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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생활용품

㈜대림시스템

업 체 명

㈜현다이엔지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33717
이헌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336 남동공단 90블럭 2롯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성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93번길 26

전화번호

032-819-8642~4

팩스번호

032-812-8576

전화번호

032-815-4866

팩스번호

032-815-4864

홈페이지
업
태

www.대림시스템.com
제조업

e-mail
업
종

daelilm@daelimnct.co.kr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홈페이지
업
태

www.hyundaeng.co.kr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e-mail
업
종

master@hyundaeng.co.kr
LED등조명장치

전자칠판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ULTRA-DS65)

(가격: 2,800,000원)
미래형 멀티미디어 수업 실현과 IPTV에
완벽한 UHD/FHD를 지원하여 고화질
방송 시청이 가능한 다양한 영상단자로
구성된 Interactive LED/LCD는 상하/좌
우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효과적인
수업 및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화면에
쓰고, 지우고, 녹화까지 편리하여 업무
및 학습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열화상카메라 e-pass
(가격: 1,800,000원)
e-pass는 고성능의 CPU 및 독일
HEIMANN사의 열감지 센서 탑재로 정
확하고 빠른 얼굴인식 및 마스크 착용
유무를 체크하고 비대면 열감지 및 알
림을 제공하며 자체 개발한 원격 프로
그램을 통하여 방문객 출입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첨단제품입
니다. 이패스의 카메라는 사진 및 프린
트 된 인쇄물에 오작동하지 않으며, 실
제 사람의 얼굴만 인식합니다.

소화기표시등
(가격: 250,000원)
화재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소화기의 위
치를 표시하는 등으로 화재의 초기 진
압으로 대형화재로의 확산 및 인명피해
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LED조명기구 - 스포츠 조명, 세대·공용 조명, 매입·방습등, 투광등, 가로등, 보안등, 방폭등 외
- 클린룸 조명(TD LIGHTING, GMP 등)
- 공기청정기 LED 조명, 내진행거형 LED 평판조명
- 경관조명 - 교량 및 건축물 내·외부 경관조명 설계 및 시공
- 전기공사 - 전기, 계장(자동제어), 조명, 태양광 공사 전문
- 자동제어시스템, 공조시스템

LUGEN-S
(가격: 700,000원)

LUGEN-S Plus
(가격: 880,000원)

Company introduction

(주)현다이엔지는 다양한 분야의 LED조명을 설계 제작 그리고 제조 유통하고 있으며, 유망산업인
공기청정기능이 있는 LED 등의 녹색기술산업분야에도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s

㈜대림시스템은 1988년부터 금속케이스를 제작하는 정밀판금전문기업인 대림시스템을
뿌리 삼아 2012년 법인으로 전환 설립하였고, 이에 동종업종의 35년 경험을 기초 삼아
연구개발과 투자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표시유도등, 소화기표시등 등의 통로유도표시등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기술력으로 최고 품질의 유도등을 제작하여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LCD 디스플레
이를 IT 기반의 네트웍과 결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하드웨어인 DID를
생산,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인증서를 취득, 품질의 안전화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제품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사고”를 지표
삼아 “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업계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발돗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13-86-25179

Key information

업 체 명

주요정보

㈜현다이엔지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대림시스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LUGEN-A
(가격: 700,000원)

(설치비 70,000원 별도)

(설치비 70,000원 별도)

(설치비 70,000원 별도)

루젠은 천정형 공기청정기 조명으로 센
터정정기술로 사각지대 없이 생활공간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몸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깔끔하게 정
화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센터청정기술이란 공기청정기의 효과
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로, 천정
중앙에 공기정정기를 위치시켜 기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청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초 개발한 천정형 공기청정기 조
명 루젠은 범용성이 뛰어나고, 간편하
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 여러
분에게 쾌적한 공간과 건강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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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븐데이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27156
원용관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223, 성강지식산업센터 제 1동 1층 107-1, 108-1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형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10, 3층

전화번호

032-468-8025

팩스번호

032-467-8024

전화번호

070-7525-8166

팩스번호

02-6455-5292

홈페이지

http://dahamgge.kr

e-mail

업

제조업, 도/소매업

업

won493150@hanmail.net
위생용물티슈,위생용품,
청소용품

홈페이지
업
태

www.evenday.co.kr
제조업

e-mail
업
종

even_day@naver.com
향초, 방향제

태

종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기업, ㈜다함께!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위생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자립,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업장 내 장애인의 편리한 근무
시설 (전 자동화 기기 설비)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다함께와 함께해주세요.
가치 있는 것들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함께 업소용 물티슈
(가격: 박스당 10,000원)
다함께 업소용 물티슈는 식품접객업소
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1매형 물티슈이
며, 부드러운 프리미엄 스판레이스 원
단으로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물티슈
를 제조합니다.

522-05-01130

이븐데이는 대한민국 웰빙 향 제품 브랜드입니다. 1999년 고체 향초로 시작하여 오랜 시간 향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 제조하여 왔으며,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향, 안전성, 새로움] 입니다. 현재 그 제품
력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중국 등 직접 수출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븐데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까지 풀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다함께 휴대용 물티슈
(가격: 개당 170원)

다함께 휴대용 물티슈
(가격: 개당 230원)

아로마 액상향초
(가격: 16,900원)

안티비 디퓨저 1+1
(가격: 16,900원)

본뉘 필로우미스트
(가격: 15,900원)

다함께 휴대용 물티슈는 식사할 때, 여
행 시, 외출 시에 휴대하기 편하게 한 손
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간편한 물티슈이
며, 자극 없는 원단과 5단계 정수 과정
을 거친 정제수,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물티슈입니다.

다함께 휴대용 물티슈는 식사할 때, 여
행 시, 외출 시에 휴대하기 편하게 한 손
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간편한 물티슈이
며, 자극 없는 원단과 5단계 정수 과정
을 거친 정제수,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물티슈입니다.

이븐데이 아로마 액상 향초는 천연가스
를 액상화한 GTL을 사용하여 유해 물
질 및 그을음이 없고 고체 향초 대비 2
배 이상 지속됩니다. 또한 높은 인화점
으로 화재 위험 제로! 안전하고 깨끗한
아로마를 만끽하세요.

이븐데이 안티비 디퓨저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베이스를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부향률 또한 최고를 자부합니
다. 실내 차량 모두 사용 가능한 향 좋은
안티비 디퓨저 1+1구성 패키지.

기분 좋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이븐데
이 필로우 미스트. 매일 베개 및 침구
류에 뿌려주면 숙면은 물론 항균, 탈취
까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더욱 인
체 친화적이고 깊은 향기가 오래 지속
됩니다.

Key information

업 체 명

Company introduction

㈜다함께

Product descriptions

업 체 명

주요정보

이븐데이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다함께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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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랩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40940
김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53번길 38 305-306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동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50 허니랩

전화번호

032-442-0022

팩스번호

032-232-521

전화번호

010 3462 1917

홈페이지
업
태

www.motipia.com
제조업, 도소매업

e-mail
업
종

ksa@hanspop.com
전자상거래업

홈페이지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업
바이소셜 브랜드 모티피아 디퓨저는 가치있는 소비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주)한스팝의 브랜드 상품입니다. 모티피아는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패키지로 상품을 구성하고 합리
적인 소비를 위한 정기구독서비스를 도입하여 모티피아 구매자와 함께 가치있는 소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는 매년 복지기관 후원활동 및 기부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용성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

https://smartstore.naver.
com/honeywrap_kr
제조

8758801134

팩스번호

02-6455-5292

e-mail

honeywrap@naver.com

업

제조

종

허니랩은 자원순환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플라스틱폐기물이 넘처나는 이떄,
새로운 자원순환대안을 제시하는 기업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수도권매
립지등 사람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알
려주는 교육을 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리사이클 디퓨저세트 패키지
(가격: 34,900원)

모티피아 이지캡 디퓨저3종세트
(가격: 19,900원)

[정기구독]
리사이클 디퓨저세트 패키지
(가격: 19,900원)

허니랩
(가격: 10,500원)

허니포켓
(가격: 17,500원)

허니랩롤
(가격: 9,000원)

95%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패키
지로 분리배출이 용이한 세트로 구성되
어 있으며 모티피아 디퓨저 전용 특허
등록 이지캡, 인테리어 케이스와 쇼핑
백이 포함된 고급 선물세트입니다.

모티피아 이지캡 디퓨저는 한번에 열
리는 사용성을 개선한 특허등록 개발된
이지캡이 장착된 모티피아 전용 디퓨저
3종세트 상품입니다.

