

섯 살 된 두 아이의 엄마였던 주부 김영선씨가 창업, 여

Materials & content

성민우회생협 한살림, 두레생협 등 주요 친환경 직거래

Pumpkin (Korean), sweet pumpkin (Korean), nonglutinous rice (Korean,
organic), glutinous rice (Korean, organic), adzuki beans (Korean), sugar,
oligosaccharide, salt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토리식품

소비자 협동 조합과 유기농 전문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건강한 우리 땅 지키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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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oryfood, provide safe food made with domestic
eco-friendly farm products. In 2001, we were established to produce safe food by Kim Yeongseon who
then was a housewife and a mother of two kids, one,
6-year-old, and, the other, 2-year old. We supply safe
food to organic food stores and major eco-friendly
consumer cooperative associations such as Hansalim, a women’s coop, and Dure-coop. We also stand in
front to protect our l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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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리안 팥죽 Sillarian adzuki bean soup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팥과 무농약 찹쌀, 멥쌀을 알맞게 섞어 끓여 제
조한 것으로 옛날 시골에서먹던 팥죽 고유의 맛이 살아있으며, 설탕
을 넣지 않아 풍부하고 진한 팥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팥(국내산), 찹쌀(국내산, 무농약),
멥쌀(국내산, 무농약), 소금
We boil the right mix of adzuki beans, which were produced by		
local farmers, organic glutinous rice, and nonglutinous rice. 		
It will remind of the taste of old home and provide the rich and		
true taste of adzuki beans because it is made in a traditional		
way without sugar.
Materials & content
adzuki beans (Korean), glutinous rice (Korean, organic),
nonglutinous rice (Korean, organic), salt

대표 김영선 CEO Kim Yeongseon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095 (동막리 19-5)
1095, Bijae-ro, Gonggeom-myeon,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oryfood Co.

T. 054) 541-5388 F. 054) 54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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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food
made in mother’s heart, Toryfood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청도감와인㈜•Cheongdo Persimmon Wine Co., Ltd.

세계최초의 정통 감와인

www.gamwine.com

The world first and classic, Persimmon wine

세계 최초의
정통 청도감와인㈜

고품격 감와인 GAMGRIN Regular
High-class persimmon wine
GAMGRIN Regular
• 750, 375ml
• Sweet하고 Tannin이 풍부한 고급와인
• 황금색의 맑고 산뜻한 아로마향과 부케향

• 생선, 고기, 치즈와 잘 어울림

특별한 축하, 축배의 자리를

• high quality wine that is rich in sweetness and tannin
• golden-colored with neat and clean aromatic floral scent
• goes well with fish, meat and cheese

빛나게 하는 청도감와인
‘신의 과일’이라 불리는 ‘감’으로 만든 세계 최초
와인 ‘감그린’은 감의 영양과 맛, 향이 그대로

최고급 정통 감와인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술입니다.

GAMGRIN Special

100% 청도반시를 특수 효모로 발효시켜

The best and classic persimmon wine
GAMGRIN Special

2년 이상 숙성시키면 감 특유의 떫은맛과
달콤한 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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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quality classical wine with unique body and dryness
• exquisite aromatic floral scent
• goes well with fish, meat and Han-jeongsik (Korean Table d'hote)

The world first and classic,
Cheongdo Persimmon Wine Co., Ltd.
Cheongdo Persimmon Wine will lighten the celebratory occasions
and special toasts.
It is the world first alcoholic beverage made from persimmons, the
god’s fruit. And it is full of life because of persimmon’s nutrients
and taste and flavor. We ferment half-dried Cheongdo persimmons
with special yeast for more than 2 years. Thus our wine boasts its
fantastic taste, harmonizing persimmon’s characteristic tastes of
astringency and sweetness.

신의 가장 큰 선물 GAMGRIN Ice Wine

맛있게 드시는 방법

God-given best gift, GAMGRIN Ice Wine

감와인은 7℃정도의 온도에 맞추어 드시면

• 375ml
• 홍시로 만든 최고급 아이스와인
• 벌꿀향이 가득한 환상적인 맛
• 아로마향, 부케향이 가득한 최고급 와인
• 과일, 디저트와 잘 어울림

가장 맛있습니다.

