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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개Overview

개최 목적 전북 익산에 조성된 혁신성장의 메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가치를

생산자(기업)와 소비자(바이어)가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

슬  로  건 “ 다시 맛난 세상 ”

살 맛나는 내일로(Tomorrow)! 세계로(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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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사 개요 행  사  명 : 202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in 익산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 9월 9일(목)

장       소 : 온라인 www.if-festival.or.kr

키메시지 : 식품을 크리에이팅 하다

주       최 :

주       관 :

행사내용 : 온라인 개막식 (Live) / TV특집생방송 / 연사초청 특별강연

온라인 기획전 (쿠팡X우체국쇼핑) / 유망식품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스트리밍 / 비즈니스 화상 상담(해외.국내바이어)

FOOD UCCㆍ웹툰 공모전 / 식품기업 온라인 전시 .홍보



프로그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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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식전공연

개막식

입점설명회

(NS홈쇼핑)

7:00

시간 다목적홀 국제회의실 소통곳간 로비

8:00

9: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쿠킹클래스
(10:30~11:30)

라이브커머스-1

인플루언서 “홍석천”

라이브커머스-3

라이브커머스-2

라이브커머스-4

모닝와이드
★SBS 생중계

(with LTE)

(07:30~08:30)

으랏차차 식품대전 
★JTV 생중계

(12:50~14:00)
바이어 화상 상담회

(해외)

9.8(수)

라이브커머스-3

라이브커머스-1

푸드폴리스

슈퍼토크
라이브커머스-4

바이어

화상상담회

(국내)

10:00

시간 다목적홀 국제회의실 소통곳간 로비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인플루언서 “홍사운드”라이브커머스-2

9.9(목)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소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과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입니다.

한미FTA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식품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식품진흥원은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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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POLIS입 / 주 / 현 / 황

고려자연푸드

남도꼬막

세계로

케이엔에스

미래푸드

메디플러스푸드

헬로헬쓰티

유스타팜

예가원

예원푸드

(주)케이푸드

엠티솔루션

F&B

해오담

미담

청정팜

나래푸드

하림푸드

선해수산

머쉬라인

2021년 8월 기준

씨엔씨커피



참가기업

(주)239bio

(주)가보자

국민바이오(주)

나리찬(주)농업회사법인

(주)담꽃

(유)꼬핌

농업회사법인(유)더원푸드

퍼멘진

(주)삼영유니텍

농업회사법인(주)서준식품

성원PCM(주)

순수본(주)

(유)씨엔씨커피

에스시디디(주)

유니온테크(주)

(주)케이푸드

(주)정담

농업회사법인(주)제이웰푸드

(주)초심푸드

(주)카페예

코엔에프(유)

(주)팜인더

(주)프레시고

(주)프롬네이처

(주)프롬바이오

(유)해오담 농업회사법인

(주)네오크레마

매일식품(주)

(주)에스에프씨바이오

(주)에이치에스에프앤비

엠씨후디스(주)

농업회사법인 누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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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삼구

063-835-3939

063-834-3939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1

혈당엔디앤디 , 디앤디 - R

bjlee1145@naver.com

(주)239바이오
www.239bio.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 제품명 |  혈당엔디앤디

•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 섭취하시면서 매일매일 건강을 체크하세요. 

| 제품명 |  디앤디-R

• 건강한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 혈당엔디앤디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239바이오는 천연물질소재 특허를 기반으로 고객님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건강기능식품 "혈당엔 디앤디", 과채가공품 “디앤디-R” 등 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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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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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배인태

063-212-3755

063-832-3755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4길 63

옛날식혜, 옛날호박식혜, 수정과

gaboja@gabojafood.com

(주)가보자
www.gabojafood.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 제품명 |  온골진 옛날식혜

• 신동진 햅쌀을 도정된지 보름 이내 것만 사용하여

    단맛을 만듭니다.

• 토종 생강을 사용하여 깊은 맛을 우려냈습니다.

• 밀가루가 섞이지 않은 100% 순수 보리로 싹 틔운

    엿기름을 사용합니다.

㈜가보자는 가족이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자는 뜻을 품은 기업으로 전북도내 식자재(전북 

햅쌀, 완주 봉동생강, 완주 늙은호박 등)를 활용하여 방부제를 넣지 않고 전통방식 그대로 8시간의 

정성으로 식혜를 생산하고 있는 바른 기업입니다.

| 제품명 |  온골진 옛날 수정과

• 계피의 알싸한 향과 달큰한 풍미가 가득한 수정과입니다. 

• 수정과는 고유의 따뜻한 성질로 차갑게 마셔도 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소화를 돕는다고 하여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곁들여 마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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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성문희

02-927-2024/1899-8551

02-927-2025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51-2

국민바이오 [ 약콩 두유 / 제주나물콩 두유 ]

toki811@kmbio.co,kr

국민바이오(주)
www.kmbio.co.kr(공식) / www.kmbio.shop(자사몰)

기업 소개

제품 소개

국민바이오는 국민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로서 국민대학교 연구진의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2019년 

설립되었으며, 국내 농진청에서 소폭개량한 순 우리종자 ‘익산 소청자’ 내 기능성 성분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바이오 식의약소재 헬스 R&D 기업입니다.

| 제품명 |  국민바이오 제주나물콩 두유

• 청정지역 제주도의 ‘제주 풍산나물콩’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원액두유 99.9%의 진한 전두유

    (※타사의 원액두유 함량 70~80% 수준)

• 무첨가 두유(무가당, 무유화제, 무안정제, 무착향료 등)

• 위생시설에서 생산(HACCP인증)

• 1포 60kcal / 단백질 5g

| 제품명 |  국민바이오 약콩 두유

• 차별화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익산 소청자’를 통째로

    넣어 갈아 만든 원액 두유 99.93%의 고소하고 진한

    전두유 (※타사의 원액두유 함량 70~80% 수준)

• 무첨가 두유(무가당, 무유화제, 무안정제, 무착향료 등)

• 위생시설에서 생산(HACCP인증)

• 1포 65kcal / 단백질 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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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문성호

063-853-3777

063-853-37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50

김치류, 김치김부각

narichanfood@gmail.com

나리찬(주) 농업회사법인
http://narichan.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나리찬은 전통방식 전라도식 김치를 만들어온 기업입니다. 나리찬 김치는 황태머리를 우려낸 특제 

육수와 젓갈의 향을 줄이고 감칠맛은 높인 황금비율 젓갈을 사용하여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17년 업력의 대표이사의 노하우로 2020년도 외식산업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제품명 |  나리찬 포기김치

• HACCP인증 ISO22000인증 받은 우수한

    위생환경에서 제조

• 2가지 이상의 젓갈을 활용하여 감칠맛을 높임

• 100% 국내산 우수한 원물을 선별하여 사용

• 황태머리를 120도에서 1시간이상 우려낸 육수사용

| 제품명 |  김치 김부각 - 오리지널

• 우수한 국내산 김으로 제조

• 100% 국내산 원물을 사용한 김치 함유

• 현미유를 사용하여 식감과 맛을 높임

• 한국 전통식품 김부각과 김치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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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생강차

• 국내산 생강 사용!

• 생강을 설탕에 절이지 않고 착즙하여 오랜시간

    달여낸 생강차

| 제품명 |  고운단팥죽

• 국내산 팥 사용

• 팥을 갈지 않고 체에 두 번 걸러내 비단 같이 고운단팥죽

• 팥껍질이 들어가있지 않아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단맛.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오숙경

02-595-0007

02-595-1955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72

생강차, 팥죽, 구움찰떡, 팥잼 등

choiys@damccot.com

(주)담꽃
www.damccot.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오래도록 전해져 온 소박한 맛. 우리는 코리안디저트를 만듭니다. 코리안디저트의 올드&뉴

주식회사 담꽃은 제6대 떡명장 오숙경 대표가 이끄는 디저트 제조회사로, 서래마을 담장옆에국화꽃 

한식디저트 카페로부터 시작하여 팥죽, 생강차, 구움찰떡, 팥잼 등 다양한 한식디저트를 제조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자사제품을 자체생산할 수 있는 

담꽃팩토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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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돼지고기 짜글이

• 돼지고기, 냉동야채, 짜글이 소스 305g 구성

• 1~2인분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한 간편조리세트

• IQF시설에서 급속 냉동한 국내산 냉동야채 사용

• HACCP 인증 보유

| 제품명 |  얼큰 우거지 해장국

• 우거지, 얼큰우거지해장국소스 340g 구성

• 1~2인분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한 간편조리세트

• IQF시설에서 급속 냉동한 국내산 냉동야채 사용

• HACCP 인증 보유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서형원

063-538-2135

063-538-2130

전북 정읍시 북면 3산단 4길 114-7

가정간편식

etech77@naver.com

(유)꼬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유)꼬핌은 농부의 마음으로 먹거리에 정직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HACCP 위생설비를 사용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따른 트랜드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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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최진원

063-834-5533

063-834-5534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4길 16

통가슴살, 리얼안심큐브, 실온닭가슴살

허브치킨스틱, 코코넛맛치킨링

dwfood5533@naver.com

농업회사법인(유)더원푸드
www.holydak.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저희 더원푸드는 현대사회인들에게 부족한 단백질을 남녀노소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22000(식품안전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  홀리닭 통가슴살 오리지널

• 100%국내산 닭가슴살

•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 식감의 닭가슴살

• 맛있게, 건강하게 꾸준한 식단관리도움

• HACCP, ISO22000, FSSC22000 인증

• 현대인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

| 제품명 |  부드러움에 반한 마일드가슴살

• 100%국내산 닭가슴살

•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기본 닭가슴살

• 실온보관이 가능하여 보관에 용이

• HACCP, ISO22000, FSSC22000 인증

• 현대인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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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퍼멘진 발효홍삼정 프리미엄

• 체내흡수력 UP!, 쓴맛 DOWN!