모티피아 디퓨저는 정기구독서비스를
도입하여 2개월에 한번씩 정기배송되
는 상품으로 4회차마다 신규 패키지로
구성된 디퓨저패키지를 정기배송 해드
리며 정기구독 맴버십 할인혜택 및 해
피콜을 통한 디퓨저 케어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허니랩은 세척하여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비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원순환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허니포켓은 세척하여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비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원순환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허니랩롤은 밀랍송진 코코넛 오일로만
든 랩 제품으로 일회용비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비석유재료로만 만들어 탄소중립과, 자
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입니다.

Key information

업 체 명

Company introduction

(주)한스팝

Product descriptions

업 체 명

주요정보

허니랩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한스팝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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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오두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18

430-81-01271

대 표 자
주
소

박기수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032-751-4500

팩스번호

032-232-521

전화번호

032-814-4427

팩스번호

홈페이지
업
태

www.smartstore.naver.com
제조업

e-mail
업
종

happy_n_dream@naver.com
발열조끼 등

홈페이지
업
태

www.cybowing.com
제조

e-mail
업
종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해피앤드림 주식회사는 “따뜻함,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브랜드, 허그앤HUG:N을 통해 몸과 마음
의 온도를 모두 높여주는 온열제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그앤은 나노 신소재인 “CNT(탄소나노튜브)” 패브릭을 발열소재로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열기기를 제조/판매합니다. CNT 패브릭은 유해전자파 등 유해성분으로부터 안전하고, 높은
전도율을 이용해 적은 전력으로도 장시간 따뜻할 뿐 아니라, 매우 얇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높은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그앤 CNT 웜시트
(가격: 99,000원)

허그앤 CNT 바디워머
(가격: 118,000원)

“허그앤 CNT 웜시트”는 언제 어디에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형태의 온열시트입니다. 특히 캠핑이나 해외여행
을 할 때 무게나 부피 부담없이 가볍게 챙겨 따뜻함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허그앤의 대표제품입니다.

“허그앤 CNT 바디워머”는 허리나 배가 아플 때, 으슬으
슬 쌀쌀한 때, 과도한 에어컨 가동으로 추운 실내에서 등 언
제 어디서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
열부를 배나 허리에 대고 착용하고 보조배터리로 구동하는
형태의 전기찜질기입니다.

131-86-03571

Key information

(주)버텍스코리아

park@cybowing.com
마스크, 언더웨어

2007년 창업 후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생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주)버텍스코리아
는 미국 GM, Chrysler용 연료필터 센서 및 기타 부품들을 미국에 OEM 수출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5.09월 스포츠 마스크 연구개발을 시점으로 14년 동안 얼굴 곡면에 맞춰 3D 설계한 에어쿠션
마스크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8.01월부터 쿨링 언더웨어에 대한 아이디어 사
업화를 시작하여 2년간 다양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0.02월 CYBOWING U
Cooling Underwear를 출시하였습니다.
국내외 CYBOWING 브랜드 사용자들로부터 CYBOWING 제품들은 사용해보니 정말 좋구나 하
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더 편의성 있고 유용한 제품개발을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보윙 U 쿨링 언더웨어
(가격: 140,000원)

에어쿠션 마스크, 사이보윙 A
(가격: 28,000원)

에어쿠션 마스크, 사이보윙 M
(가격: 30,000원)

비만 또는 체질적으로 사타구니 부위가
습하거나 땀, 냄새, 가려움, 습진 등으
로부터 불편을 겪는 남성들을 위해 자
체 개발한 공기순환 통풍 기술을 적용
해 사타구니 부위에 직접 바람을 불어
넣어 습기를 건조 시켜 쾌적하게 만들
어 주는 바람부는 기능성 팬티.
(특허 10-2079767호)

얼굴 곡면을 3D-형상화한 에어쿠션 패
드 적용으로 안면부와의 우수한 착용감
및 편안한 호흡, 그리고 밀착성에 의한
겨울철 안경 김서림 방지
(특허 10-1254895호)

얼굴 곡면을 3D-형상화한 에어쿠션 패
드 적용으로 안면부와의 우수한 착용감
및 편안한 호흡, 그리고 밀착성에 의한
겨울철 안경 김서림 방지
(특허 10-1254895호)

Company introduc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해피앤드림 주식회사

주요정보

업 체 명

㈜버텍스코리아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해피앤드림㈜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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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상우
인천시 남동구 논곡로 13 가동 201호

123-87-01870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지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

131-82-08904

전화번호

070-5057-0007

팩스번호

070-8280-1800

전화번호

032)468-7788

팩스번호

032)468-0072

홈페이지
업
태

www.easykill.co.kr
제조

e-mail
업
종

cros777@naver.com
은나노 항균 코팅제

홈페이지

e-mail

ndopen@hanmail.net

업

마스크, 임가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항바이러스 및 항균 코팅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방역 제품은 일시적인 효과뿐 지속력이 없지만 저희 이지킬 제품은 1회 코팅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항균력을 지속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방역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업

태

제조업, 서비스

종

열린일터는 남동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1인 견적서 제출,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
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Key information

열린일터

Company introduc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헬씨바이오

주요정보

업 체 명

열린일터

회사소개

주요정보
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Key information

㈜헬씨바이오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Product descriptions

열린숨미세먼지방역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이지킬(특별가)
(가격: 15,000원)
코로나19로 2차 감염이 예상되는 곳에 코팅방식으로 시공
하는 제품
항균력 99.999%
사용처:손잡이,엘리베이터,문고리, 책상 및 목재 및 스틸 등

열린숨미세먼지방역마스크(KF94)(대형)
(가격: 개당 450원)

열린숨미세먼지방역마스크(KF94)(대형)
(가격: 1박스(50개)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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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신우&크리에이티브

업 체 명

(주)채움플러스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33-65362
최종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구월테크노밸리 C동 805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조혜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50, 303호

255-81-01272

전화번호

032-464-1110

팩스번호

032-464-3660

전화번호

032-710-7030

팩스번호

032-710-7311

홈페이지

http://www.swoopack.kr
http://www.swoogift.com/

e-mail

sw6633@naver.com

홈페이지
업
태

www.elamigo.co.kr
제조업

e-mail
업
종

el-amigo@naver.com
비 및 솔 제조업

업

제조업,도소매 서비스업

업

쇼핑백,광고 판촉물,
상품기획 디자인

에코 장바구니
(가격: 20,000원)
인천10색을 활용한 에코 장바구니는 파
우치와 종이 케이스

와인박스 / 쇼핑백
(가격: 2,000 / 1,000원)
와인박스& 쇼핑백 디자인 주문제작

면에코백
(대 12,000원 소 10,000원)
면에코백 (대 4,500원)
면 에코백 주문제작
타포린백 디자인 주문제작

엘 아미고 펫브러쉬
민트펄, 실버펄, 미니 레드펄
(20,000원, 17,000원, 13,000원)

엘 아미고 펫브러쉬
블랙 슬리커, 코랄 슬리커,
미니 코랄
(16,000원, 16,000원, 11,000원)

건강하고 빛나는 피모 케어
살롱 펫브러쉬

빗질이 부드럽고 편안한 저자극 데일리
멀티 슬리커

천연돈모로 털날림 없이 매일 관리하는
그루밍 브러쉬

물에 사용 가능한 웻 브러쉬

Company introduction

■ 종이쇼핑백, 부직포가방, 에코백 디자인 제작, 판촉용 상품기획, 굿즈 연구 및 개발
■ 신우 쇼핑백, 신우 기프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
■ SSOLSSOLHADA(쏠쏠하다) 온라인 종합 쇼핑몰 제작 진행 중.
■ 2018년 상품 브랜드 (쏠쏠) 런칭. 상표 출원, 등록.
■ 인천10색을 활용한 굿즈 디자인 개발, 제작, 생산, 판매.
信友는 30여년의 디자인 경력과 10여년의 업력 노하우로 제품의 퀄리티를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 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오직 반려동물만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펫 케어 전문 브랜드 : EL AMIGO (엘 아미고)
○ EL AMIGO (엘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를 의미
○ 반려동물을 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기동물의 실태의 변화를 꿈꾸는 엘 아미고

Product descriptions

종

회사소개

태

Key information

㈜채움플러스

주요정보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신우&크리에이티브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엘 아미고 펫브러쉬 블루밍
(8,000원)

캠핑, 등산, 산책시에도 안전하게
가볍게 휴대하는 만능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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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우굿프랜즈

사업자번호
박남주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84, 222-223호

630-81-00299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21-86-14988
우재금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50, 엘아이지식산업센터 225호

전화번호

032-818-3616

팩스번호

032-464-3660

전화번호

032-864-9987

팩스번호

032-899-7987

홈페이지
업
태

www.pangramcase.com
제조

e-mail
업
종

trade@casepg.com
휴대용 용기

홈페이지

www.cheonwoo.net

e-mail

업

제조업, 도소매

업

cheonwoo9@naver.com
전기전자살균기,마스크,판촉물,
생활잡화

회사소개

수많은 용기 가운데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소용량 용기’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편리한 기능과 디자
인 만족까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본상수상 및 대한민국 패키징대전 및
지식재산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Pangram [팬그램]은 세상을 환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비젼을 품고 휴대용 용기만을 개발,
제조, 공급하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소개

Product descriptions

Company introduction

Pangram [팬그램]은 2000년 창립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휴대용 용기만을 특화해서 제품
을 개발 하고 제조하는 전문회사입니다.