• best kind ice wine made of ripe persimmon
• superb taste full of honey aroma
• best quality wine with aromatic floral scent
• goes well with fruits and desserts

How to drink best
Persimmon wine can be enjoyed best when drank at 7˚C.

감와인 보관방법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눕혀서 보관,
개봉 후 일주일 이내 드시기 바랍니다.
How to store
Store it in a cool place away from sunlight, in horizontal position.
Please drink the whole within a week once you open the bottle.

대표 하상오 CEO Ha Sang Oh
본사 / 공장 Head office/factory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1길 27 (봉기리 1117)

Cheongdo Persimmon
Wine Co., Ltd.

27, Bonggi 1-gil, Punggak-myeon, Cheongdo-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4) 371-1100 F. 054) 371-1219

와인터널 Wine tunnel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길 100길 (송금리 252-2)
100, Songgeum-gil, Hwayang-eup, Cheongdo-gun, Gyeongsangbuk-do (Songgeum-ri 252-2

T. 054) 371-1904 F. 054) 37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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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375ml
• Body감과 Dry한 맛의 고급 정통와인
• 아로마향과 부케향의 절묘한 조화
• 생선, 고기, 한정식에 잘 어울림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Punggi Ginseng Farming Corp.

www.goldsam.com

대한민국 인삼명장이 만드는
풍기인삼공사영농조합법인
‘김정환홍삼’
사람은 흙을 속일지라도 흙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1986년 설립이래 오직 6년근 홍삼식품 제조에만 주력해온 풍기인삼공사는
소백산맥 아래 청정한 흙에서 직접 엄선한 고품격 홍삼만을 재료로 건강기능식품에 맞춘
홍삼식품전문제조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제조설비와 자연채광을 이용한
홍삼건조 시스템을 완비하여 최신 위생 설비와, 전통적 방법을 고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0여년 동안 이어온 재배가공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관리, 그리고 대한민국 인삼의

소백산 기슭에서 직접 재배한 엄선된 홍삼

제품 Choice red ginseng products grown in the foot of the Sobaek Mountain

김정환홍삼농축액 Kim's red ginseng extract
인삼명장이 직접 재배 가공한 고품격 6년근 홍삼을 장시간 반복 추출
하여, 10가지 이상의 유효사포닌성분이 담겨있으며 진세노사이드 함
량이 높은 프리미엄 100% 6년근 홍삼농축액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
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개선, 항산화에 도움
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내용량 120g / 240g Net contents 120g / 240g
This 100% 6-year-old red ginseng extract contains more than 10 active saponin ingredients and is high in ginsenoside, by repeatedly extracting high quality
6-year-old red ginseng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a health functional product, improving immunity, easing tiredness, helping blood flow by preventing
platelet aggregation, enhancing memory, and activating antioxidation effect.

김정환홍삼액 Kim's red ginseng juice
인삼명장이 직접 재배 가공한 고품격 6년근 풍기 홍삼을 48시간
동안 저온에서 추출하여 홍삼 본래의 맛과 향이 진하게 살아있는
100% 홍삼추출액입니다.
내용량 80 ml x 30 ea 72,000원 / 80 ml x 60 ea 138,000원
It is a 100% red ginseng extract that is deep in true taste and flavor of red
ginseng by extracting high quality 6-year Punggi red ginsengs, grown by
ginseng masters, at a low temperature for 48 hours.
Net contents 80 ml x 30 ea 72,000 won / 80 ml x 60 ea 138,000 won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장인정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흙과 맺은 땅과의 아름다운 약속,

70

71

그리고 6년근 제품 그 고집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Korean ginseng masters’ producing Kim’s Red Ginseng
of Punggi Ginseng Farming Corp.
Man may deceive the earth, yet the earth never deceives man
Punggi Ginseng Farming Corp. has focused solely on the manufactur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made with 6-year-old
red ginseng since its inception of 1986. We exclusively select high quality red ginsengs that are grown in the pristine soil
under the Sobaek Mountains. We integrate traditional methods and up-to-date modern facilities that fit for
manufacturing health functional foods and for dehydrating red ginsengs with natural lighting. With strict quality control
and farming-and-processing techniques, we represent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producing Korean ginseng over 50 years.
We, Punggi Ginseng Farming Corp., under the solemn pledge with the earth, cultivate 6-year-old red ginsengs with honesty
and integrity. We will hold onto the principle of farming ginsengs for 6 years.