• 유산균 발효 특허공법으로 흡수력은 높이고 

    특허기술로 쓴맛을 줄인 고품격 발효홍삼 농축액 

| 제품명 |  퍼멘진 발효홍삼 스틱

• 블루베리맛으로 맛있게, 간편하게 챙기는 발효홍삼 스틱

• 퍼멘진의 노하우가 담긴 발효홍삼 함유량 20%

퍼멘진
http://fermen-gin.com/html/main.php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퍼멘진은 홍삼 핵심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체내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 유산균으로 발효한 발효홍삼 

전문 브랜드입니다. 특히 쓴맛을 개선하는 특허기술로 외국인이나 어린이도 거부감 없이 발효홍삼의 

면역력,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등의 건강기능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태영

031-500-4581

031-500-45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본관동 711호

퍼멘진 [ 발효홍삼정 프리미엄 / 발효홍삼 스틱, 

 / 발효홍삼 젤리스틱 ]

hwlee@btc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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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산다네 국내산 유기농 새싹보리분말

• HACCP 인증 제품

•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

• 100% 국내산 원료 사용

• 유통기한 2년으로 보관에 용이

| 제품명 |  산다네 천연조미료 5종 세트

• 100% 국내산 천연 원료 사용

• 무색소, 무첨가물, 무방부제

• 휴대하기 편리한 크기로 야외용으로 활용 가능

• 가격 부담 없는 선물용 세트 상품

(주)삼영유니텍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삼영유니텍의 산다네 브랜드는 HACCP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현재 주 품목으로 새싹보리분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외에 새싹땅콩분말, 새싹귀리분말, 

천연조미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종합건강식품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http://sandane.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정경일

063-723-3399

070-8277-0737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83

새싹보리분말, 천연조미료

skangmoon@samma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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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농업회사법인(주)서준식품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온고을한과는 3대를 이어 전통수제한과를 만드는 서준식품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김제에서 재배한 신동진쌀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며, 설탕 및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달지않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www.ongoeulhg.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채종헌

063-833-2735

063-834-2735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8길 31

한과

omg7345@naver.com

| 제품명 |  현미쌀강정

• 신동진쌀을 이용해 만들었음.

• 설탕을 넣지 않았음.

• 달지않고 고소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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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성원PCM(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성원PCM(주)는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식품을 연구,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8년 9월에 

창업하여, 현재 수면영양제와 기관지 건강을 위한 백도라지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건강을 위한 제품 개발을 위해 농업과학원의 특허를 사용하여 백도라지 제품을 개발하였고, 

특허 2건을 출원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일생활 균형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www.heblis.com

| 제품명 |  헤블리스 플라티코딘

• 도라지의 항염증, 항천식 성분인 플라티코딘 D의 함량을

    증가시킨 도라지분말이 함유된 기관지 건강식품

• 대한민국 농업기술명인이 직접 재배한 제주 3년근 백도라지 

• 기관지 건강에 효과가 있는 국산 한약재 4종(가시오가피,

    은행, 맥문동, 잔대)추출 농축액 함유

• 백도라지분말숙성액 50%, 한약재 4종 농축액 20% 함유

• 비타민 C, 천연감귤향 첨가로 쓴맛 개선(어린이도 섭취)

•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판매 중

| 제품명 |  헤블리스 굿밤

• 불면증 및 수면의 질 개선 효과와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건강기능식품, 가바와 테아닌 복합성분으로

    수면시간 증가 효과 확인 (국제학술지 논문 보유)

• 가바+테아닌+발레리안 등의 복합성분으로 1주일만 섭취

    해도 수면습관 개선효과 확인 가능

• 식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중독성이 없음

•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판매 중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재민

02-780-0149

0303-3447-015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204호

(장동,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헤블리스 굿밤, 헤블리스 플라티코딘

heblis5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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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순수본(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순수본(주)은 ‘본죽’, ‘본도시락’, ‘본설’ 등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아이에프(주)의 

자회사로 영·유아식을 비롯해 고령친화식, 헬스 케어식, 건강 유동식 등을 연구 개발 및 제조·판매하는 

맞춤형 유동식 전문기업입니다.

www.babybonjuk.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철호, 이진영

1588-6219

063-835-0515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1

이유식, 유아식, 영유아 간식, HMR 제품

eunji.park@bongroup.co.kr

| 제품명 |  영·유아식 제품

• 아이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이유식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매일 order made하는 제품

• 4단계 정수시스템으로 물부터 깨끗하게 무항생제

    육류, 유기농 쌀 등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안심

    이유식

| 제품명 |  HMR 본죽&시그니처 반찬

• 속이 편안한 죽, 본연의 가치를 그대로 오랜 시간 죽을

    연구한 본죽이 자연의 신선한 재료에 정성을 담는다는

    원칙으로 만든 몸과 마음에 휴식이 되는 간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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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킹스티어 드립백 B세트

• 킹스티어는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원두로만 커피생산

    직접 현지 농장을 방문하여 엄선된 원두100%로 꼼꼼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만을 사용합니다. 

• 6종 커피(케냐,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블렌딩, 에티오피아 블렌딩) 5ea씩 

    총 30ea 선물세트

| 제품명 |  킹스티어 드립백 A세트

• 하루 한잔을 먹어도 맛있고 제대로 된 커피로~

• New Crop생두(수확한 지 1년 미만의 것)을 이용하여

    제작한 고품질의 드립백 커피입니다. 

• 4종 커피(케냐,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5ea씩

    총 20ea 선물세트

(유)씨엔씨커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CNC COFFEE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커피생산국과 MOU를 체결하여 신선한 생두를 직접 

수입합니다. 수입 시 현지 생산국을 방문하여 커핑 및 재배환경 그리고 가공시스템을 확인, 점검 후 생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생두 수입 후 보관시 항온항습 저장창고를 통한 신선한 품질 유지를 노력하며, R&D 

Room을 이용하여 생두 및 원두의 성분 분석과 측정을 통한 로스팅으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안진영

063-838-0946

063-835-094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34

커피원두, 커피드립백 외

cnccoffe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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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에스시디디(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에스시디디(주)는 우리나라 밥상에서 빠지지 않은 김을 세계에 알리고자 2011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자 ‘김스낵화 사업 및 수출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태국(방콕)에 김스낵 

제조공장’을 설립하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장하여 설립한지 6년만에 1천만불(2016년) 수출성과를 거뒀고, 

현재(2021년) 태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SCDD제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www.scdd.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강병수

063-832-8504

063-832-7504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로 285

김밥김, 구운곱창김, 김가루, 김스낵 등

pete@scdd.co.kr

| 제품명 |  [정담] 구운 김밥김 100매(220g)

• 마른김(원초)부터 김밥김까지 직접 생산

• HACCP, FSSC22000, ISO22000 등 인증 보유

• 이물질선별기, 금속검출기 등 검수과정진행 

• 전국 300여개 넘는 김밥전문점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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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유니온테크(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 프리미엄 건조식품 제조사(특허건조공법 : 마이크로웨이브 상온진공건조)

  : 신선한 농산물을 얼리거나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37도내외) 진공상태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투과하여 빠른시간(1~4시간)에 살균 건조하는 상위 특허 건조기술 / 열풍 또는 동결건조 상품보다 

고품질의 뛰어난 맛과 향, 색상 및 영양소보존이 우수한 건조 상품의 개발, 제조가 가능합니다

생산제품 : 천연조미료, 건조치즈스낵, 과일칩, 건조농산물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한기정

1833-9238

041-544-6625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133, 1동

쇼미더김치 리얼 김치시즈닝 [ 김치맛/감칠맛 ]

lee@malrin.com

| 제품명 |  쇼미더김치 리얼 김치시즈닝 김치맛

• 김칫속을 그대로 건조하여 만든 천연 김치시즈닝

• 100% 국산 원재료 / 과채가공품

• 야채만 준비하면 김치도 담글 수 있다

• MSG 무첨가 /  NON-GMO / 글루텐프리

•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250억 마리

• 대한민국 전통 김치맛 그대로

| 제품명 |  쇼미더김치 리얼 김치시즈닝 감칠맛

• 김칫속을 그대로 건조하여 만든 천연 김치시즈닝

• 100% 국산 원재료 / 과채가공품

• 야채만 준비하면 김치도 담글 수 있다

• MSG 무첨가 /  NON-GMO / 글루텐프리

•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250억 마리

• 대한민국 전통 김치맛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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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조은장터정읍산외한우마을

               금바구니선물세트

• 한우 DNA 검사를 통한 우리 한우!

• 항생제 잔류물질검사를 통과한 우리 한우!

• HACCP인증 작업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우리 한우!

• 생산자 이력추적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믿을 수 있는

    우리 한우!

| 제품명 |  횡성한우 선물세트

• 육질이 부드럽고 육향이 뛰어나며 감칠맛이 풍부함. 

•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함.

• [농축산물]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1-0-0228) 

• 유렵형 패키지멀티박 독일SGS,GS인증

    신개념 특수진공포장

(주)케이푸드
https://smartstore.naver.com/oneroomfood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케이푸드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고객에 의해 존재하는 만큼 고객의 믿음과 행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다시 찾고 싶은  세상 모든 고객에게 꿈이 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케이푸드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정웅

02-1588-6357

02-832-6355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1길 40, 지하 1층

한우, 한우선물세트, 금바구니선물세트, 

횡성한우선물세트, 농협안심한우선물세트 등

isano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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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수비드 닭고기 세트

• 국내산 닭 사용 (통다리 제외)

• HACCP,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확인 

• 수비드 조리법을 통한 풍부한 육즙! 부드러운 육질!