피우메 향수 공용기
(가격: 7,500원)

빈 포켓 미스트 셋트
(가격: 3,500원)

플립탑 방식을 적용하여 분사편의성을
극대화한 휴대용 고급 향수공용기로
원하는 부위에 빠르고 편리하게 분사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캡 일체형으로 캡
의 분실 및 파손우려가 없습니다.

플립탑 방식을 적용하여 분사편의성을
극대화한 휴대용 미스트 스프레이 셋트
로원하는 부위에 빠르고 편리하게 분사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캡 일체형으로
캡의 분실 및 파손우려가 없습니다.

태

종

천우 굿프랜즈는 야러가지 아이디어가 샘솟는 “하늘의 우물“을 의미하는 ”천우”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의미하는 “굿 프랜즈” 라는 상징작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며 여성기업입니다.

뉴클린 치약짜개 CW-105
(가격 : 9,900원)

뉴클린 치약짜개 CW-100
(가격 : 7,500원)

늘건강 황사방역마스크KF94
(가격 : 550원)

치약자동 토출기능치약사용 후 튜브를
만지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치약사용 후
튜브 내 장량의 최소화야야조절 기능으
로 원하는만큼 사용전원이 필요없어 친
환경적

치약자동 토출기능치약사용 후 튜브를
만지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치약사용 후
튜브 내 장량의 최소화야야조절 기능으
로 원하는만큼 사용전원이 필요없어 친
환경적

의약외품 / 식약처인증
편안한 입체구조 / 4중구조 미세먼지
필터기능성코지지대 김서림방지편안
한 이어밴드 / 위생적인 개별포장미세
먼지차단 / 우수한 밀착성

누루미 사각
(가격 : 5,900원)

누루미 원형
(가격 : 4,900원)

큐온 칫솔살균기
(가격 : 19,000원)

치약자동 토출기능치약사용 후 튜브를
만지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치약사용 후
튜브 내 장량의 최소화야야조절 기능으
로 원하는만큼 사용전원이 필요없어 친
환경적

치약자동 토출기능치약사용 후 튜브를
만지지 않는 위생적인 설계치약사용 후
튜브 내 장량의 최소화야야조절 기능으
로 원하는만큼 사용전원이 필요없어 친
환경적

의약외품 / 식약처인증
편안한 입체구조 / 4중구조 미세먼지
필터기능성코지지대 김서림방지편안
한 이어밴드 / 위생적인 개별포장미세
먼지차단 / 우수한 밀착성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Key informa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주식회사 팬그램

주요정보

업 체 명

㈜천우굿프랜즈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팬그램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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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랜

업 체 명

(주)나로드니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55410
유재순
인천시 남동구 함박뫼로 396, 남동시범공단 3층 1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엄인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28, 3층

전화번호

032-815-9167

팩스번호

032-815-9168

전화번호

1833-7857

팩스번호

070-8230-3225

홈페이지
업
태

http://milen.co.kr
제조업

e-mail
업
종

milen@milen.co.kr
음식물처리기, 가스타이머

홈페이지
업
태

narodni.co.kr
도소매업

e-mail
업
종

narodni3@naver.com
의류 및 패션소품

미랜 음식물처리기
FD-015M
(가격: 693,000원)

미랜 음식물처리기
FD-020K
(가격: 968,000원)

미랜콕 가스타이머
MG-06BT
(가격: 52,800원)

미랜콕 가스타이머
MG-06GT
(가격: 57,200원)

크기:W385×D430×H580mm 크기:W390×D430×H594
1일 최대처리용량: 1.5kg
1일 최대처리용량: 2kg

크기:W75×D75×H128mm 크기:W75×D75×H128mm
기능: 타이머(자동차단)+과열 기능: 타이머(자동차단)+스마
차단
트 과열차단+음성안내

미생물처리 방식으로 주기적인 필터나 미생물 교체나 전기세 걱
정 없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투입해 주면 24시간 이
내에 발효, 소멸시켜주고 소멸 후 남는 부산물들은 약 2달에 한 번
씩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는 프리스탠딩형 제품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깜박하고 외출을 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가주어 가스불을 꺼주는 기능으로 냄비를 태우거나 큰 화재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기존 가스
중간밸브위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쁘띠 인견 스카프
(가격: 10,000원)
천연 유칼립투스 텐셜로 제작한 패션
제품입니다.
11종의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라샤르파
영의 대표 상품이며, 스카프를 두르는
것만으로도 패션 뿐 아니라 다양한 기

쁘띠 인견 스카프
(가격: 10,000원)
11종 디자인 / 다기능성 패션
라샤르파영 스카프만의 매력 Point!
1.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패턴
2. 패션 포인트로서의 활용 가능
3. 놀라운 착용감, 패션 실용성

Company introduction

회사 기업이념이 ‘사회적 자본을 축척한다’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
과의 신뢰와 믿음을 쌓으며 사회적 자본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서 회사가 이윤을 취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돌려줌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Product descriptions

주방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한 주방문화를 위해 미랜 음식물처리기와 미랜콕 가스타이
머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랜은 여러 특허등록증과 디자인등록 및 K마크 인증,
ISO 품질/환경경영인증, 중소기업청 선정 ‘이노비즈기업’,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광역
시 남동구 지정 ‘녹색인증기업’ 등 그동안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방생활에 편리함을 고객 최고
의 가치로 여기고 주방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171-86-02060

Key information

업 체 명

주요정보

㈜나로드니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미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모자
(가격: 39,000원)
19종 디자인으로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의
라샤르파영 모자
국산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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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498-11-00256
배혜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7, 109동 1804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35772
주인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86(만수동, 영화빌딩)

전화번호

010-4414-1474

팩스번호

전화번호

032-467-9898

팩스번호

032-465-5335

홈페이지
업
태

www.adamcamp.co.kr
도소매, 제조업

e-mail
업
종

홈페이지
업
태

www.popphone.co.kr
제조업 외

e-mail
업
종

poppont@naver.com
핸드폰 충전기 외

lemon3885@naver.com
캠핑카, 평상제작, 자동차용품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제품소개

코로나로 인해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심
도있게 연구 & 개발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제공하며 사회에 환원할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
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박침대-1인용

차박침대-2인용

(가격: 전화문의)

(가격: 전화문의)

*용도: 차박용 침상
*적용차종: 국산SUV, RV-전차종, (일부제외)
*사이즈: 평상시(800*500mm),
확장시(1900*500mm)
*무게:14kg
*기타활용성: 캠핑용 테이블, 가정용탁자
침상(원룸,자취생,사무실,공장등)

*용도: 차박용 침상
*적용차종: 국산SUV, RV-전차종, (일부제외)
*사이즈: 평상시(800*1000mm),
확장시(1900*1000mm)
*무게:14kg
*기타활용성: 캠핑용 테이블, 가정용탁자
침상(원룸,자취생,사무실,공장등)

주)팝폰은 2005년 핸드폰 주변기기 유통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현재 스마트폰 충전 어댑터 전문제
조 및 스마트폰 액세서리 개발과 제조/유통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스마트폰 관련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1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스마트폰 관련용품
산업에 새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팝폰은 세련되고 고급스런 디자인과 소비자의 입장을 최우선하
는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임을 자부하
며 오늘도 “Only for you to make your life better and smart”라는 슬로건하에 오직 사용자 중
심의 편리하고 독창적이며 안정적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TC45 - 멀티케이블 일체형
충전기 (C+C+5+8)
(가격: 9,800원)

DC47 - 어디나 착!
붙는 3in1 릴케이블
(가격: 9,800원)

S-200 - 착!한 안심 UV살균
유무선충전 거치대
(가격: 21,900원)

마이크로 5핀, 8핀, C타입으로 구성되
어 현재 모든 충전이 가능한 멀티충전
기로 하단에 접착스티커가 있어 도난방
지 기능과 빠르고 쉬운 케이블 교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출력 3A로 빠른 충전속도와 기기3
대 동시충전이 가능한 어디든지 착! 붙
여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자동 줄감기
기능 릴타입 케이블 제품입니다.