www.sill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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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땅 위에 정성을 심는 풍기인삼공사는 한결같이 지켜온 풍기에서의 6년근 재배

홍삼과겨우살이 Red ginseng and mistletoe

김정환홍삼정과 Glazed Kim’s red ginseng

인삼명장이 직접 재배, 가공한 6년근 홍삼과 국내산 참나무 겨우살이
를 48시간동안 저온 추출하였으며, 홍삼과 겨우살이를 이용하여 추출
해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내용량 80ml x 30ea 89,000원 / 80ml x 60ea 173,000원

모양과 품질이 우수한 6년근 홍삼 원형 그대로 벌꿀에 당침시켜 알맞
게 건조시킨 후, 한 뿌리씩 진공 포장한 제품입니다. 6년근 홍삼의 고
유의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한 고급형 홍삼제품입니다.
내용량 400g [8본] 126,000원

It is a patented product using 6-year-old red ginsengs that are grown by
ginseng masters and domestic Silverberry-like taxillus, extracted at a
low-temperature for 48 hours

We carefully select 6-year-old red ginsengs that are excellent in forms and
quality, sugar it, dry it, and then individually vacuum-pack it. It is a luxurious
product that holds 6-year-old red ginseng’s characteristic taste and flavor.

Net contents 80ml x 30ea 89,000 won / 80ml x 60ea 173,000 won

Net contents 400g [8 roots] 126,000 won

대표 김정환 CEO Kim Jeonghwan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 1396 (신전리 120-85)
1396, Yongju-ro, Anjeo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Punggi Ginseng Farming Corp.

T. 054) 638-2304 F. 054) 634-7350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Punggi Specialty Farming Corp. (Cheon Jemyeong Red Ginseng)

소백산 기슭에서 직접 재배한 엄선된 홍삼

천하제일명품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천제명홍삼’

제품 Choice Red Ginseng Grown in the Foot of the Sobaeksan Mountain

홍삼농축액골드

홍삼순액골드

Korea Red Ginseng Extract Gold

Korean Red Ginseng

120g×1병 / 240g×1병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오랜 시간 농축하여 만든 고 순도 홍삼원액제품
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
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0g×1 bottle / 240g×1 bottle

홍삼 한 길만을 고집해온 홍삼전문기업,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1995년 창립 이래 오직 홍삼제품에만 주력해온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2004년 ‘천제명’ 브랜드 출시와 함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원들이 계약 또는 직접 재배·가공한 양질의 원료만 엄선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It is a high purity red ginseng undiluted solution made by concentrating the
6-year old red ginseng root for long time. It is a health functional food that
can help to enhance immunity, improve fatigue, smooth blood circulation
through inhibiting platelet aggregation, improve memory, and antioxidant
effect.

Pure Extract Gold

80ml×30포 / 80ml×60포
국내산 6년근 홍삼만으로 72시간 이상 천천히 추출하여 건강을 위
하여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만든 홍삼성분 함량이 높
은 순액제품입니다.
80ml×30 packet / 80ml×60 packet
Extracted slowly for more than 72 hours using only domestic 6-year old red
ginseng root, it is a pure product containing high amount of red ginseng component that is made with our utmost sincerity so that you can trust and drink.

‘Cheon Jemyeong’ Red Ginseng, which means the best under the heaven,
associated with Punggi Specialty Farm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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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차골드

홍삼액골드

Korean Red Ginseng Tea Gold

Korean Red Ginseng Pure Extract Gold

3g×25포 / 3g×50포 / 3g×100포
국내산 6년근 홍삼에서 추출한 홍삼 농축액을 과립형태로 제조하여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
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0ml×60포
6년근 홍삼만으로 추출 및 여과한 것을 그대로 오랜시간 농축하여 만
든 스틱형 홍삼농축액 제품으로 면역력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강기능식품입니다.

3g×25 packet / 3g×50 packet / 3g×100 packet
It is a health functional food made into a form of granula extracted from
domestic 6-year old red ginseng root to help enhance immunity, improve
fatigue, smooth blood circulation through inhibiting platelet aggregation,
improve memory, and antioxidant effect.