• 빠르고 간편한 조리로 간식, 술안주, 캠핑장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양서영

063-833-2701

063-833-2701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13

수비드 닭고기 세트

ocsory@daum.net

(주)정담
www.jeongdamfood.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저희 정담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엄선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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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전재직

1833-4706

063-723-363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49

조미료

jeay0924@naver.com

농업회사법인(주)제이웰푸드
www.jwellfood.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천연조미료 및 동결 건조 가공품을 제조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식품기업

- 분말형 조미료, 과립형 조미료, 육수 다시팩 등 20여종 제품을 생산한 기술력 보유

- ‘피스형 다시팩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보유. 또한, 정제형 조미료 개발 완료 후 출시 준비 중

| 제품명 |  천연담아 명품다시팩

• 10가지 국산 원재료을 각각 건조, 로스팅, 컷팅하여

    혼합하였고 단시간에 진한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다시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쌀과 율무가 함유되어

    쌀뜨물 효과를 줍니다.

| 제품명 |  요리의 완성 명품한알

• 동결건조하여 재료의 맛과 향의 손실을 최소화

• 많은 준비 필요없이 한알로 간편하게 3초 만에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6

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송우용, 허정범

043-906-2024

043-904-456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21

좋은날한우 1++No9 불고기 밀키트

eunji.park@bongroup.co.kr

(주)초심푸드
https://smartstore.naver.com/chosimfoods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좋은날한우는 좋은날에는 한우를 먹던 것처럼 저희 1++No9 최고등급의 좋은날한우를 드시고 항상 

좋은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만들며, 항상 처음 마음가짐을 그대로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10년이든 100년이든 소비자에게 항상 정직한 먹거리를 정성으로 만들겠다는 임직원 

일동의 변치않는 마음가짐으로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 제품명 |  좋은날한우 1++ No9

• 1++ No9 최고등급의 명품 한우

• 칼슘,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음

• 매출의 1% 기부

• 특수스킨포장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신선한 고기

    상태를 오래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좋은날한우 1++ No9 불고기 밀키트

• 직접 개발한 특제양념소스와,  한우 1++ No9최상급 고기, 

    야채과 포함된 밀키트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더욱 먹기

    편하고 맛 좋은 제품. 캠핑이나 야외에서 드시기 편한

    제품. 외식으로 먹던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드시기 좋은

    제품. 반찬&술안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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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먼슬리 드립백 커피 혼합형

• 드립도구 없이도 편리하게 원두커피를 즐길수 있는

    드립백 형태의 원두커피

• 16종 드립백 커피를 종류별 2개씩, 총 32개로 구성

• 매일 새로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음

• 패키지 구성 : 10gx32 개입 / 케이스

| 제품명 |  캡슐 커피 3종 (돌체구스토 호환용)

• 대중이 선호하는 커피의 맛별로 총 3가지 제품

    - 블렌딩 클래식(균형감있는)

    - 블렌딩 클래식 다크(쌉싸름한)

    - 싱글오리진 코케허니 (산미있는) 

• 8.5g/캡슐 용량으로 저 용량 대비 맛이 풍부

• 패키지 구성 : 제품별 8.5gx12개입 / 케이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상호

1661-5211

0505-300-521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84

원두커피, 드립백 커피, 콜드브루, 캡슐커피

yskim@cafeier.co.kr

(주)카페예
www.1kgcoffee.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식회사 카페예는 원두커피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1킬로커피”라는 브랜드 쇼핑몰 (www.1kgcoffee.co.kr)을 기반으로 약 7만여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30 여종의 원두커피를 편리한 음용 방식(원두커피, 드립백커피, 콜드 브루, 캡슐 커피)별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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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카페포션 블랙/헤이즐넛

• 커피머신 없이도 가능한 고퀄리티 홈카페

• 위생적이고 휴대가 간편한 개별포장

• 냉수 온수에 상관없이 바로 희석하여 음용

| 제품명 |  더하다 석류/타트체리 콜라겐 포션

• 스페인산 석류 농축액 93.2%(석류 1.5과 함유)

• 저분자 피쉬콜라겐 1,250mg 함유(500달톤)

•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포션 타입

코엔에프(유)
https://www.conf.kr/ko/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코엔에프(유)는 고객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포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액상 커피, 액상차, 과채 음료, 혼합 음료, 기타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안정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업체에 OEM, ODM 공급중에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임종목

063-717-8001

063-717-8007

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액상커피, 액상차, 혼합음료, 과채음료

기타 가공품 등

copotion@hanmail.net



29

분양 기업

| 제품명 |  원물그대로 새우젓 분말

• 저온에서 단시간 건조로 원물의 맛과 향, 색의 

    보존성이 우수하며 복원성 우수

• 젓갈의 위생적 위험요소 제거 및 유통과정 중

    변질이 없어 보관 및 유통 원활

| 제품명 |  원물그대로 닭가슴살 분말

• 국내산 닭가슴살 100% 사용

• 함수율을 낮춰 실온에서 2년까지 보관 가능

• 보관 및 휴대 용이

(주)팜인더
www.farmindor.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기존 건조기술인 자연건조, 열풍건조, 동결건조의 단점을 해결한 마이크로웨이브 저온진공 건조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원물의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여 건조하는 최고의 효율기술을 가진 

농식품 건조 전문회사입니다. 농축수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간 개선으로 인류의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건조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엄기요

063-835-3569

063-836-3569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78

원물그대로 새우젓 분말, 

원물그대로 닭가슴살 분말

jung2078@farmind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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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주)프레시고
www.freshg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프레시고에서 현재 주력 생산하는 덮밥소스 제품은 오프라인 유통(PC방 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개인고객에게 보다 매력적인 덮밥(즉석조리식품, 덮밥 및 덮밥소스)제품을 지속 신규 출시하여 온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 기업입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진구

02-6956-0101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00

덮밥소스(소스), 덮밥(즉석요리)

freshgo3.0@gamil.com



31

분양 기업

| 제품명 |  육수근본

• 화학향신료에 대한 미사용으로 14가지 원물

    (대파, 마늘, 무, 양파, 표고버섯, 헛개나무, 보리, 배, 사과, 

    생강, 멸치, 다시마, 새우, 명태 등)을 끓인 후 기본양념과

    결합하여 추출한 육수농축액

• 3無(착향료, 유화제, 보존료)

• 액상타입으로 국물요리뿐만 아니라 무침, 볶음요리에 활용

    가능함

• 물 450ml(종이컵 2.5컵)에 25ml 한포사용

(주)프롬네이처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프롬네이처 대표 김우현은 2011년 한식외식업 '풍남옥' 창업 후 프랜차이즈화 하였으나 한식 조리의 

데이터화 미비로 레시피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육수농축액 개발을 통해 한식조리 레시피를  

데이터화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다양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한식조리 트랜드가 형성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한식소스 육수근본 액상스틱형 제품 개발로 가정식에서의 한식조리에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우현

063-832-0212

063-832-0213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10길 43

육수근본

fromn0212@naver.com



| 제품명 |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 식약처 기능성 인정, 개별인정형 원료

•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관절통증, 붓기감소, 활동장애 개선 

| 제품명 |  위건강엔 매스틱

•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식약처 인증받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소화 장애 증상, 

    위산 역류 유의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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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주)프롬바이오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프롬바이오는 자연의 원료를 발굴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원료의 생산과 검수를 담당하는 식품연구소, 차세대 물질개발 및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의약연구소, 

HACCP&GMP인증 받은 자체 공장으로 좋은 제품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합니다.

https://frombio.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심태진

1588-8474

031-695-82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88, 

디지털엠파이어2 101동 1005호 프롬바이오

보스웰리아, 매스틱, 와일드망고, 석류즙

jyko@fromb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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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해오담 흑삼추출액

직접 재배한 인삼을 동의보감에 등재된 전통방식인

가마솥과 옹기시루에 9번 찌고 9번 말린 구증구포를 통해

체내 흡수율을 높인 수제발효흑삼

| 제품명 |  해오담 흑삼 바이오틱스

하루에 한 포씩 건강한 습관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정성으로

구증구포의 정성으로 하루 한 포씩 건강한 습관!

https://haeodam.co.kr/

(유)해오담 농업회사법인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설립일 : 2013년 8월 26일

해오담의 수제흑삼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높이며, 행복한 나를 보장해주는 식품입니다.

나와 아픈 사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 활기찬 하루를 나눈다는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전순이

063-834-9888

063-836-8968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9길 77

흑삼추출액, 흑삼겔, 흑삼 바이오틱스

gk1074@nate.com



| 제품명 |   바이오티 애플소다

• 칼로리 걱정 없는 건강한 저칼로리 탄산음료

• 하루 한 병으로 1,500mg 프리바이오틱스 하루 권장량

• 무설탕/무색소/무보존료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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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재환

02-401-4088

-

서울 송파구 중대로 211

바이오티 애플소다

je2002@cremar.co.kr

(주)네오크레마
http://www.cremar.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네오크레마는 식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성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최고품질의 기능성 식품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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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매일 맛있는 야채용 맛간장소스

• 70년 전통의 장으로 맛을 낸 야채용 맛간장 소스

• 쉽게, 맛있게, 함께 부으면 바로 장아찌가 되는 소스

• 야채를 쉽고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소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오상호

061-804-3387

-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6

장류, 소스

lys@maeilfoods.com

매일식품(주)
http://www.maeilfoods.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1945년 창업이래 70년 전통의 정성을 이어 최고의 맛과 기술력으로 고품질의 장류를 개발 및 생산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가장 ‘맛있는 

장맛’ 제품으로 건강한 가정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일식품의 바람입니다. 



| 제품명 |  수박통통젤리

• 시원한 여름과일인 수박과 달콤한 젤리의 만남

• 국내산 수박원료인 ‘레드코펜C’를 가운데 채운 젤리

• 편리성 높은 파우치형 제품

• HACCP인증을 받은 제조사에서 안전하고 꼼꼼하게 생산

| 제품명 |  홍삼젤리

• 홍삼을 젤리로 쉽고 맛있게 섭취

• 6년근 홍삼농축액 함유

• 편리성 높은 파우치형 제품

•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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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성규

02-6203-7151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5, 동관 2층(보전빌딩)

수박소다, 수박통통젤리

siyou@sfcbio.com

(주)에스에프씨바이오
http://www.sfcbio.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천연물 연구에 기반을 둔 Plant 바이오 기업으로 천연물의약품 연구개발, 기능성 종자 연구 및 작물 

재배,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안전 식품, 맛과 건강이 공존하는 

식품, 실력 있는 농업바이오 컴퍼니를 지향하며, 농산물원료의 기능성 및 기술특허를 활용한 특색과 

강점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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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아이좋은 유기농 배도라지, 사과푸룬