99.9% 살균! UV-C 살균 기능으로 더
욱 깨끗하고
5V~12V 고속 충전까지 지원 가능한
UV 살균 충전거치대 제품입니다.

Key information

주식회사 팝폰

Company introduc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아담캠프

주요정보

업 체 명

저희 아담캠프는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love something else)
차박 캠핑용 침상, 매트, 캠핑용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s

㈜팝폰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아담캠프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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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15-3426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
○
○
○
○
○

태

LED조명제조업

190-88-00688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356-87-01320
김병철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 디동 405호(구월동,테크노밸리)

팩스번호

032-815-3410

전화번호

032)465-6577

e-mail

horan5@hanmail.net

홈페이지

업

LED조명.전자전기제품

업

종

고객우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회사.
조달청에 납품하는 우수조달등록업체.
벤처기업.
에너지관리공단에 고효율등록업체.
모든자제와 공정을 국내에서 조달 직접생산하는 업체.
비상겸용 조명등을 제조(4선식 과 배터리비상)

고효율센서등(3번).
고효율직부(4번)
(가격: 22.000원/ 20.000원)
1.모델:BM18-S1/BM18-GR
2.광효율;120lm.
입력전압:220V 60HZ 입력전류:0.05A.
입력전력:15/10W
3.주/야 선택기능.
4.순수국내제조

고효율DC다운라이트(2번).
보급욕실(8번)
(가격: 15.000원/ 12.000원)
1.BM18-DR/HT16-DM200
2.광효율:122lm
입력전압:220V 60HZ.
입력전류:0.05A.
입력전력:15/12W/20W.
3.설치용이 .
4.순수국내 제조

태

서비스,제조,도매업

팩스번호

032)465-6577

e-mail

ejtiv100@naver.com

업

기타인쇄,마스크제작

종

Key information

사업자번호
김창호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84. 306-2

업

에스알케이(주)

○ 당사가 제작한 누빔원단 에코백은 한국의 전통색 5방색을 (파랑,빨강,흰색,검정,노랑) 바탕으로
제작하여 디자인이 아름답고 가벼워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기회가됨
○ 당사는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전문운영업체로서 현재 고속도로휴게소
50개를 납품하고 직영점 5곳을 운영하며 한국에 우수한 제품을 보다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선비상센서(5번).
고효율벽부등(9번)
(가격: 13.000원/ 26.000원)
1.모델:HT16-SD1500/BM18GR-1-2.
2.광효율:116lm.
입력전압:220V 60HZ.
입력전류:0.05A.
입력전력:15/12W/10W.
3.설치용이.
4.순수국내제조.

누빔 핸드폰 가방
(가격: 20,000원-상)
(가격: 25,000원-하)
한국의 전통5방색으로 만든 누빔제품
모든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듬
간단하게 핸드폰과지갑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함

누빔 에코백
(가격: 25,000원-소)
(가격: 35,000원-대)

사진액자
(가격: 200,000원)

한국의 전통5방색으로 만든 누빔제품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가볍고 세탁이
쉬움
지역에 명소를 넣을수 있어 지방홍보
제품으로 가능

소비자가 원하는 사진을 알루미늄 소재
로 제작가능
알루미늄소재라 빛 변색이 없고 깨질
염려가 없음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밝은조명

회사소개

업 체 명

에스알케이㈜

제품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밝은조명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주요정보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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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140-81-46531

전화번호

032-811-8859

팩스번호

050-4245-6790

홈페이지
업
태

www.pluswell.kr
제조업, 도소매

e-mail
업
종

bcd123@hanmail.net
조명기기

플러스웰㈜는 2010.08월에 설립되어 인체에 유해한 블루라이트차단 LED 조명 특허 및 기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강소 LED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플러스웰㈜가 추구하는 조명세계의 목표는 인체에 안전하고 유익한 빛을 제공하며, 에너지절감을 통
한 고객의 비용절감과 Global 친환경정책에 기여하고,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LED조명
을 구현하여 우리들의 생활 공간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기반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Global 친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제품을 부단히 개발 / 보급하여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조명의 세계를 구현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카멜레온 LED 조명
(가격: 95,000원)
- 블루라이트 차단 시력보호 조명
(주택 실내용)
- 점등 시는 도넛츠 형상, 소등 시는
원형으로 보임
- 초슬림 조명 (두께 : 9mm)

도넛 펜던트 LED 조명
(가격: 100,000원)
- 블루라이트 차단 시력보호 조명
(주택 실내용)
- 초슬림 조명 (두께 : 9mm)
“2019 LH하우징 플랫폼 페스타 선정
우수상 수상”

LED 평판등
(가격: 45,000원)
- 블루라이트 차단 시력보호 조명
(주택, 사무실용)
- 슬림 조명 (두께 : 25mm)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이혜련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297, C동 1층

370-87-01781

전화번호

032-815-8158

팩스번호

032-815-8350

홈페이지
업
태

www.seohanm.com
제조업

e-mail
업
종

payaya@seohanm.com
마스크

저희가 생산하는 온리유 마스크시리즈 및 서한엠 마스크는 고급 방수원단을 사용하여 비말을 차단하
며 착용감이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저자극 원단을 사용하여 편안한 호흡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숨을 쉬는데 부담을 주지 않아 오래 착용하여도 좋은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또한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FDA등록 및 CE인증(EN
14683 TYPE IIR)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국내산 마스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서 엄격한 품질보증으
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생활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온리유 비말차단마스크
(KF-AD)
(가격: 8,000원)

온리유 일회용마스크(소형)
(가격: 8,000원)

서한엠 데일리마스크(블랙)
(가격: 8,000원)

고급 부직포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매우
좋고, 탄력있는 이어밴드를 사용하여
오래 착용하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고효율 MB필터로 박테리아 및 미
세먼지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7세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 적합
한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고급 MB필터를 넣어 차단력이 우수하
며 탄력있는 이어밴드를 사용하여 오래
착용하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방수원단으로 제조하여 침방
울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탄력있는 이
어밴드를 사용하여 착용감이 매우 우
수합니다.
필터 및 안감까지 모두 올블랙인
패셔너블한 마스크입니다.

Key information

사업자번호
배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24-10
(남촌동, 남동공단 42블럭1롯트 2층)

㈜서한 엠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플러스웰주식회사

주요정보

업 체 명

㈜서한 엠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플러스웰㈜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HIT500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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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약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270-87-01759
오천용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50, 908호 909호 (고잔동)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경태
인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115

전화번호

070-4442-9377

팩스번호

032-812-8334

전화번호

032-811-7688

팩스번호

032-811-7690

제조

e-mail
업
종

hjibill2020@gmail.com
의약외품

홈페이지
업
태

www.daikyoung.com
제조업

e-mail
업
종

dktaiyou@gmail.com
손소독제, 구강세정제외

마스케이보건용마스크
(KF94/대형)
(가격: 550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일상화된 현실
에서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국
산 원자재만을 사용한 식약처 KF94인
증 보건용마스크

1. 겔타입의 손소독제로 흐르지
않습니다
2.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3. 각종바이러스 세균등의 제거율이
높은 식약처허가 제품입니다

콜라겐세니타이저(2,310원)
(그린티향,체리향,모링가향)

네이처핸드터치83%
(가격: 1,320원)

1.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피부보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2. 콜라겐이 함유되어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3. 액상타입으로 세균을 빠르게 살균
시킵니다

1. 액상타입으로 2~3회 분사로 세균을
빠르게 살균시킵니다
2.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3. 손에 머물러있는 시간동안 빠르게
손과 피부를 소독해줍니다

Company introduction

원더핸드겔72%(2,640원)
원더핸드후레쉬겔62%(2,530원)

Product descriptions

㈜대경제약은 2016년에 설립하여 할랄인증서, FDA승인, 품질·환경 ISO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인
천에서 가장 큰 의약외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까
지 K-방역에 힘쓰고자 합니다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455-88-00339

Key information

업 체 명

주요정보

에이치제이아이(주)

오로지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의약외품 제조업.
초심을 잃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에 일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Company introduction