홍삼절편골드 Korean Red Ginseng Slices Gold

70ml×60 packet
It is a health functional food made into stick-type red ginseng concentrate,
made by concentrating long time only with the extracted and filtered 6-year
old red ginseng root, which helps to enhance immunity, improve fatigue,
smooth blood circulation through inhibiting platelet aggregation, improve
memory, and antioxidant effect.

20g×10EA
국내산 6년근 홍삼을 얇게 썰어서 증숙 후 벌꿀과 과당에 당침하여 적당히 건조시켰
으므로 달콤하면서도 맛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여 홍삼고유의 향취를 음미할 수 있
는 제품입니다.
We thinly sliced domestic 6-year old red ginseng, steam-ripened them, and then sugar coated
them with honey and fructose. After that they are properly dried to make them sweet, soft, and
chewy so that you can taste the flavor characteristic of red ginseng.

대표 박관식 CEO Park Gwansik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118 (백리 654-2)

Punggi Specialty Farming Corp.
(Cheon Jemyeong Red Ginseng)

1118, Jungnyeong-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80-636-4114 (무료전화) F. 054) 63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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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gi Specialty Farming Corp. solely focuses on producing red ginseng specialties
Punggi Specialty Farming Corp. has exclusively concentrated on producing red ginseng product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and now is making a strong leap with launching the brand of
“Cheon Jemyeong” in 2004. We boast the best products because they are made with the fine
quality materials that were grown and processed by our member-farmers.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 (주)이비채•EBICHE Co., Ltd.

자연이 깃들다
농업회사법인 ㈜이비채
자연을 향한 건강한 먹거리
2000년 창립 이래 “자연을 향한 건강한 먹거리” 라는 이념을 목표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음료, 인삼/홍삼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년 이상의 생산/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 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R&D, R&BD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디농장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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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새로운 건강음료

홍삼 제품 New type of healthy drinks of modern people, red ginseng products

홍삼액에 인삼이 “뿌리채”

홈삼99

이비채 홍삼진액

Korean red ginseng drink with root “Bbu-ri-che”

Red ginseng 99

Ebiche red ginseng essence

특허등록 [제 10-0737271]
‘한국전통식품 BEST5’ 금상(국무총리상)수상 제품
홍삼액에 수삼 1본이 뿌리째 함유(3년근이상)
시각, 후각, 미각을 동시에 충족
기능성과 영양성까지 겸비한 우수제품

6년근 홍삼과 생강농축액, 칡농축액, 대
추농축액 계피농축액 등을 이용하여 만
든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음료

홍삼농축액(4년근/국내산)외
생강, 계피, 구기자 등의 한약재를 이용하
여 만든 제품.
파우치 형태의 포장으로 소지하기 용이. 가

HALAL / KORSHER 인증
Obtained a Patent (No. 10-0737271)
It has one whole fresh ginseng inside the red ginseng concentrate
It satisfies all senses of sight, smell, taste at the same time and
has functionality and nutrition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Awarded Korean Traditional food BEST 5 Gold medal

Nature-indwelling, EBICHE Co., Ltd.

 ALAL authentication acquisition. Consumption of both red
H
ginseng and ginseng

“Healthy edibles toward nature”
Since the inception in 2000, we have provided health functional foods including
ginseng & red ginseng products and eco-friendly drinks made from local farm produce,
under the slogan of “Healthy foods nesting the nature” as our philosophy.
We hold various groups of products based on more than 20-year’s knowhow in
producing and manufacturing, and keep on continuous R&D efforts through the
in-company research center.
We als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by operating various
experience-activities in a mulberry farm.

내조의 여왕

(베트남 hit상품)
 healthy drink for modern people, made
A
with 6-year-old red ginsengs and various
concentrates extracted from ginger, kudzu, jujube, and cinnamon. (acknowledged
as a hit item in Vietnam)

볍게 섭취하기 좋은 건강음료
It is an easy-to-take healthy drink made
with red ginseng extract (4-year-old,
Korean) and various medical herbs such as
ginger, cinnamon, boxthorn, and others.
The product is also easy to carry because it
is individually packaged in a pouch.