• 100% 천연유기농 재료로 만든 과채주스

• 유기인증, HACCP 인증으로 안전한 원료, 공정

• 인공향료 無, 인공색소 無, 인공감미료 無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윤희

-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 8길 17

곡류가공품 / 김 / 음료 등

9125979@gmail.com

(주)에이치에스에프앤비
http://ispoonmom.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에이치에스에프앤비는 친환경농식품 기업으로 HACCP과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아이스푼 브랜드를 

통해 국내산 재료와 안전한 유기농 재료를 선별 가공하여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식품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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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최주영

031)739-5884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4, 411-02호

미니고구마

mcfoodise@naver.com

엠씨후디스(주)
https://diet-market.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원재료, 맛, 영양 성분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며 제품 모두 세심 검증을 

마치고 원재료부터 제조시설까지 더욱 깐깐하게 만듭니다. 엠씨후디스(주)의 ‘닥다마켓’은 2021년 1월 

출시된 브랜드로 20~30대 여성을 타켓으로 한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입니다. 대표상품 미니고구마를 

기초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한 팩에 담아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 있는 고품닭, 단호하닭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  미니고구마

• 아이부터 어른가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음

• 찌고 으깨고 구워 작게 만든 현대식 고구마

• 엠씨후디스(주)가 가지고 있는 특허 제조방법을 통해 직접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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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기업

| 제품명 |  팝돈 (돼지껍데기 스낵)

• 발효쌀가루를 접목하여 튀겨 소화흡수율이 높은 부담없는 스낵류

•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 선택의 기호성이 넓어짐 (와사비, 불닭, 인절미, 바비큐 ) 

• 높은 콜라겐 함유

• 고소함과 바삭거리는 식감으로 일품

• 아이들 간식과 안주로도 부담없는 간식

농업회사법인 누리(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식생활 영양관리 서비스인 컬리스토리, 에듀밀, 혜자람 등과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식물재배기를 

개발하는 6차 사업화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www.nurri.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강주석

070-7738-4643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식품벤처센터 F동 348호

팝돈 (돼지껍데기 스낵)

Jskang402@gmail.com





벤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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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권미정

063-834-4358

02-6008-4358

전북 익산시 평동로7길 57, 2층

유기농 건강즙

damoa_3@nate.com

(주)건강다모아
www.healthdamoa.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건강다모아는 건강식품 제조, 전문유통회사로 유기농 100%, 국내산 100%의 자연소재를 원료로 하는 

‘건강이열리는나무’ 브랜드의 고품질 건강즙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 추구를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식품 제공을 비전으로 합니다. 

| 제품명 |  건강이열리는나무 유기농 ABC주스

• 경북 영주 사과 35%, 경북 의성 비트 30%, 제주 등 국내

    당근 35%를 배합한 깔끔한 맛

• 유기가공식품 인증 / 100% 유기농, 100% 과채주스

• 정제수 및 설탕, 화학첨가물 ZERO

• 영양소가 더 풍부한 껍질까지 통째로

• 식이섬유, 칼슘,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한 원물 그대로의 주스

 제품명 |  건강이열리는나무 바로 짜먹는

               유기농 도라지 진액 프리미엄

• 유기농 도라지 85%, 유기농 부원료 15%

    (배, 대추, 맥문동, 생강, 대추, 오미자)

• 유기가공식품, HACCP 인증, 100% 국내산

• 정제수 및 설탕, 화학첨가물 ZERO, 100% 유기농

• 도라지 내 사포닌 성분 함유로 환절기, 겨울철 감기 예방,

    비염 등 호흡기 질환 개선

벤처 기업



벤처 기업

| 제품명 |  황금 바지락살

• 유네스코 청정지역 고창 하전갯벌에서 자란 바지락살

• HACCP 인증시설에서 동결건조 가공으로 감칠맛 풍부

• 해감 및 껍질 손질, 상온 보관 등 번거로움 제로

(주)글로벌클램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글로벌클램은 조개식품을 안전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최초의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주로 미국 

한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조 바지락살 및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품 

개발을 통해 국내 마케팅 시장에도 다각화하고자 노력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http://www.clamboy.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한승우

-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100 

식품벤처 355

건조바지락살

bestcla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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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짜먹초 오리지널

• 짜먹초는 국산 청양고추를 갈아 산과 염의 절묘한

    조합으로 보다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면서, 청양고추의

    매콤상큼한 맛과 향까지 잡은 진짜 고추로 만든 신개념

    고추소스입니다.

| 제품명 |  짜먹초 마요

• 매콤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네즈의 황금조합

• 약간 느끼할 것 같은 순간에 터지는 매콤하고 칼칼한

    뒷맛의 휴대용 안주 킬러!

(주)더소스랩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더소스랩은 2018년 창업한 신생 스타트업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짜먹는 청양고추는 현재 시장에 

없는 비가열 소스류 제품으로서 집과 캠핑장, 여행지에서 간편한 휴대와 다양한 음식에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의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 기업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thesaucelab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홍재완

0507-1325-0221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F256호

짜먹는 청양고추 짜먹초

sauce01@saucelabkorea.com

벤처 기업



벤처 기업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정은정

070-5030-5370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100 F151

워커비 허니 바닐라 외

workerbeekorea@gmail.com

(주)로컬웍스
https://www.workerbee.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로컬웍스는 2018년에 설립된 벌꿀에 천연재료를 더한 블렌딩허니 제조 업체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자사 제조공장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블렌딩허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로컬웍스는 기존 벌꿀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용기, 꿀의 

냉수 용해속도를 개선한 얼음물에도 잘 녹는 벌꿀, 선물하기 좋은 감각적인 패키지를 특징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제품명 |  워커비 허니 바닐라

• 천연 바닐라 빈과 벌꿀의 맛있는 조합

• 커피에 시럽대신 사용 (바닐라 라떼)

• 얼음물, 아이스커피에도 잘 녹는 편리함

• 숟가락 없이 쭉 짜서쓰는 간편한 보틀 타입 

| 제품명 |  워커비 우리쌀 꿀떡만들기 키트

• 100% 국내산 쌀과 딸기, 단호박 자연 재료로 색을 낸

    '건강한 믹스'

• 국내산 아카시아 꽃 꿀과 함께 꿀떡 즐기기

• 따뜻한 물만 붓고 주무르면 꿀떡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요리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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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쿠스치킨 / 뷰티스넥 / 구자곤 프로틴

• 쿠스치킨 :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별화된 다이어트 기능의 안전한 닭가슴살

• 뷰티스넥 : 여성용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뷰티과자

• 구자곤 프로틴 : 한류스타 바디디자이너 구자곤이 직접 개발한 탁월한 성분의 프로틴

리발란스케이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리발란스케이는 기능성 다이어트 제품의 지속적 출시를 통해 맞춤형 다이어트 식품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www.rebalancek.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구자곤

02-548-3999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식품벤처 205호

닭가슴살, 프로틴, 다이어트쵸콜릿

happy12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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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 제품명 |  쌩쌩이온칼슘

•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위한 이온화미네랄

• 고농도, 수소용존율, 산소환원지수 높음

• 골밀도 증가, 면역력증강에 도움

| 제품명 |  유기게르마늄 산삼배양근

• 유기게르마늄 발효균

• 산삼배양근

미네랄 바이오텍

기업 소개

제품 소개

1. 기업현황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제조하는 벤처기업 / 대한민국 창업대전 최우수상 수상 (2016.4.24.)

   •미네랄을 이온화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칼슘, 게르마늄을 이온화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중

   •이온화칼슘에 의한 캘이온제품은 수출계약(중국,싱가포르 등)을 하였으며,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2. 기술의 개요 

   •각종 미네랄(Ca++, Mg, Ge, S, Se, Zn등)을  수용성 이온형태로 제조: 특허 기술 (특허 제10-1873931호)

www.mineralbiotech.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승기

063-836-2595

063-836-2594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100, 

식품벤처센터 F350호

캘이온, 쌩쌩이온칼슘1000, 

유기게르마늄산삼배양근

kjk2594@hanmail.net



| 제품명 |  항균거품비누 세니버블

• 전 성분 EWG 1등급의 안전한 성분

• 항균력 인체적용시험완료, 유해세균 제거

• 무색, 무향의 무자극성, 비자극성

• 천연 보습성분 추출물 함유

| 제품명 |  세니업핸드세니타이저

• 에탄올 70% 의약외품 펌프형 손소독제

• 끈적이지 않음, 우수한 보습효과

• FDA승인, CGMP인증기업 생산

• 서울특별시 선별진료소 방역용 공급품

(주)세니젠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세니젠은 식품안전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진단-제어 연계 Food Safety Total Solution 기술 

보유 기업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안전 전문기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 

관리 기술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한국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식품위생전문기업입니다.

www.sanigen.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정웅

1833-8010

02-573-3134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F동) 352호

항균거품비누 세니버블, 세니업핸드세니타이저, 

제빙기얼음용 세니아이

jjh@sanig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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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 제품명 |  루솔이 만든 순수한 배도라지즙

• 물, 첨가물 전혀없이 국내산 배90%, 국내산 無농약

    도라지10% 추출액으로 제조

• 전통 중탕방식을 이용해 물 없이 배의 달달한 맛과

    도라지의 영양이 파괴되지 않게 제조

•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함

• 6개월 이 후 영아부터 남녀노소 섭취가능한 전 연령 제품

• 30포 박스포장으로 구성해 선물용으로 좋음

| 제품명 |  루솔이만든 우리밀건빵 선물세트

• 순수 국산밀을 사용함

• 유기농 설탕을 사용 했으며, 습기를 최대한 빼내

    더욱 바삭바삭하고 고소함

• 다른 건빵과는 다르게 쌀가루를 넣어 더욱 고소함

•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함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슬기

1644-2571

070-7605-929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329

배도라지즙, 건빵, 바로밀(실온이유식)

2yulim@e-dasol.com

(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www.lusol.co.kr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루솔은 아기의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이유식 

160여종과 원물 간식, 건강음료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생산하며, 한국 엄마들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제품명 |  치키몽키 우리밀 아이국수 버라이어티

• 국산밀 100%로 신선하게 제조한 어린이 국수

• 일반맛 2ea, 시금치맛 2ea, 단호박맛 2ea 6개입 전용 패키지

• 수연소면 공법을 사용하여 더욱 쫄깃한 식감.