㈜대경제약

업 체 명

홈페이지
업
태

Product descriptions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에이치제이아이㈜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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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032-464-4835

팩스번호

홈페이지
업
태

www.okfarm.kr
임업, 제조업

e-mail
업
종

Key information

전화번호

371-86-00658

ok_farm@naver.com
임산물, 공간향수, 천연비누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산림서비스 제공, 산림자원 보존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자연친화적
기업.
2.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부산물과 천연유래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천연제품의 생산 및 교육과 체험
사업을 하는 기업
3. 천연비누, 천연향 디퓨저와 스프레이, 식물성 손청결제와 캐모마일 꽃 수, 레몬머틀 잎 수 등 미스
트가 주 생산품
4. 판매하는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 운영

Company introduction

사업자번호
문옥영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705, 2층

Product descriptions

대 표 자
주
소

회사소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풀내음밤나무숲

제품소개

2021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업 체 명

주요정보

풀내음밤나무숲

전시 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화장품
6주 숙성 천연비누
(가격: 11,000원)

천연향 미니 디퓨저
(가격: 5,000원~9,000원)

식물성 손청결제
(가격: 10,000원)

- 일체의 화학합성 물질과 동물성 원료
를 사용하지 않음
- 최소 6주의 숙성 기간을 거치며 천연
글리세린이 생성되어 세안 후에도 피부
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며 한 번의 세안
만으로도 피부가 깔끔하게 클린징 됨

- 인공향, 인공색소 등 일체의 화학합
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식물유래 천
연성분만 사용함
- 100% 순수한 유기농 에센셜 오일
만을 사용한 건강한 향기 제품으로 오
랜 시간 사용하여도 머리가 아프지 않
고 상쾌함

- 99.9% 항균기능을 가진 휴대가 간편
한 식물성 손청결제
- 유기농 글리세린의 효과로 사용 후
손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짐
-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순간 기분 전
환과 함께 주변이 상큼하고 신선한 향
기로 가득 참

2021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책자...........30/31

업 체 명

㈜디엠코스메틱스

업 체 명

(주)가시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66746
박연수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77번길 27 1층,3층,4층,5층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한규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25번길 32

전화번호

032-812-8650

팩스번호

032-812-8654

전화번호

032-858-0100

팩스번호

032-831-8200

홈페이지
업
태

www.naeorilttae.com
도매업, 제조업

e-mail
업
종

market@dmcosmetics.co.kr
화장품, 화장품용기

홈페이지
업
태

제조업, 도소매업

e-mail
업
종

yu-yi@skinbutak.com
화장품

1. 묻어남 없는 선명한 매트 립 연출.
2. 부드럽고 매끄러운 터치감으로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반전 텍스처
3. 한 번의 터치로도 선명하게 발색
되는 풍부한 컬러.
4. 리퀴드 립스틱의 최상의 사용감을
선사할 플럼핑 실버쉴드 항균 		
팁 적용. (SIAA 항균 인증) (항균력
99.99%)/ 실버쉴드 항균 팁 (특허
제 10-1560812호)
5. 36시간 단계적으로 숙성시킨 고밀
도 색소입자가 한번의 터치만으로
강력한 발색력을 선사합니다.
6. 겉은 보송! 속은 촉촉! 트렌디한
매트 립

알로에 베라 퓨어 수딩젤
(가격: 4,500원)
1. 촉촉한 보습력으로 피부 당김 현상
개선에 도움
2. 끈적임 없는 산뜻한 사용감
3. USDA 유기농 인증원료 사용
4.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95%
5. 자극받은 내피부에 진정효과
6.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수딩젤

(가격: 19,000원)

(가격: 19,000원)

(가격: 24,000원)

정제수 대신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
이, 인공향료 대신 에센셜오일이 함
유되어 있고, 피부임상시험을 완료한
EWG 그린등급의 미백, 주름개선 기능
성 화장품.
세안 후 피부 진정 및 깊은 수분공급과
피부결을 개선시켜 주는 저자극 토너

정제수 대신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
이, 인공향료 대신 에센셜오일이 함
유되어 있고, 피부임상시험을 완료한
EWG 그린등급의 미백, 주름개선 기능
성 화장품.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
톤을 개선시켜 주는 기능성 로션

정제수 대신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
이, 인공향료 대신 에센셜오일이 함
유되어 있고, 피부임상시험을 완료한
EWG 그린등급의 미백, 주름개선 기능
성 화장품.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미
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농축 영
양크림

Company introduction

제품SPF 50+ PA+++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3중 기능
성 화장품
- 민감 피부를 위한 자연유래 100%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
-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안전한
논-나노 자외선 차단제
- 자연유래 성분으로 피부 장벽 케어
및 피부 진정
- 피부 톤을 한톤 정돈하고 화사하고
밝은 핑크빛 톤업 효과
- 식약처 알러지 주의 성분 25가지
배제
- 끈적임 없이 겉은 보송 피부속
촉촉한 보습 성분 함유
-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매트 리퀴드 립스틱 14색
(가격: 7,500원)

Product descriptions

아쿠아그린 톤업 선크림
(가격: 11,500원)

화장품 OEM 위탁생산 외에 전제품 피부임상시험을 완료한 “스킨부탁(SKINBUTAK)” 자사 브랜드
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외 유명 온라인채널에 입점 되어 있습니다. FDA 화장
품시설로 등록되었으며, 미국 FDA OTC와 러시아 EAC SRG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만, 칠레, 터키,
베트남을 비롯하여 해외 다수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디엠코스메틱스는2008년설립된㈜디엠티의화장품사업부를시작으로하여2014년법인등기를
마친색조화장품전문제조판매기업입니다.
㈜디엠코스메틱스는화장품포장재에서완제품까지수직계열화된기업입니다. 화장품포장재의개발및
생산, 화장품내용물의개발, 제조, 충전및포장에이르기까지원스톱으로가능합니다.
현재는국내온라인판매에서부터백화점, 면세점, 오프라인매장판매, 해외20여곳의바이어에게물품을
공급하고있습니다
국내 ‘나어릴때’ 브랜드 체험단과 블로거, 카페회원에서부터 대형쇼핑몰과 폐쇄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판매 및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131-81-97846

Key information

㈜가시

주요정보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디엠코스메틱스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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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717-16--00491
박찬식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테크노밸리A동 306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최대통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92

114-86-15164

전화번호

070-7854-7980

팩스번호

032-421-0819

전화번호

02-598-8400

팩스번호

02-597-3434

홈페이지
업
태

www.soonsoolab.com
도소매

e-mail
업
종

soonsoo7980@naver.com
화장품

홈페이지
업
태

konad.co.kr
제조업, 도매

e-mail
업
종

marketing@konadnail.com
화장품, 무역

(가격: 28,000원)

어도러블여인샴푸

노니두피케어샴푸
(가격: 29,000원)

(가격: 25,900원)

노니수분크림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식약처 인증 탈모
기능성화장품, 자연유래 성분 함유로
저자극 두피클렌징. 탈모방지 및 모발
굵기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프로그램에 소개된 노니두피케어
샴푸, Ph 5.5 약산성샴푸로 노니의 효
능을 두피에 전달하여 두피고민까지 해
결해주는 기능성샴푸입니다.

노니추출물 71% 함유로 미백, 주름개
선 기능성화장품, 끈적임 없이 피부의
수분, 진정 멀티케어 가능한 EWG그린
등급의 크림입니다.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제품소개

㈜코나드는 아시아의 미를 세계로 전하겠다는 기업 소명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랜 경험과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탬
핑 네일아트와 다수의 코스메틱 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재 전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 중이며, 이를 통해
K-Beauty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나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 우수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새로운 뷰티 문화를 창출하여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로제 틱톡 버블 마스크
(가격: 13,700원)

크레사 클린앤세이프 데일리
마스크
(가격: 7,000원)

코나드 올리브 소프트
핸드크림
(가격: 2,700원)

아이로제 틱톡 버블 마스크는 미세한
기포가 풍성하게 생성되어 모공의 노폐
물 및 오염 물질 등을 말끔히 제거해주
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는
워시오프(WASH OFF) 타입의 버블 마
스크입니다.

정전 필터가 포함된 3중 구조 설계로 감
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 주는 마
스크입니다.
3단 접이식 구조로 얼굴 곡선에 맞게 착
용감을 높였으며, 미국 FDA 승인제품
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친화적인 식물성 고보습 성분의
핸드크림으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
되어 언제 어디서나 데일리 케어가 가
능하고 올리브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
를 편안하고 매끄럽게 보호해주는 순하
고 촉촉한 핸드크림입니다.