오디뽕 The queen of supportive wives, mulberry products

별빛촌 발효오디&뽕

오디이야기

Byulbitcheon (starlight village) fermented mulberry

Mulberry story

다수의 특허가 함유된 기술집약 제품
인증 받은 ‘오디나무’(뽕나무)의 열매, 나뭇가지, 잎, 뿌리껍질 까지
모두를 원료로 함(안토시아닌 풍부)
국가사업(R&D)의 결과물로써, 뽕나무 한 그루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아

오디를 수확 후 바로 급속동결에 성공하면서 생생한 오디의 영양분을 고
스란히 담아 만든 제품.
오디 청, 오디 초, 오디 즙의 구성으로 오디 제품을 다양하게 섭취 할 수 있

만든 제품

The nutrients of fresh mulberries remain undamaged in the product because
we succeeded in rapid freezing it right after gathered from a tree. We present
it in various forms, such as honeyed mulberry, mulberry in vinegar, and
mulberry juice. We do not use synthetic preservatives and congeners, and
artificial colorings for the product.

It is a knowhow-concentrated product made through multiple patented
technologies. It is made with various parts of a mulberry tree (its fruit,
branch, leaf and bark). We co-developed the product with the RIS project
group i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fund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e nest nutrients of a whole mulberry tree in our product.

도록 만든 제품. 3無 제품(합성 보존료, 합성 착향료, 합성 착색료 無)

대표 추성태 CEO Choo SungTae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공단길 21 (황강리 169-1)
21, Hwangganggongdan-gil, Imgo-myeo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Ebiche Co., Ltd. T. 054)336-5300 F. 054)33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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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biche.com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알알이푸드•Alali Food Co.

4대를 이어온 장맛

4代를 이어온
장맛!
㈜알알이푸드
장일품된장은 된장입니다
국산콩을 잘 삶아 황토방에서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궈 시간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된장이 맛있게 곰삭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그녀
그녀가 만든 된장맛이 궁금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된장다운 된장을 만들겠다는 고집으로 묵묵히 매일 콩을 삶습니다.

True taste of Jang (Korean sauce) ran down 4 generations,
Alali Foo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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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메주

간장

Traditional meju (fermented soybean
lump)

Soy sauce

(주)알알이푸드에서 개발한 특수제작 된 압력솥
으로 국산콩(백태)를 삶아 식힌 뒤 발효후, 특
허개발한 재래메주 성형기로 모양을 만들어 건
조한 제품
We boil soy beans in a pressure cooker that was
specially developed and made by Alali Food Co.,
and cool it, ferment it, shape it in a patented molder, and finally dehydrate it.

장기 숙성을 시키고 장을 뜰 때 매번 적은
양만이 추출됨으로 맛이 진하고 당도가 높
은 제품. 향이 좋으면 잡냄새가 없음
It is rich in tasting and high in sugar content,
because we ferment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ough we can only get a small amount of
extract from each fermentation period.

청국장

된장

Cheonggukjang (rich soybean paste)

Doenjang
엄선된 100% 국내산 메주콩을 특수제작된 솥
을 사용하여 콩을 삶는 과정에서부터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제품

(주)알알이푸드가 산학연계한 연구팀과 함
께 개발한 청국장균을 첨가하여 냄새가 적
고 영양소 분해를 높게한 제품

We minimize the loss of nutrients by boiling
carefully-selected-Korean soybeans in a specially-made sot (a pot made of cast iron).

It is low in fermentation smell and high in
nutrient-supply because we add beneficial
cheonggukjang bacteria that are co-developed
by Alali Food Co.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미숫가루

고추장

Misootgaru

Gochujang (red chili paste)

11가지의 국내산 곡물(콩, 보리쌀, 백미, 찹쌀,
현미, 율무, 참깨, 김, 당콩, 옥수수, 들깨)을 각
재료의 성질에 따라 생산한 제품

정성껏 고른 잘 말린 고춧가루에 띄운 찹
쌀, 메주가루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

It is a powder of 11-kind roasted grains including
soy bean, pearl barley, white rice, glutinous rice,
brown rice, adlay, sesame, laver, kidney bean,
corn, perilla, all of which were grown in Korea.