• 어린이가 먹기 편하도록 9.5cm 최적이 길이. 

• 30g 묶음으로 편리한 양조절. 

• 미네랄과 비타민 함유로 최적의 영양구성

| 제품명 |  바로먹는 간편국수 버라이어티 듀오

• 라면처럼 국수와 스프를 넣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한 국수

• 다가수 숙성공법으로 더욱 탄력있고 쫄깃한 면발

• 바지락맛, 얼큰한맛, 비빔 3가지 맛을 한꺼번에

• 개별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는 국수 요리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현기

063-902-0740

063-278-324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어린이 국수, 간편한 국수

nozomi718@naver.com

(주)제이온
www.jeion.com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제이온은 안심먹거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소재화 기술과 영양 설계를 통한 스마트 케어는 첨가물과 알러지 요소는 줄이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우리의 식탁 문화가 더욱 간편해지기 위한 제품을 끊임 없이 노력합니다. 식품에 대한 기본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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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 제품명 |  젤요 젤라또 100ml 8종

• [공정무역 유기농원당] 사용 -> 지속가능한 소비, 착한소비 가치추구

• 100% 우리농산물 원물 사용

• 8종 평균 원물함유량 30% (높은 원물함유량)

농업회사법인(주)젤요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젤요는 ‘자연 그대로의 맛’ 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우리농산물, 유기농원당을 사용하여 ‘내 아이와 

함께 먹는 건강디저트’라는 키워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에 젤라또HACCP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지속적인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건강디저트 연구개발의 결실로 ‘내 아이와 함께 먹는 건강디저트 젤라또 

8종’을 출시하였습니다.

www.gelyokorea.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형범

070-4177-1088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식품벤처센터 F247호

자연 그대로의 맛, 젤요 젤라또 100ml 8종

marketing@gelyokorea.com



| 제품명 |  쿠엔즈버킷 참기름 

• 참깨 종자 보급 및 농가 계약재배 

• 특허 받은 쿠엔즈버킷만의 착유 공법 

• HACCP, 전통식품, 유기가공, 미국 FDA,  ISO 22000, 

     FSSC22000, HALAL인증 

| 제품명 |  쿠엔즈버킷 들기름

• 들깨 종자 보급 및 농가 계약재배 

• 특허 받은 쿠엔즈버킷만의 착유 공법 

• HACCP, 전통식품, 유기가공, 미국 FDA,  ISO 22000, 

     FSSC22000, HALAL인증 

(주)쿠엔즈버킷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쿠엔즈버킷은 원료의 맛과 향, 영양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건강 오일 전문 브랜드입니다. 

건강한 지방(lipid)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영양과 바른 식생활은 우리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https://queensbucket.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정용

02-538-0441

02-863-0443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258호

국산 저온 압착 참기름, 들기름, 냉압착 생참기름, 생들기름

shwoo@queensbuc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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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 제품명 |  우유를 품은 깜장콩 쉐이크

• 국내산 햇잡곡과 서울우유분말(원유100%)를 사용하여

     만들어서 추가로 우유를 구매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 자연에서 찾은 정답!!! 카제인, 식물성 유지등 화학 첨가물 없이

     건강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 국내산 햇잡곡을 사용하여 뚜껑을 열었을 때 고소한 향기부터

     달라 건강하게 식사대용으로 즐길수 있는 상품입니다.

| 제품명 |  푸르향 유기농 새싹보리

• 100% 국내산 유기농 새싹보리

• 15cm 미만 유기농 새싹 보리로만 만들어져서 화학첨가물이

     없습니다.

• 유기인증, 유기식품인증, 잔류농약검사, 대장균 검사,

     이물검사등 완료 하여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푸르향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푸르향은 자연에서 찾은 정답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6차산업 식품기업입니다. 

우유를 품은 깜장콩 쉐이크와 유기농 새싹보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민수

070-8805-1101

0504-139-1102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벤처센터 244호

우유를 품은 깜장콩 쉐이크, 유기농 새싹보리

pureuhyang@naver.com

http://www.pureuhyang.com/



| 제품명 |  락토피SP 캡슐

•피부유산균과 장 건강 유산균이 101억 이상 함유된 이중

    기능성 제품

• L.sakei probio65 함유 

    -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 대한민국, 미국, 중국, 유럽 6개국 특허완료

• 인체적용 시험완료, 유의적 개선 확인  

| 제품명 |  락토피 김치유산균

• 한 캡슐당 김치유산균 50억 함유

• L.sakei probio65 함유 

    -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 대한민국, 미국, 중국, 유럽 6개국 특허완료

• 인체적용 시험완료, 유의적 개선 확인  

(주)프로바이오닉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당사는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미래에 기여하는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으로 미생물 분자생태분야의 국가지정연구실, 국가지정기술혁신기업입니다. 

www.probionic.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LEW LEE CHING

1577-4621

02-573-313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204호, 205호

락토피김치유산균, 락토피sp 등 건강기능식품 등

(PROBIOTICS)

eunji@probi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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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 제품명 |  달빛쌍화

• 쌍화탕을 제대로 우려내고 농축하여 맛이 진함

• 액상스틱으로 휴대 및 섭취 간편

• 치자, 황금, 산수유를 추가해 더욱 건강한 제품으로 만듦

| 제품명 |  해장왕 간보고(환)

• 다슬기, 헛개열매, 맨드라미, 강황 등 10여가지 한방원료로

    만든 숙취해소제

• 고함량 환 제형으로 강력한 숙취해소

(주)힘찬걸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농수산물 및 약용자원을 한의약과 식품공학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www.himchanstep.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병현

063-832-8110

063-832-7110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식품벤처센터 F341

달빛쌍화(쌍화농축액), 진생고(경옥고농축액), 

간보고시리즈(숙취해소제 5종 개별판매)

tfgwrg18@naver.com





창업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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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코지 화이트

• 박하와 도라지 등 목건강에 좋은 재료 함유

• 박하의 시원한 맛이 특징

• 무카페인, 무합성첨가물

| 제품명 |  시트러스 핑크

• 상큼한 과일과 맨드라미꽃을 함께 블렌딩함

• 새콤한 맛과 진한 핑크색의 수색

• 무카페인, 무합성첨가물

꽃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바쁜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의 시간, 꽃차와 함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꽃차 브랜드 

'꽃물'입니다.

www.ccotmul.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보민

070-8227-1104

02-6434-8004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상상큐브 B102호

침출차

bmkim@ccotm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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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얄라 후무스

• 중동 소스 후무스, 한국인이 좋아하는 재료로 담백 고소하게

• 국내산 농작물 사용, 화학첨가물/방부제 무첨가

• 스프레드, 드레싱, 디핑 소스 등 높은 활용도

• 식이섬유 함량 10g, 단백질 5g 고영양 소스

닥트리오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얄라(Yalla)는 채소 중심의 건강한 간편 식품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식문화를 전파하는 식품기업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YALLA_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함유빈

02-949-3739

-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12가길 59 1층

얄라 후무스

dugtrioco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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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수면기능성음료 (Relaxation Drink) ※ 완제품 11월 출시 예정

• 로맨시브는 기존 음료제조회사의 방식대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단순 혼합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원료 속 수면에 도움을 주는 지표물질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공정을 접합시켜 제품을 제조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 R&D 및 특허 출원)

• 좀 더 빨리 잠에 들고(입면시간 단축) 개운하게 잘 수 있는(수면 질 개선) 효과에 집중합니다.

로맨시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로맨시브(Romansive)는 ‘Romantic + Progressive’, 즉 ‘기술로 낭만을 구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연구진이 함께 만든 테크 기반 푸드 스타트업으로 ‘부작용과 중독성 

걱정이 없는 수면솔루션’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romansive.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수현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32-1동 2층

(봉천동, 서울대학교)

수면기능성음료 (Relaxation Drink)

chloe@romans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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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레인보우 롤로팝

• 국내산 유기농 식품 및 HACCP 인증 

• 합성첨가물 무첨가 (착색료·영양강화제·향미증진제·보존료무첨가)

• 글루텐 프리(튀밥을 저온파핑방식으로 만들어 밀가루와 기름이 없는 바삭바삭함)

• 6종의 유기농 채소건조분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알록달록함(비트, 당근, 단호박, 시금치, 자색고구마, 양배추)

(주)롤로랜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레인보우 롤로팝은 부모님들의 아이 아침밥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롤로랜드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한 끼 

식사”입니다. 국내 유명대학 식품영양학과와 함께 영양을 설계했습니다. 천연 유기농 재료로만 구성되어 

식품첨가물이 전무하며 국내산 유기농으로 만든 비트, 당근, 단호박, 시금치, 자색고구마, 양배추, 백미, 

현미, 쥐눈이콩의 10가지 재료를 꽉꽉 채운 영양퍼프 1팩과 아몬드, 건포도, 코코넛을 넣은 토핑 4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lololand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연주

031-309-701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64,

페가서스빌딩 107(보정동) 

레인보우 롤로팝

jena.yong@lolo-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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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말고기 소시지

• 제주산 말고기를 100% 활용한 제품

• 오리고기보다 3배 많은 불포화 지방산, 건강한 육즙

•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건강한 단백질

(주)말고기연구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제주에서 자연 방목으로 길러진 건강한 말고기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 한 번 

맛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제주 특산품 말고기를 쉽게, 맛있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https://www.instagram.com/jejuhorselab/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황대진

064-758-8250

-

제주시 북성로 43, 1층 말고기연구소

말고기 소시지

hdaejin@horse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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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수비돈 - 풀드포크