Key information

㈜코나드

Company introduc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순수연구소

주요정보

업 체 명

순수연구소는 안전하고 좋은 성분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두피 고민 및 여러 가지 피부타입의 고민들
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천연원료를 선별하여 연구원들과 끊임없이 테스트
를 거쳐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s

㈜코나드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순수연구소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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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에코

사업자번호
이형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지하172 No.13-1

199-88-00424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이정남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448번길 149-45

467-85-00817

전화번호

032-421-4678

팩스번호

0508-900-4678

전화번호

032-813-1238

팩스번호

032-813-1233

홈페이지
업
태

www.nsuus.com
제조업

e-mail
업
종

nsuuskorea@naver.com
화장품

홈페이지
업
태

www.teraeco.kr
제조업, 도소매업

e-mail
업
종

tera1255@naver.com
화장품, 무역외

㈜엔수스코리아는 “SKIN SCIENCE POWERED BY NATURE”라는 모토하에 한국의 힘과 에너
지를 담은 선별된 자연 원료들을 주원료로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 나와 내 아이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살아 숨쉬는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선사할 수 있도록 성분과 환경을 늘 함께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뷰티를 추구함과 동시에 한국 자연의 힘을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엔수스 카멜리아 크림
(가격:45,000원-> 22,000원)

엔수스 토너 포 맨
(가격:16,000원-> 13,000원)

엔수스 카멜리아 샴푸
(가격:28,000원-> 14,000원)

한국의 전통5방색으로 만든 누빔제품
모든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듬
간단하게 핸드폰과지갑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함

한국의 전통5방색으로 만든 누빔제품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가볍고 세탁이
쉬움
지역에 명소를 넣을수 있어 지방홍보
제품으로 가능

소비자가 원하는 사진을 알루미늄 소재
로 제작가능
알루미늄소재라 빛 변색이 없고 깨질
염려가 없음

주식회사 테라에코는 2010년 벤처창업이래 자연유래성분을 이용한 연구개발과 특허등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R&D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력을 강화해 나아가며, 대한민국 정부기
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R&D 과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화장품 제조·생산 설비시설 투자로 대한민국 대표 화장품 기업인 이블씨앤씨(미샤),
엘앤피코스메틱(메디힐), 에스디생명공학(SNP), 제이준코스메틱, 토니모리 등의 화장품 OEM/
ODM을 통해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테라에코 스킨케어, 헤어제품
(가격: 5,400~228,000원)

테라에코 마스크팩
(로즈, 홍삼, 마유 등)
(가격: 9,000~22,800원)

온모메 청결제
(남성용, 여성용)
(가격: 8,300원)

- 감태,외톨개모자반등 청정 제주 해
안에서 채취한, 고보습 영양 성분이 들
어가있는 해양성 식용
식물, 순도높은 추출물을 사용
- 모로코 유기농 아르간 특유의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모발을 효과적으로 보호
해주고 코팅막 형성에 윤기있는 머릿결

- 고급장미 추출물로 수분충전
- 건조한 피부를 윤기있게
- 홍삼추출물과 β글루칸 함유 허브 추
출물을 함유한 시트를 이용
-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피부의 천연
보습자 N.M.F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에
활력과 보습을 부여
- 안티윙클 기능성 Horse Oil함유 마유
의 고농축 영양성분이 유해 환경으로
인해 지친 피부에 매끈한 느낌
- 고급 장미추출물 마스크 시트 는 피
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 하여 하루종일
피부에 수분 공급과 보습효과

- 민들레추출물, 애플민트, 티트리 오
일, 일랑일랑꽃 오일등 청량한향을 느
낄수 있습니다.
- 시원하고 쿨링한 버블폼으로 더욱 깨
끗함을 유지
- 약산성 밸런스 PH5.5.의 보호막 제
형으로 자극없이 피부속의 PH 밸런스
를 촉촉하게 지켜 줍니다.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Key informa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엔수스코리아

주요정보

업 체 명

㈜테라에코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엔수스코리아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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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엠글로벌(주)

사업자번호

118-81-22304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이순미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205호

740-88-00218

전화번호

032-227-0345

팩스번호

032-614-4408

전화번호

010-9654-9882

팩스번호

02-6455-5292

홈페이지
업
태

3wbmall.com
제조업

e-mail
업
종

whb0705@hanmail.net
화장품

홈페이지
업
태

smartstore.naver.com/jsmgo
제조, 도소매

e-mail
업
종

sun@jsmshop.com
제조

저희 (주)웰빙헬스팜은 설립 이래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스킨케어 화장품 및 피부 미용 제품을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 및 OEM/ODM 제조판매 하는 회사입니다. 우레아, 로얄제리(프로폴리스), 히
알루론산, 인체유래 줄기세포, 달팽이 점액 등 우수한 성분을 함유한 SKIN CARE & 기능성 화장품
을 연구하여 탄력과 균형 있는 피부로 가꾸어 주는 화장품 개발을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이에스엠글로벌(주)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화장품, 쥬얼리,
악세사리 등의 생산과 국내외 우수제품을 온오프라인 유통,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로 사회적 책임
을 다하려는 무한 성장 가능한 기업입니다.

안드로메다
마법3종세트
(가격: 59,000원)

명품고운발
(가격: 7,000원)

3WB K-Skin Doctor
시카크림
(가격: 11,900원)

3WB 수분크림
(가격: 12,000원)

명품고운발은 충분한 영양공급과 보습
효과를 주어 당신의 발을 매우 촉촉하
고 부드럽게 지시켜줍니다. 또한 프로
폴리스와 금은화성분의 천연향균작용
으로 무좀 예방효과가 있으며, 로얄제
리 등의 우수한 성분 함유로 피부의 노
화예방과 각질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K-Skin doctor 시카크림은 병풀추출
물, 편백나무잎추출물, 마데카소사이
드 등의 성분을 활용하여 빠르게 피부
진정 효과를 부여합니다.(한국피부과
학 연구원 인증)
또한 주름기능성 / 미백가능성을 인증
받아 데일리 보습크림으로 활용하면 좋
습니다.

수분크림은 고농도의 히알루론산과
쉐어버터, 알란토인의 함유로 피부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리
듬에 맞게 민감성피부는 물론 지성피부
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EGT,
콜레스테롤의 시너지 효과로 피부 근본
을 깨워 탄력과 보습을 집중적으로 케
어 해 줍니다.

안드로메다
마법스킨+에멀젼
(가격: 30,000원)

안드로메다
마법스킨
(가격: 15,000원)

안드로메다
마법에멀젼
(가격: 15,000원)

미백, 주름개선의 이중 기능 미백, 주름개선의 이중 기능 미백, 주름개선의 이중 기능 미백, 주름개선의 이중 기능
성 화장품으로대용량의 가 성 화장품으로대용량의 가 성 화장품으로대용량의 가 성 화장품으로대용량의 가
성비 좋은 화장품입니다.
성비 좋은 화장품입니다.
성비 좋은 화장품입니다.
성비 좋은 화장품입니다.
1.병풀추출물,호장근추출물,황
금추출물,녹차추출물, 감초뿌리
추출물,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쇠비름추출
물이 피부진정과 피부의모공케
어에 도움을 줍니다.
2.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와 해
삼추출물이 피부영양과 수분 공
급
3.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4. 부드러운 발림성 & 놀랄만큼
빠른 흡수
5. 안심포뮬라+피부 자극테스
트 완료

1.병풀추출물,호장근추출물,황
금추출물,녹차추출물, 감초뿌리
추출물,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쇠비름추출
물이 피부진정과 피부의모공케
어에 도움을 줍니다.
2.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와 해
삼추출물이 피부영양과 수분 공
급
3.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4. 부드러운 발림성 & 놀랄만큼
빠른 흡수
5. 안심포뮬라+피부 자극테스
트 완료

1.병풀추출물,호장근추출물,황
금추출물,녹차추출물, 감초뿌리
추출물,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쇠비름추출
물이 피부진정과 피부의모공케
어에 도움을 줍니다.
2.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와 해
삼추출물이 피부영양과 수분 공
급
3.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4. 부드러운 발림성 & 놀랄만큼
빠른 흡수
5. 안심포뮬라+피부 자극테스
트 완료