It is a mixture of meju powder, fermented
glutinous rice, and red chili powder that was
well selected and dried.

선물세트
Gift set
'혼밥', '1인가족' 이 일반적인 시대에 발맞추어 용량을 줄이고 가정에서 꼭 필요한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It is a gift set perfectly fitting for the current trend of “eating alone” and “one-person household”. We reduce the content volume and
comprise the set with the inevitable such as doenjang (soybean paste), gochujang (red chili paste), and ganjang (soy sauce).

대표 윤지영 CEO Yoon Jiyeong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23 (용소길 192-3)
192-3, Yongso-gil, Chojeon-myeon, Seongju-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lali Food Co.

T. 054)931-1130 F. 054)93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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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lpoom Doenjang is soybean paste.
We boil Korean beans for a just right amount of time, ferment it in a hwangtobang (a room made of
red clay), immerse it in salted water, and wait for a promised time.
She, the CEO, tells that there is not much to do, while doenjang (soybean paste) being rightly fermented. We wonder how her doenjang tastes like. She diligently keeps on boiling beans everyday,
in a firm resolution of realizing true doenjang in the 21 century.

장류 True taste of Jang (Korean sauce) ran down 4 generations, Sauces

밥상

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 청량와인(주)•Agricultural Corporation Cheongryang Wine Co.

www.solmaru.co.kr

백두대간이 만드는
붉은 물방울,
맛과 멋의 우리 와인
농업회사법인 청량와인㈜
백두대간 산자락 봉화의 청정자연 속에서 자란 산머루만으로
순수한 우리 와인을 빚었습니다.
청정자연 봉화의 산간지대는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로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은 최상급 산머루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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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dudaegan-producing red drops, Wines

산머루와인 Sanmeoru Wine (wild grapes)

솔마루 1호 Solmaru No. 1

375ml×1본입 / 375ml×1 bottle
정통 레드와인 양조기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한 산머루만을 사용한 깊고 신선한 맛과 향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375ml×2본입 / 375 ml×2 bottles
정통 레드와인 양조기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한 산머루만을 사용한 깊고 신선한 맛과 향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It is excellent in flavor, and deep and fresh in taste. Because we only use fine
sanmeoru (wild grapes) produced in Bonghwa-gun and manufacture it in
authentic red wine brewing techniques.

It is excellent in flavor, and deep and fresh in taste. Because we only use fine
sanmeoru (wild grapes) produced in Bonghwa-gun and manufacture it in
authentic red wine brewing techniques.

최적의 기후조건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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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마루 산머루와인은 청정자연의 깊은 맛과 멋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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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이 만드는 붉은 물방울 와인

마시는 순간 우리의 미각과 감성을 채워줍니다.

Baekdudaegan-producing red drops,
Korea-producing wine with exquisite taste and flavor
Agricultural corporation Cheongryang Wine Co.
We make our own wine using only sanmeoru, which
(wild grapes) grew up in the pristine nature of Bonghwa at
the skirt of Baekdudaegan (the Baekdu Mountain ranges).
The mountainous area around Bonghwa produces premium
sanmeoru, which is high in sugar content and excellent in taste and flavor,
because it boasts optimal weather conditions with a lot of sunshine
and a large daily temperature range. Our Solmaru
sanmeoru wine satisfies our sensitivity and
palate even with one sipping, because
it embodies the deep sense
of the pristine nature.

산머루와인 Sanmeoru Wine (wild grapes)

솔마루 2호 Solmaru No. 2

750ml×1본입 / 750ml×1 bottle
정통 레드와인 양조기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한 산머루만을 사용한 깊고 신선한 맛과 향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750ml×2본입 / 750ml×2 bottle
정통 레드와인 양조기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한 산머루만을 사용한 깊고 신선한 맛과 향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It is excellent in flavor, and deep and fresh in taste. Because we only use fine
sanmeoru (wild grapes) produced in Bonghwa-gun and manufacture it in
authentic red wine brewing techniques.

It is excellent in flavor, and deep and fresh in taste. Because we only use fine
sanmeoru (wild grapes) produced in Bonghwa-gun and manufacture it in
authentic red wine brewing techniques.

청량와인(주)
Agricultural Corporation
Cheongryang Wine Co.