• 국내산 돼지고기 후지 이용

• HACCP 인증 공장 생산

• 부드럽고 맛이 좋아 누구나 쉽게 섭취 가능

• 단백질 함량이 높음 (20g 이상) 

모두의 단백질

기업 소개

제품 소개

 ‘Balancing your healthy life’ - 모두의 단백질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는 한국인 식사 특성상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현실에서, 가격적 . 영양적 측면 

때문에 닭가슴살만 섭취할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단백질 식품은 새롭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모두의 단백질’은 쌓여가는 돼지고기 후지 유통을 촉진시켜 축산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인 소비 불균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다선

-

02-3472-88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61, 101호

양념육 (돈육 가공품), 돼지고기 육포(예정)

ochg9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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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페이버립스 표고버섯스낵

• 국내산 친환경 버섯을 사용한 가공

• HACCP 인증

• 표고 버섯을 간편하게 스낵으로 즐길 수 있고

     남녀 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버섯스낵

| 제품명 |  페이버립스 느타리 버섯스낵

• 국내산 친환경 버섯을 사용한 가공

• HACCP 인증

• 느타리 버섯을 간편하게 스낵으로 즐길 수 있고

     남녀 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버섯스낵

믿음영농조합법인 믿음윤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믿음영농조합법인은 농민으로 이뤄진 단체로서, 농민들에게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유통에 선도한 기업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도시소비자에게 가공, 유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기업인재 양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윤영진

061-434-8949

031-629-5854

전남 강진군 군동면 문화마을길 8-27

페이버립스 표고버섯스낵, 느타리버섯스낵

trustyoon82@gmail.com

https://trustyoon.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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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과일 블렌딩 꿀 허니스틱 꿀라보 배

• 천연 아카시아꿀과 배 과즙 블렌딩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및 건강증진 시너지 효과

• 간편하게 휴대하며 제품 그대로 섭취 가능

• 물이나 얼음과 섞어 꿀차로, 드레싱 또는 잼 대용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제품의 안정성, 보존성,

     향미, 식감 확보

| 제품명 |  과일 블렌딩 꿀 허니스틱 꿀라보 복숭아

• 천연 아카시아꿀과 복숭아 과즙 블렌딩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

     및 건강증진 시너지 효과

• 간편하게 휴대하며 제품 그대로 섭취 가능

• 물이나 얼음과 섞어 꿀차로, 드레싱 또는 잼 대용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제품의 안정성, 보존성,

     향미, 식감 확보

비에이블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비에이블은 ‘오늘의 달콤함이 내일의 달콤함이 되도록’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국내 청정지역 봉산물 

기반 천연꿀, 블렌딩꿀, 벌꿀 가공식품을 기획,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www.beeable.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윤수정

-

0504-323-010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917호

벌꿀, 벌꿀 가공식품

honey_kee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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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소이차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소이차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육종된 대두콩을 하동, 산청 등 지리산 일대의 농민들과 함께 콩을 

재배하여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의 깊은 향을 쓰거나 신맛 없이 라떼를 마시듯 부드럽고 고소하게 커피 

본연의 좋은 향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 콩드브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준현

0507-1395-4222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BI B-209

우리콩이 들어간 커피 콩드브루 

yan34567@naver.com

www.soycha.kr

| 제품명 |  콩드브루

• 국내산 대두콩 20%함유

• 에스프레소와 같은 농도

• 1병에 10잔~17잔

• 커피에 콩의 영양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음

| 제품명 |  콩드브루 앰플 세트

• 국내산 대두콩 20%함유

• 1병에 1회분으로 소분되어 있음 

• 선물하기 좋은 선물 박스

• 커피에 콩의 영양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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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스윗드오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한국의 NO.1 발효기술을 이어가는 자연먹거리 식품기업입니다. ‘지구와 사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효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https://sweetdeo.modoo.at

| 제품명 |  꾸덕 두유 그릭요거트 <소이덕>

• 국내 최초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꾸덕 두유 그릭요거트 대용량 350g

• 우유 그릭요거트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 48시간 수분을 빼고 3배 농축된 단백질 든든요거트 

•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제품명 |  우리농산물 발효음료 3종 콤부차

• 유익균이 만든 면역 최고 발효음료 3종 콤부차

• 우리농산물 꽃과 6년근 인삼을 넣은 발효음료 

•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과 연애인 최애 음료 콤부차

•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달콤 상큼한 맛

• 무색소, 무첨가, 무합성첨가물로 건강한 콤부차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강보라

070-8064-3891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스페이스살림

지하 2층 먹거리매장 5호

식물성 꾸덕 두유 그릭요거트

발효음료 3종 콤부차

sweetd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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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기감차 플러스

• 7가지 국내산 약재와 배를 달여 만든 유아 음료

• 기침 감기에 좋은 재료를 사용함

• 식품 첨가물 무첨가

• 손쉬운 위탁생산이 아닌 직접생산 방식

| 제품명 |  대니차

• 청정해역 해죽순과 국내산 약재를 달여 만든 온가족

     기운 음료

•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해죽순을 사용함

• 기력 회복에 좋은 오미자와 맥문동을 사용함

• 손쉬운 위탁생산이 아닌 직접생산 방식

(주)알로식품연구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알로식품연구소는 한방 재료를 이용한 유아 기능성 음료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자연의 먹거리를 이용하여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아 음료를 연구합니다.

현재 유아용 한방 배즙인 기감차 플러스와 가족 한방 음료 대니차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http://allofoodlab.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엄원호

-

051-980-71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48번길 18, 109동

201호(가야동, 가야삼정그린코아상가)

기감차 플러스, 대니차

jeu_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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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그래놀라(애플시나몬, 애플초코, 애플 그린티)

• 끓이지 않은 NFC 착즙 사과즙 사용

• 애틀하트만의 특허출원한 레시피로 만든 저온건조 공법으로 바삭한 식감을 살렸음

•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주지 않는 0칼로리 천연감미료 나한과를 사용

• 나트륨, 인공 향료 등을 넣지 않은 저염, 저당 그래놀라 

애플하트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애플하트는 국내산 좋은 사과를 엄선하여 사과에 사랑을 담아 자체적으로 연구한 독창적인 레시피로 

사과 전문 제품을 만들며 건강지향의 먹거리 개발과 즐거운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며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www.appleheart.net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홍은정

02-307-6710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414번길

100-2 2층 애플하트 

그래놀라

appleheart_81e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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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농부가 씨를 뿌린 고기 패티

• 식물성 원료로만 이루어진 대체 고기

• NON GMO(유전자변형 콩 사용안함)

• 콜레스테롤0, 트랜스지방0, 고단백 저지방

• 새송이버섯, 콩, 당근, 브로콜리 등 채소원료

• 칼슘, 비타민C/D, 마그네슘, 아연 함유

| 제품명 |  농부가 씨를 뿌린 팜까스

• 식물성 원료로만 이루어진 식물성 돈까스

• NON GMO(유전자변형 콩 사용안함)

• 생빵가루 사용하여 튀김

• 낮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0, 트랜스지방0

•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A/B/C, 칼슘, 철분 함유

(주)에스와이솔루션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에스와이솔루션의 미트체인지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의 한 종류로써의 미래 대체육을 만듭 

니다. 미래 대체육을 먹을 사람들은 비건, 채식주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해 유통이 어려운 지역과 업무협약을 맺어 우리 농산물을 수급하여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보다 더 고기 같은 고기, 건강한 식물성 고기를 

통해 변화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미트체인지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meatchange.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서영

070-4281-7300

070-4042-73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251, 301-1호

(충북대학교 G-테크벤처센터)

농부가 씨를 뿌린 [고기 패티/팜까스]

hjkim@kkt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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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그날세첩 당당한 익모초

• 익모초를 주 원료로 사용

• 언제나 열정이 가득한 당신에게 ‘여유’를 선물할게요.

| 제품명 |  그날세첩 차분한 황금

• 황금을 주 원료로 사용

• 오늘도 바쁘게 살아온 당신에게 ‘느긋함’을 선물할게요.

예진약방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예진약방은 여성들의 더 나은 하루를 위해 한방을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그날에 나타나는 한방체질별 3가지 대표체질에 따라 제작한 건강식품을 자사의 체질설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 제공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yejin_yakbang/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예진

-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글로벌창업지원관 316호

여성들의 그날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그날세첩 3종)

jw.yjyakb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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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Lab

| 제품명 |  견고 5개입 선물패키지

• 오리지널, 카카오, 흑임자, 크랜베리, 코코넛 맛

• 엄선된 견과류와 천연재료의 단맛만을 사용

• 설탕X, 화학첨가물X, 밀가루X

• 부드러운 식감으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 및 치아교정을

     하는 분들도 섭취 가능

| 제품명 |  견고 10개입 선물패키지

• 오리지널, 카카오, 흑임자, 크랜베리, 코코넛 맛

     (5가지 맛 각 2개입으로 구성)

• 엄선된 견과류와 천연재료의 단맛만을 사용

• 설탕X, 화학첨가물X, 밀가루X

• 부드러운 식감으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 및 치아교정을

     하는 분들도 섭취 가능

위블리스(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위블리스는 프리미엄 견과류 전문 업체로 ‘견과류의 이로움을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의 견고(堅告)의 

브랜드를 통해 치아가 약한 소비자에게도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요소들을 오롯이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입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효진

-

0504-171-5301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8-23

견과류 가공식품

webliss8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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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한경재

-

0507-533-1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26

용기 있는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

(볶음·조림·무침용, 국용)

nutriedu@naver.com

| 제품명 |  용기있는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볶음·조림·무침용)

•  양념의 한자어 “약념(藥念)” = 몸에 이로운 약이 되도록 염두에 둔다 

•  “우리 음식은 만들 때 잔손이 많이 간다”라는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소스 제품”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손쉽게 한식을 제공하게끔 한식 양념장을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 그 중 첫 번째 제품인 <용기 있는 어린이가 잘 먹는 간장>은 국산콩간장을 모체소스(mother sauce)로 하여, 잘 먹는 교육

     연구소 대표가 직접 학교 급식 경험을 살려 천연의 단맛을 내는 과일들로 맛을 내어 어린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주)잘 먹는 교육 연구소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한식(전통식품)을 기반으로 미각교육 중심의 쿠킹클래스를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한식”은 채소를 접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채소로 국과 갖은 반찬을 만드는 상차림을 통해 식생활 

교육과 전통음식의 참맛을 아는 미각교육, 인성교육까지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utri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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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홍스팜 마시는 견과

• 홍스팜 마시는 견과 오리지널은 화학적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든 신개념 비건 아몬드밀크입니다.