Company introduction

박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06

Product descriptions

대 표 자
주
소

Key information

업 체 명

주요정보

(주)웰빙헬스팜

제이에스엠글로벌㈜

회사소개

주요정보
회사소개

업 체 명

제품소개

Product descriptions

Company introduction

Key information

㈜웰빙헬스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1.병풀추출물,호장근추출물,황
금추출물,녹차추출물, 감초뿌리
추출물,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쇠비름추출
물이 피부진정과 피부의모공케
어에 도움을 줍니다.
2.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와 해
삼추출물이 피부영양과 수분 공
급
3.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
4. 부드러운 발림성 & 놀랄만큼
빠른 흡수
5. 안심포뮬라+피부 자극테스
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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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가공식품류

두레방아협동조합

업 체 명

제이씨 컴퍼니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131-86-33717
우두환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183 후이즈스마트타워 510호~513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홍재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3

797-75-00155

전화번호

032-451-7977

팩스번호

0504-043-0189

전화번호

032-465-3142

팩스번호

032-465-1951

홈페이지
업
태

www.durebanga.com
제조업 외

e-mail
업
종

0328150778@daum.net
떡류 외

홈페이지

e-mail

hjh3500@naver.com

업

캔디류

현미가래떡 앙금가래떡
현미쑥가래떡
(6,000원/8,200원/6,500원)
무농약현미로 만든 두레방아만의 반죽
기법을 통해 자연해동 후에도 말랑함을
유지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 및 간식용 제품.
앙금가래떡 : 재주쑥,고구마,백미 3가
지맛(소:국산통팥앙금)

귀리 미숫가루
(가격: 9,500원)
국내산귀리,무농약현미,유기농적미,국
내산서리태를 최적의 배합으로 볶아 간
식용및식사대용으로도손색없는 간편
식미숫가루입니다. 10대 슈퍼푸드로
도 선정된 귀리는 우수한 식이섬유 및
베타그루칸이라는 물질이 많아 콜레스
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서 심장병 및 당
뇨병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귀리
는 체중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께 균형잡힌 한
끼식사로 포만감을 줍니다.

태

제조업

종

쥐눈이콩 미숫가루
(가격: 10,000원)

하루바질(딸기,레몬맛)
(가격: 2,000원)

도라지목캔디
(가격: 2,000원)

딸기,홀스팝
(가격: 2,000원)

국내산 쥐눈이콩, 무농약 현미, 국내산
찰흑미,찰보리, 서리태를 최적의 배합
으로 볶아 간식용 및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없는 간편식 미숫가루입니다.약콩
이라고도 불리는 쥐눈이콩은 영양이 풍
부합니다. 뼈 튼튼! 피부 탱탱! 쥐눈이
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말트를 이용하여 당류,칼로리를
낮추고 바질씨앗,레몬밤,식이섬유등을
첨가하여 포만감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맛과 기능을 동시에 즐기는 성인
전용캔디

이소말트에 도라지분말,프로폴리스,모
과농축액 멘톨을 첨가하여 목을 시원하
게 하는 맛과 기능을 동시에 즐기는 성
인전용캔디

이소말트를 이용한 어린이전용 캔디로
써 무설탕에 충치에도 영향을 덜끼치는
어머니가 사서 아이에게 권해주는 순수
한 캔디

Company introduction

즐거움, 건강,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는 사명으로 시작한 캔디전문 업체로 성인, 아이 모두에게 맛도
건강도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하며 개발하여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작지만 항상 건강한 캔디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중국, 대만, 영국 등에 수출도 시작한 업체입니다.

Product descriptions

식품첨가물을 배제한 친환경 떡으로서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쌀 소비촉진과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일자리 창출과 떡 제조원의 직업으로서의 안정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기업간 협력을 위한 사업
전통식품 떡류의 계승과 발전

업

Key information

업 체 명

주요정보

제이씨 컴퍼니

회사소개

○
○
○
○
○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두레방아협동조합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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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70-4259-3110

홈페이지
업
태

www.naebro.co.kr
도소매업

782-86-00130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09번길 47

736-85-00746

팩스번호

032-421-6889

전화번호

032-215-7789

팩스번호

032-819-7787

e-mail
업
종

idenkim7@naebro.co.kr
농산물가공식품

홈페이지

www.cwfood.net

e-mail

cwfood0915@naver.com

업

제조업

업

식품제조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내이브로는 “내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기업 슬로건입
니다. 자연 그대로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아이를 위한 건강
한 식품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재료를 자부합니다.

태

10여 년간의 국내 굴지의 육가공, 냉동식품의 경험으로 ㈜청우푸드는 현대화된 대량생산 체제를 완
비, 새로운 패턴의 냉동식품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
니다. 더 좋은 원료,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기술로 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며 창업 이래 꾸준한 기술 축
적과 제품 개발을 통한 냉동식품 및 연계품 등 30여종의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그 품
질의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우푸드는 신용과 성실을 바탕으로 독창적 신제품 개
발 및 식자재 발굴사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과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치킨너겟 1kg / 닭껍질튀김
800g / 허브안심 1kg / 청양
고추안심 1kg
(가격: 6,500 / 6,200 / 7,100 / 7,100원)
퓨어잇 맛있는 아이김과자
(가격: 2,500원)

퓨어잇떡뻥 유기농 쌀과자
(가격: 2,500원)

동결건조 과일칩
(가격:
원)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 고소하고 바
삭한 식감.
국내산 김, 참깨, 통곡물을 사용해 건
강함.
간식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추천.

국내산유기농쌀과 원재료 만 사용하여
만듬.
무첨가 식품으로 기름 밀가루 팽창제
방부제 감미료가 없음.

천연 과일 그대로의 100% 무첨가 과
일칩.
동결건조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 최소화
과일마다 갖고 있는 좋은 효능 그대로
유지.

종

<치킨너겟>
·내용량: 1 kg
·원재료: 닭고기63.24% (국내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닭껍질튀김>
·내용량: 800g
·원재료: 닭껍질62.8% (국내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허브안심/청양고추안심>
·내용량: 1 kg
·원재료: 닭고기71.25% / 66.66% (안심:
국내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에어프라이어 조리 시: 약 190~200℃
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냉동상태의 제품
을 넣고 약 10~15분간 뒤집어 가며 조리하
여 드십시오.

복닭복닭핫치킨 / 복닭복닭데
숯불양념닭꼬치
리야끼치킨 200g
1kg(50g*20ea)+300g(소스)
(가격 : 2,600 / 2,500원)
(가격: 18,800원)
<숯불양념닭꼬치>
·내용량: 1kg(50g*20ea)
+300g (데리맛,불닭맛소스증정)
·원재료: 닭고기96.29%
(다리살:브라질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오븐: 해동된 닭꼬치를 180℃로 예
열된 오븐에 약 5~7분간 조리
▶ 에어프라이어: 해동된 닭꼬치를
180℃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약 10
분간 조리

Key information

사업자번호
이부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40번길 40

㈜청우푸드인천지점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주식회사 내이브로

주요정보

업 체 명

㈜청우푸드인천지점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내이브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복닭복닭핫치킨/데리야끼치킨>
·내용량: 200 g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원재료: 닭고기72.8% / 73.1%
(다리살:브라질산)
▶ 전자레인지(700W)기준: 제품의
비닐을 살짝 뜯어 3분30초~4분간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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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15-0685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태

제조

31-81-60204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김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88

팩스번호

032-814-107.

전화번호

032-421-2277

팩스번호

032-724-2227

e-mail

namyoung131@hanmail.net

홈페이지

서울제과.com

e-mail

icseoul@naver.com

업

엿

업

제조업,도매업

업

과자

종

쌀엿제품군의 독보적 기술력과 품질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남영식품은 당사의 모든 핵심역
량이 집결된 옛 전통을 현재에 재현한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옛 전통의 이미지를 구현하여 소비자들
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키워드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신뢰의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 이루고 지켜나갈 당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의 반증으로
㈜오뚜기 단독 OEM, 크라운제과 납품과 같이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쌀엿 1.2kg

옛날쌀엿 2.5kg

(가격: 전시제품)

(가격: 전시제품)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조청 고유의
향미와 깊고 진한 단맛을 느낄 수 있으
며, 잘 굳지 않고 윤기를 내어 각종 요리
에 건강한 맛을 더합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조청 고유의
향미와 깊고 진한 단맛을 느낄 수 있으
며, 잘 굳지 않고 윤기를 내어 각종 요리
에 건강한 맛을 더합니다.