대표 김경민 CEO Kim Gyeongmin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1 농공단지길 73 (거촌리 774)
73, 1nonggongdanji-gil, Bonghwa-eup, Bonghwa-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10-4810-5600 F. 054) 67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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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서원푸드•SEOWONFOOD Inc.

www.seowonfood.co.kr

차별화된 기술로 깨끗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주)서원푸드
소비자를 위해! 직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원재료의 신선함이 입 안 가득 퍼지는

‘만두’ ‘Dumpling’ with the freshness of raw ingredients spreading out inside the mouth

바오미 고기 손만두 Baomi Meat Dumplings

바오미 김치 손만두 Baomi Kimchi Dumplings

1kg(약28g x 36개 ± 2) / 28g
믿을수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맛있습니다.

1kg(약28g x 36개 ± 2) / 28g

Made with reliable domestic pork and fresh vegetables, it tastes even better.

Made with reliable domestic pork and fresh vegetables, it tastes even better.

(주)서원푸드 근로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회사, (주)서원푸드입니다. 30년 전통

믿을수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맛있습니다.

의 Know-how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냉동만두를 생산하는 식품회사입니다. 내수시장은
물론 유럽시장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서원푸드는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비자ㆍ직원ㆍ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We Make Clean Food with Differentiated Technology
SEOWONFOOD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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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nsumers! For the Employees! For the Local Community! A Company That
Fulfills One’s Responsibility!
This is Seowon Food, a family-friendly company where workers can work with a smile.
Based on know-how from 30 years of tradition, we are a food company producing safe
and delicious frozen dumplings. Starting from domestic market and European market,
we have concluded exportation contracts with the USA and Canada to grow into a global
food company. We, at Seowon Food, promise to do our best to produce safe food, and
will become the company doing our best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toward consumers,
employees, and local community.

81

바오미 매콤 전병 Baomi Spicy Pancakes

바오미 새우교자만두 Baomi Shrimp Jiaozi Dumplings

1kg(약38g x 26개 ± 1) / 38g
쫄깃쫄깃! 찰지게 잘 빚은 전병피!
매콤 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입니다.

1kg(약20g x 50개 ± 2) / 20g

Chewy! Sticky pancake skin!

Filled with fresh shrimp flesh!

It has an excellent hot and spicy taste.

싱싱한 새우살이 듬뿍!
새우살의 탱탱한 맛과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You can feel the refreshing taste and texture of shrimp flesh.

바오미 포자만두 Baomi Poja Dumplings
1kg(약28g x 36개 ± 2) / 28g
믿을수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신선한 야채를 사용하여 더욱 맛있습니다.
Made with reliable domestic pork and fresh vegetables, it tastes even better.

대표 김설희 CEO Seol-hee Kim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2로 41 (북사리 1085-8)

SEWON FOOD Inc.

41, Jaingongdan 2-ro 4-gil, Jai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 053-856-0455 F. 053) 856-0308

www.sillar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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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나고 자란 향토 먹거리 Local Food Born and Grown in Gyeongbuk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주식회사•Agricultural Corporation Aramfarm Co., Ltd.

www.ijoaapple.com

믿고 먹는
친환경 식품,
아람농장
아람농장(주)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출시하였으며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가족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성을 다해 자연을 담은 건강음료

Healthy Beverages Filled with Nature

아람드리 시리즈 Aramdree Series

아람팜 블루베리 / 아로니아 / 오미자 Aramfarm Blueberry / Aronia / Omija

- 국내산 친환경(GAP)농산물을 껍질째 직접 갈아서 만든 건강음료
- 특허 기술인 저온효소추출공법을 이용하여 고온에서의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
- 미국FDA인증, HACCP인증
- 식물성 섬유질이 다량 함유
- 다양한종류: 감귤, 딸기, 사과, 포도, 천도복숭아, 유자, 자두 등
- 경북우수농산물 지정

- 국내산 무농약블루베리/아로니아/오미자를 껍질째 직접 갈아서 만든 건강음료
- 농축액만을 사용하여 만든 환원형 주스와는 차별화된 고급 건강음료
- 5無: 합성착향료, 합성색소, 합성보존료, 식품첨가물, 설탕
-H
 ealthy beverages made with domestic pesticide-free blueberry/aronia/omija pureed together with skin
-P
 remium healthy beverag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duced juices made with only concentrates
-5
 No’s: No artificial flavoring, artificial colors, synthetic preservatives, food additives, and sugar