• 아몬드,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를 통으로 갈아 견과류의

    영양소는 듬뿍!! 고소함은 풍부하게!!!

• 설탕과 올리고당을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입니다.

| 제품명 |  홍스팜 마시는 견과 카카오

• 아몬드,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를 통으로 갈아 견과류의

    영양소는 듬뿍!! 고소함은 풍부하게!!!

• 천연 카카오를 넣어 향이 풍부하고,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 아이 간식으로 우유를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만 유당불내증이나

    인공향료가 걱정되셔서 못 드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주)홍스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홍스팜은 화학적첨가물, 합성향료없이 자연유래 원재료만을 활용하여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브랜드 

입니다. 홍스팜은 최고의 식품은 최고의 원재료에서 나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최고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고의 맛과 최상의 영양분을 제공하기 노력합니다. 

www.hongsfarm.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홍인기

070-4413-1004

-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B103

아몬드밀크, 마시는견과

ikhong@hongs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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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콜라겐톡

• 프랑스산 피쉬콜라겐 99%

• 영국산 비타민C로 콜라겐 체내 흡수율 UP!

• 불순물 없이 찬물에 잘 녹는 저분자 콜라겐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가능한 휴대성

| 제품명 |  비타민톡

• 다이어트+면역+에너지 충전 발포비타민

• 천연감미료 사용으로 당 0mg

• 12kcal 저칼로리 無카페인 건강음료

• 시원한 청량감과 상큼한 청포도맛

농업회사법인(주)힐릿

기업 소개

제품 소개

건강식품에 편리함을 더한 부담없는 힐릿 식품, 힐릿은 Heal+Eat의 합성어로 ‘먹는 것으로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품질·용량·구성 모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솔직담백한 건강식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www.healeat.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경소정

0505-741-9561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130-24

나를 위한 철분, 콜라겐톡, 비타민톡

healea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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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유진실

033-255-2102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1107호

스키니 과일청, 설탕 0g 스키니 스테비아

설탕 0g 토망고즙

dr.trueceo@gmail.com

| 제품명 |  스키니 자몽청

• 건강한 저칼로리 감미료(스테비아, 에리스리톨,알룰로스)를

    배합한 설탕0g 과일청

• 다이어트식, 당질제한식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음료

• 상온보관 12개월

| 제품명 |  스키니 패션후르츠청

• 건강한 저칼로리 감미료(스테비아, 에리스리톨,알룰로스)를

    배합한 설탕0g 과일청

• 다이어트식, 당질제한식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음료

• 상온보관 12개월

닥터트루(Dr.True)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음식은 맛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식품을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들 사이에서 

단맛이라도 건강하게 마음 편히 즐길 순 없을까? 생각 하나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원물을 찾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탁에서 설탕 없이 맛있고 건강한 단맛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닥터트루’가 되겠습니다. 

drtr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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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창언

-

-

서울특별시 공릉로 58마길 19, 403호

채수다채수(비건맛다시),

순식물성 굴없는 굴소스(9월 중 런칭 예정)

kal20233@gmail.com

| 제품명 |  순식물성 굴없는 굴소스

• 국내산 해초추출물로 만든 100% 순식물성소스

• 5無첨가(MSG, GMO콩, 변성전분, 합성보존료, 동물성원료)

• 요린이도 한 스푼이면 손쉽게 

버틀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버틀은 채식조리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소비층에서 채식을 선택의 영역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비건 제품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는 친환경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vurtle



78

창업 Lab

| 제품명 |  막창 피순대 밀키트

• 피순대가 들어간 밀키트(피순대+양념류+야채)

• 당일도축, 당일생산, 당일 배송 시스템

순진한푸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커져 가는 HMR(가정대용식) 시장에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판매되고 있지 않아 음식을 통해 

전주를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원재료를 당일 공급받아 신선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간 

유통 마진이 없어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이 ‘순진한푸드’의 장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품을 통해 ‘식탁위의 맛집’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우진

-

-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38 1-2층

순대국밥, 막창 피순대

memgmum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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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블랜딩 티(Tea) 10종

• 건강적인 효능이 좋은 주재료가 되는 찻잎에 각종 부재료(허브, 과일, 에센셜오일 등)을 혼합하여 기존에 없던 맛과 향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블렌딩 차

(주)쏘티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최적의 맛과 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많은 양의 설탕이 함유되어 자극적인 음료 위주의 국내 

카페/음료 시장에서 ‘찻잎’으로 우려내는 건강 티(Tea)만을 전문으로 개발, 제작하여 일반인들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티(Tea)의 대중화를 위해 건강, 맛, 트렌디함으로 티(Tea)시장을 선도할 젊은 감성의 

프리미엄 블렌딩티 브랜드입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o-t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천보근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82, 402호 B-3호

블렌딩 티(Tea) 10종

so-t@daum.net



| 제품명 |  콩부각 6가지 맛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맛 개발 : 백태, 서리태, 

   어니언맛, 매콤치즈맛, 버터갈릭맛, 시나몬맛

•국산 콩에 찹쌀을 두번 입히는 자체 제조법으로

   (특허등록) 식감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콩부각입니다.

| 제품명 |  다양한 패키지 상품

• 200g 대용량 패키지(9월 초 출시: 30g 소포장)

• 1~3만원 가격대에 따른 프리미엄 선물세트

콩드슈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콩드슈>는 국산 ‘콩’과 드세요의 충청도 사투리 ‘드슈’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대전 향토음식 콩튀김의 문제점(번거로운 제조법과 딱딱한 식감)을 보완하여 현대인 

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의 콩부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캐릭터 ‘콩자’를 활용한 이모티콘, 

문구류, 애니메이션 등 캐릭터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전 거점브랜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디저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gamsung025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서동아

-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서로 50번길 19, 

1층 102호

콩부각 6가지 맛

freesia0021@naver.com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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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맑은날, 맑은코, 맑은목

• 21가지 국내산 원료로 한약을 다리듯 정성을 다해 만든 차별화된 사포닌 가득 건강차

   - 직업 특성산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 호흡기질환, 흡연 등으로 평소에 목이 약한 분

   - 업무, 학습 등 건조한 실내에서 장기간 보내는 분 

헬씨코(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헬씨코 주식회사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와 한방의 원리를 통해 약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도라지, 수세미오이 등 사포닌이 풍부한 21가지의 국내산 농산물을 한약을 다리듯 원료 

하나하나 손질, 가공, 추출하여 호흡기 및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차를 생산하는 건강식품 

생산기업입니다.

https://www.healthyko.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윤제위

051-505-072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54 

맑은날, 맑은목, 맑은코

hkorea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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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오겹살

• 프로바이오틱스 국내산 돼지고기

• 특허기술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축산방법으로

    키워 고품질 제품임

• 불포화지방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육질이 부드럽고

    건강하고 신선해서 더욱 특별한 맛

| 제품명 |  목살

• 프로바이오틱스 국내산 돼지고기

• 특허기술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축산방법으로

    키워 고품질 제품임

• 불포화지방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육질이 부드럽고

    건강하고 신선해서 더욱 특별한 맛

두지프로바이오틱스(주)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특허기술 에코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축산농법으로 깨끗한 환경과 고품질로 키우는 직영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유통과정 없이 산소포장 후 가장 신선하게 제공하는 고품질 돼지고기 브랜드 

두지포크입니다.

www.doozypork.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장성용

063-244-2465

063-226-24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437, 

1동208호

돼지고기(오겹살, 목살, 앞다리살, 선물세트)

doozypor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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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건강선식 시리즈

• 보틀에 담긴 선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제품 (100% 국내산 원재료 사용)

• 상황에 따라 먹을 수 있는 5종류 선식

   - 운동할 때 팥가루        - 출장갈 때 서리태가루

   - 공부할 때 블랙선식     - 배고플 때 미숫가루

   - 연애할 때 귀리가루

| 제품명 |  베리콩콩

• 보틀에 담긴 선식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제품

• 동결건조 딸기와 고소한 검은콩의 조합으로 

    건강과 상큼함을 담은 건강 선식

농업회사법인(주)디자인농부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디자인농부는 우리 땅에서 자연이 빚은 신선한 곡물로 싱그러움을 전해드립니다. 느리지만 정직하게 가는 

길이 농부의 길이기에 자연과 함께 정성으로 만들어갑니다. 착한 농부들이 생산한 특별한 먹거리를, 자연이 

주는 건강한 농산물의 가치를 디자인농부가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품질 : 약품처리 대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곡물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無설탕, 無방부제, 無

보존료, 無향신료, 無착색제로 첨가물 0% 순수한 곡물 고유의 맛과 영양 최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윤 보다는 신뢰로 최상품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http://www.designnongboo.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요섬

063-542-5327

063-542-53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1-130

선식류, 차류

jack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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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낭만부부 모짜렐라 치즈가래떡

•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과 이에 어우러지는 자연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먹기 편하게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떡볶이, 제육, 

    닭갈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 

• 후라이팬에 살짝 구어서 조청, 꿀 등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 제품명 |  낭만부부 모시송편 (동부, 흑임자)

•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멥쌀과 국내산 모시로 만든 건강식 

• 쌀떡의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동부, 흑임자의 맛

• 부모님, 직장인, 아이들 간편 영양 간식

• 바쁜 아침 식사대용으로 안성맞춤

농업회사법인(유)메밀꽃피는항아리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유)메밀꽃피는항아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떡볶이떡, 가래떡, 송편 등 떡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부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2017년 ‘낭만부부’ 브랜드를 출원해, 

현재 ‘낭만부부’ 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을 이용해 ‘우리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제공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Haccp시설에서 생산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nangmanbooboo.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장현미

063-625-9198

063-636-9198

전북 남원시 수지면 두곡길 17

낭만부부 모짜렐라치즈가래떡, 치즈떡볼,

꼬마가래떡, 모시송편 (동부, 흑임자)

ts97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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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수라편강

• 표면에 설탕이 거의 묻어있지 않음

• 얇으며 수분이 적어 실온에서 보관 

• 스낵처럼 바삭거림

• 2018년 제1회 완주군 관광기념상품 선정

• 2018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 2018년 서울 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 제품명 |  마마편강

• 표면에 설탕이 거의 묻어있지 않음

• 얇으며 수분이 적어 실온에서 보관 

• 자연의 색을 그대로 여성에게 좋은 비트,치자,말차 분말로

    물을 들인 편강

• 2018년 제1회 완주군 관광기념상품 선정

• 2018년 서울 어워드 우수상품 선정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우리나라 생강의 시배지 완주 봉동에서 7대째 생강농사를 지으며 봉동생강의 명성을 지켜온 

가문에서 출발한 생강전문회사

http://www.gingervill.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도성진

063-263-3353

063-263-335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서정길 106

생강차, 편강, 생강진액, 생강가루

gingervillage@naver.com

농업회사법인 봉동생강마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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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경성주전부리 모듬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공간에서 맛집퀄리티의

    맛있는 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리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맛은 천차만별인 ‘전’

•기본이 되는 재료와 반죽 맛있는 식감을 위한 온도조절까지

    제대로 만든 경성주전부리 ‘모듬전’을 만나보세요.

| 제품명 |  경성주전부리 곱도리탕

• 직접 개발한 맛있게 매운 수제 숙성소스에 엄선한 쫄깃한

    소대창과 국내산 닭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 일품인 즉석조리식품

• 캠핑이나 여행갈 때 물과 함께 끓이면 완성되는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매콤한 곱도리탕!  

삼동푸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경성주전부리는 ‘냉동식품은 맛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완성도 높은 퀄리티와 쉬운 

조리법으로 야식과 안주의 새로운 냉동식품 문화를 선도합니다. 다양한 야식과 안주를 한국 스타일로 

해석한 경성 주전부리를 만나보세요.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동진

031-344-3040

070-7610-7557

경기도 의왕시 한밭들1길 11, 2층 

A동 202-2호

경성주전부리 모듬전, 경성주전부리 곱도리탕

3dongfood@naver.com

https://smartstore.naver.com/ksjj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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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청순바이츠

• 청국장냄새는 없애고 유익한 토종바실러스균은 살리는

    동결건조공법과 코코넛꽃 시럽을 이용하여 맛과 영양을

    살린 청순바이츠

| 제품명 |  순칩 청국장

• 유기농쌀과 귀리, 토종미생물이 발효한 순창청국장을

    이용하여 건강한 간식으로 만든 순칩청국장

• 19년 전북관광기념품 100선 및 발효엑스포우수상품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순창고추장이 시작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담그는 문화가 사라져가는 요즘 오감을 일깨우며 

전통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전통을 이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다양한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9년 청국장발효칩 순칩 / 21년 청순바이츠 런칭 / 21년 하반기 비건콩고기고추장볶음 런칭 예정

goikma.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최광식

063-653-7117

063-653-7111

전북 순창군 구림면 산내길 38

장류 및 기타가공품 등

kornnyy@naver.com

순창고추장익는 마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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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실크펩타이드 60포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순도 높은 단백질

• 입고, 먹고, 바르고, 치료하는 누에고치에서 출출한 펩타이드

• 피부 구성 콜라겐 구조와 유사하여 먹는 천연화장품

• 18종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고순도 복합아미노산

• 건조 분말을 세립화하여 섭취하기 용이한 스틱제품

• 휴대가 간편하고 100% 수용성 분말로 흡수력이 좋음

(주)실크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저희 ㈜실크로는 천연 고분자 누에고치 단백질을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수 분해하여 소비자들이 

먹어서 소화, 흡수될 수 있는 ‘실크 펩타이드’ 제품을 제조합니다.

누에고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순도 높은 단백질로 美 FDA에서는 인체 삽입형 의료용 소재로 

승인되었고, 국내 식약처에서는 ‘기억력 개선’, ‘면역증진’용 기능성 소재로 개별 인증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인체 친화적인 소재임.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고창희

063-236-6448

063-236-6449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구동 106호

누에고치(실크) 펩타이드

silkro2009@silkro.org

http://www.silk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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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한닢쿡 ‘한닢육수’

• 18가지 국산 원료만 사용한 제품

• HACCP 시설에서 만든 천연조미료

• 어디서나 간편한 사용이 가능한 위생적인 개별  포장

• 화학제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제품

• 다양한 요리의 베이스로 사용.

| 제품명 |  김은희 맛간장

• 표고버섯, 다시마, 양파, 대파 등 15가지의 천연 재료 사용한

    육수에 사과, 배 등을 넣어 10시간 동안 푹 우려내 만든 진한

    맛간장

• 숙성 될수록 감칠맛이 깊어짐 / 순수 국산 농산물을 사용

• 직접 만든 재래식간장을 사용해 깊고 진한 맛

• 각종 요리에 어울리며 비빔밥, 나물, 볶음요리 등에  사용

(주)원스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주)원스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바른먹거리를 만드는 식품전문제조기업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를 국산 천연원료를 사용하고 일부 사용재료는 직접 농사를 지어 사용하며 전통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정성을 담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www.hannipcook.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은희

054-554-3469

054-554-3468

경북 문경시 신기산단2길 62

맛간장, 맛고추장, 한닢육수, 김치다지기 외

발효식품 일체

hoim1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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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디티엑스 블랙, 화이트

• 비워주고 채워주는 흑과 백의 조화를 담은 발효한차 음료

• 무설탕, 무감미료, 무합성착향료, 건강한 발효 원료 사용

• Non-GMO 인증 보유

| 제품명 |  잘잔다

•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차

• 적하수오뿌리, 제주조릿대를 잘 발효하여 만든 이도의

    베스트셀러 침출차

• Non-GMO 인증 보유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이도는 기청산식물원과 이도한의원의 협업체로서,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약용식물에 대한 

정보와 재원들을 기반으로 한방식품산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도는 제품을 만들 때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입맛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재주를 부리지 않으며, 

눈으로 유혹하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윤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edou.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이은실

054-246-7522

054-272-8706

경북 포항시 청하면 청하로 151번길 27

발효침출차, 액상차

e-dou@hanmail.net

농업회사법인(주)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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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선물세트

• 국내산 최고의 원료육을 사용하여 가공

• 無첨가 원칙(無방부제, 無발색제, 無msg)

• HACCP인증 안전한 생산 시스템

• 전북대햄 생산 최고의 제품으로 구성

| 제품명 |  후랑크 소시지

• 국내산 최고의 원료육을 사용하여 가공

• 無첨가 원칙(無방부제, 無발색제, 無msg)

• HACCP인증 안전한 생산 시스템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최상의 국내산 원료만을 고집(100%국내산 사용, 無항생제 사용)

저온숙성과 참나무 훈연공법을 통해 맛과 풍미를 더함(無방부제, 無발색제, 無msg, 無보존료)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제공

https://ham.jbnu.ac.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조기환

063-270-3960

063-270-4240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햄, 소시지, 뽕잎넣어 숙성한 오리바베큐

choi7697@jbnu.ac.kr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전북대햄



| 제품명 |  토굴발사믹 식초

• 고창산 복분자와 오디를 사용

• 포도를 대신해 복분자와 오디를 토종효모와 토종씨초로

    명품식초로 만든 프리미엄 발사믹 식초

| 제품명 |  토굴발효 식초4종세트

• 4가지의 다양한 식초로 특별한 명품선물세트

• 토종씨초와 토종효모로 만든 신토불이 명품식초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영)토굴발효는 고창 황토로 지어진 토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발효식품을 생산, 체험,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www.kochang.co.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상관

063-562-6800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선운대로 734-12

발사믹식초, 된장, 고추장, 간장

ksg2101@naver.com

영농조합법인 토굴발효

94

단지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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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파워푸드 건강기능식품 세트- 1

• 포항바이오파크에서 생산하는 파워푸드 건강기능식품 중

    홍삼과 비타민을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

• 포항바이오파크만의 제조 공정으로 화학적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5무(無)공법 

| 제품명 |  포항바이오파크 차류 선물세트

• 포항바이오파크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차류 종합 선물세트

• 원두커피티백, 녹차, 상황차, 아메리카노 스틱 4종류 

기업 소개

제품 소개

포항바이오파크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발달장애인 직원들 60여 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자 건강기능식품 생산 공장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의 유일한 GMP(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http://shopbiopark.com/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김상조

054-255-9500

054-255-9502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5

건강기능식품, 다류(커피믹스, 녹차, 원두커피 외)

rcy39@nate.com

포항바이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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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외 기업

| 제품명 |  스팀 가슴살

• 국내산 닭가슴살을 스팀공법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으로 다이어트용, 샐러드용 등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슴살 제품

• HACCP, ISO 22000 인증

• 120g 포장, -18℃ 이하 냉동보관

| 제품명 |  새롭게 닭갈비

• 국내산 닭고기 원료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간편하게 조리

    할 수 있게 만든 닭갈비 제품

• HACCP, ISO 22000 인증

• 500g 포장, -18℃ 이하 냉동보관

기업 소개

제품 소개

2009년 12월 설립 후 국내산 닭고기를 가공하여 HMR 및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2020년 매출액 151억 원 달성과 전북지역의 지역인재 47명을 고용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팀 닭가슴살, 닭갈비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www.naturegram.kr

대     표

전화번호

팩      스

주     소

주요제품

이 메 일

박노희

063-833-0003

063-834-0008

전북 익산시 금마면 호남로 1018

가금류 가공품, 햄, 양념육

hs001@naturegram.kr

농업회사법인(주)화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