-H
 ealthy beverages made by pureeing domestic eco-friendly (GAP) agricultural produce with skin
-U
 ses patented low temperature enzyme extraction process to minimize destruction of nutrition by high
temperature

Eco-friendly Food That You Can Trust and Eat,
Agricultural Corporation Aramfarm Co., Ltd.
82

- Plant dietary fiber is abundantly contained
-V
 arious flavors: tangerine, strawberry, apple, grape, heavenly peach, citron, plum, etc.
- Designated as Gyeongbuk Good Agricultur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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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s: No artificial flavoring, artificial colors, and synthetic preser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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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 Farm Inc. uses domestic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o produce various
processed food. We also wish to preserve the income of harvesting farmhouses and
provide safer and healthier products to the families.

- US
 FDA Certified, HACCP Certification

마마젤리쭈 딸기 / 망고 Mama Jelly Jjew Strawberry / Mango

호박이넝쿨째 Organic Pumpkin Beverage

- 국내산(고령) 유기농딸기, 제주산 무농약감귤을 주원료로 사용

- 국내산 유기농호박을 주원료로 사용

- 저온효소추출방법(본사특허기술)을 이용하여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
분의 파괴를 최소화
- 27시간의 정성스런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여 안심하고 음용할수 있는 젤
리음료

- 특허 기술인 저온효소추출공법을 이용하여 고온에서의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
- 영양소가 많은 껍질째 가공하여 호박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영양
성분 풍부
- 식물성 섬유질이 다량 함유 되어 있는 식이성 섬유음료

- 여름에는 살짝 얼려 슬러시 처럼 드실 수 있는 이색적인 음료
-D
 omestic (high altitude) organic strawberries and Jeju pesticide-free tangerines are used as main
ingredients
-U
 ses low temperature enzyme extraction process (patented technology of our company) to minimize
destruction of active ingredients contained in fruits
- J elly beverage that you can safely drink, as they are produced through 27 hours of sincere manufacturing
process
-A distinctive beverage that you can freeze slightly and drink during summer

- 중탕 추출방법이 이용한 건강원의 제품화 차별화된 제품
- Domestic organic pumpkins are used as main ingredients
-U
 ses patented low temperature enzyme extraction process to minimize destruction of nutrition by high
temperature
-P
 rocessed with skin, which contain high amount of nutrients, thus it is rich in nutrients contained in
pumpkin skin
- Dietary fiber beverage containing abundant amount of plant dietary fiber
- A differentiated product using extraction by double boiling method

대표 윤선주 CEO Yoon Sun Joo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 319 (가야리 292-2)
319, Gayaro, Jinrangeub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Corporation Aramfarm Co., Ltd.

T. 053-854-4421 F. 053-857-4421

Dong Daegu Bus
Terminal

동대구 I.C

동대구고속
버스터미널

동신교

Dongsin-gyo

Dong Daegu I.C

MBC
실라리안 본점
Sillarian
bonjeom
(Head shop)
제일빌딩

법원 Court

Jeil Bldg

수성교

Suseong-gyo

경상북도우수브랜드-실라리안
The Excellent Company Brand of Gyeongsangbukdo

범어역

Beomeo Station

2

KT수성지사

KT Suseong District Office

경산

Gyeongsan

수성못

Suseong mot

대구본점

Daegu head shop

구매문의T. 053)754-1418

Inquiry T. +82-53-754-14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3(범어3동 13-8)

373, Dongdaegu-ro,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실라리안이 함께합니다
Sillarian partnering for your happiness

구미원평네거리

gumi wonpyeong
negeoli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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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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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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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Car Service

서울보증보험
구미지점
Seoul Guarantee
Insurance Gumi
branch

구미지점

Gumi branch shop

T. 054)456-9903

Republic of Korea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43길 7(원평동 1077-8번지)

구미IC Gumi I.C.

7, Gumijungang-ro 43-gil, Gumi-si, Gyeongsangbuk-do,
T. +82-54-456-9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