태

종

872-81-00291

주식회사 서울제과는 1993년 유통업을 시작으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그 원동
력으로 1999년 제조업으로의 업무확장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다가가고자 늘 노력하며, 저희 제품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 대형 할인마트 및
백화점 납품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어릴 적 추억과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항상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전통적인 기업으로, 고객의 만족과 지속적인 신뢰를 위하여 항상 발전하는 ㈜서울제과가 되겠습니다

쌀올리고당 1.2kg
(가격: 전시제품)

전병종합세트
(가격: 8,000원/1상자)

김맛전병/땅콩맛전병
김맛미니전병
(가격: 2,500원/1종류)

현미쌀뻥과자
(가격: 2,000원/1봉)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조청 고유의
향미와 깊고 진한 단맛을 느낄 수 있으
며, 잘 굳지 않고 윤기를 내어 각종 요리
에 건강한 맛을 더합니다. 몸에 이로운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
을 줍니다.

서울제과 대표전병 4가지
(김맛,땅콩맛,생강맛,계피맛)
그리고 도라강정이 혼합되어있는 전병
세트 입니다.

김맛전병, 땅콩맛전병, 김맛미니전병
각각 케이스에 담겨있는 간식용 제품
입니다.

국내산 현미쌀 99.6%로 만든 뻥과자
입니다.

Key information

사업자번호
김남두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36번길 13

업

주식회사 서울제과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남영식품

주요정보

업 체 명

㈜서울제과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남영식품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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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825-88-00066
김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40 1층(만수동, 자연만세)

대 표 자
주
소

이선희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624 2층

사업자번호

131-36-87940

전화번호

1899-6471

팩스번호

032-468-5019

전화번호

032-441-4422

팩스번호

032-441-4425

홈페이지
업
태

www.manseshop.co.kr
도소매업

e-mail
업
종

nahappy153@naver.com
건강식품판매

홈페이지
업
태

www.mslaver.com
제조

e-mail
업
종

ms4414422@hanmail.net
조미김

회사소개

사랑해 석류즙
(가격: 20,000원)

사랑해 유자즙
(가격: 16,000원)

사랑해 블랙베리즙
(가격: 20,000원)

한포당 80ml x 20포
국내산 100% 전남 고흥산석류의 알맹
이만 착즙하여맛과 영양 모두 우수한남
녀 모두에게 좋은 석류즙

한포당 80ml x 20포
국내산 100% 전남 고흥산유자로 착즙
하여맛과 영양 모두 우수하고비타민 C
가 풍부하여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즙

한포당 80ml x 20포
국내산 100% 전북 완주산블랙베리를
착즙하여맛과 영양 모두 우수하고눈건
강에 좋은 슈퍼푸드블랙베리즙

민속물산은 그 옛날 어머니께서 솔잎으로 발라 구워주신 그 맛 그대로 식탁위에 느껴보실 수 있도록
직접 짠 기름으로 바삭바삭 짜지 않게 구워낸 솔잎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솔잎김으로 가족의 식단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아끼는 주부의 마음으로 포장용기 하나에도 신경쓰며,
좋은 양질의 솔잎김을 제조하여 고객님의 만족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민속물산이 되겠습니다.

식탁세트1호
(가격: 11,000원)
솔잎김 “식탁김”
눅눅한 김은 저리가라~~

사랑해 양배추 브로콜리즙
(가격: 20,000원)
한포당 100ml x 30포
국내산 100% 경남 남해에서 재배한
양배추&브로콜리를착즙하여 맛과
영양 모두 우수하고 위와 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브로콜리즙

사랑해 흑마늘즙
(가격: 44,400원)
한포당 80ml x 30포
국내산 100% 경남 남해에서 재배한
흑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마늘에서
추출하여맛과 영양 모두 우수한면역력
강화에 좋은 흑마늘즙

KF94 마스크 50개입
(가격: 20,000원)
대형/화이트
국내산 100% 3중 차단필터
얼굴에 맞춘 편안한 입체구조KF94
방역마스크

식탁용 김 포장용기는 뚜겅이 있어 그
대로 식탁에 올려 놓아도 좋으며, 드시
다 남기신
김 보관에도 더욱 좋습니다.

식탁세트 5호
(가격: 20,000원)
신선한 바다의 그 맛!
그 옛날 어머니께서 솔잎으로 발라
구워주시던 그 맛 그대로!

Key information

대 표 자
주
소

Company introduction

주식회사 서울제과

Product descriptions

업 체 명

주요정보

주식회사 자연만세

회사소개

주요정보

민속물산

업 체 명

자연이 주는 선물, 자연에서 외치는 만세! 대한민국 건강식품 대표 브랜드 ‘자연만세’‘자연 그대로 신선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전국 각지의 농민분들을 직접
찾아뵈어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농민 분들의 진심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하여우리의
마음 속 고향인 농촌과 생명의 근원인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에 농민 분들의 진심을 담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제품소개

Product descriptions

Company introduction

Key information

㈜자연만세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재래(소)
(가격: 15,000원)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최적의 건강식품
단백질, 비타민B2, 당질, 인, 미네랄 등
이 풍부해 산성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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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최종환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18

131-86-64578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강현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0번길 40

201-32-00259

전화번호

032-818-4168

팩스번호

032-818-4167

전화번호

032-441-8241

팩스번호

032-441-8242

홈페이지
업
태

www.chungwonfood.com
제조업/도소매

e-mail
업
종

chungwon0915@naver.com
기타식품류/기타식품

홈페이지
업
태

www.schan.co.kr
제조업

e-mail
업
종

gohyang8241@hanmail.net
김치/기타가공식품

오랜 전통의 맛! 저희 청원농산에서는 100% 도토리 사용! 그 외의 첨가물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묵
전분(가루) 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포, 메밀, 동부, 올방개 와 같은 다양한 묵들 역시 가
정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쓰고 있습니다. 접하기 어려운 음식으로 취
급받던 전통 먹거리인 묵을 이제는 보다 간편하고 편리성 있게 접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묵 가루 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기다림이 만듭니다.
- 생생찬은 바른 먹거리,정직한 농산물 생생찬이 전하는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갑니다.
- HACCP 인증으로 더욱더 안전하며 ,생생찬만의 10년 노하우가 담긴 정성을 담은 상품을
제조합니다.
- 생생찬만의 차별화된 제조공정으로 건강을 책임지며, 끝없는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생생찬입니다.

도토리묵전분 국내산
(가격: 15,000원)
도토리묵전분 중국산[국내가공]
(가격: 6,000원)

메밀, 청포, 동부
(가격: 5,500원)
올방개묵전분
(가격: 7,500원)

명태무침
(300g-5,500원/500g-9,900
원/1kg-18,700원)

방풍나물 장아찌
(300g-5,500원/500g-7,700
원/1kg-14,300원)

유자갓 장아찌
(500g-4,400원/1kg-6,600
원)

100% 도토리만 사용하여국내에서 만
든 제품으로,각 가정에서 간편하고 건
강한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도토
리 외 아무 첨가물이들어가지 않은 제
품입니다.

도토리 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종류
의 묵 역시 가정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종류로는 메밀, 청포, 동부, 올방개가
있습니다.

품질좋은 명태살만 엄선해서
큼직막하게 손질해
생생찬 비법양념으로 만든
명태무침

국산 방풍나물에
생생찬 비법간장으로 만들어
뛰어난 향미와 은은한 달큰함이
좋아 어디에도 잘어울리는
장아찌

청정지역 여수해풍을 맞으며 자란
돌산갓에 생생찬 비법간장으로
만들어 갓 특유의 향과 유자의
달콤한맛까지 더한 장아찌

도토리건조묵
(가격: 10,000원)

청원농산에서 생산된 도토리묵앙금
으로 만든 묵을 건조하여 만들었습니
다. 일반 묵과는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식재료와 혼합, 또는
고기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Key information

생생찬

Company introduction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농업회사법인(주)청원농산

주요정보

업 체 명

생생찬

회사소개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청원농산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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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11-0881

태

제조업, 도소매업

792-53-00099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이승훈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258번길 5

팩스번호

032)811-0882

전화번호

032-431-3578

팩스번호

032-427-3578

e-mail

deo2015@nate.com

홈페이지

www.apluspet.co.kr

e-mail

aplus_trade@lovbong.com

업

떡, 냉동식품

업

제조

업

종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Product descriptions

제품소개

저희 떡이오는 퓨전떡볶이, 부꾸미 제조 전문 회사로써 6년 이상을 퓨전떡볶이와 부꾸미를 제조 및
연구개발해 왔으며, “최고의 품질”, “최고의 위생”, “최고의 고객만족” 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겨먹는 제품으로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여 조리할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떡이오 제품의 식감과 맛, 품질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도유망한 업체입니다.

태

131-86-11130

Key information

사업자번호
임상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44번길 54, 1층

업

㈜에이플러스

종

저희 ㈜에이플러스는 2008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반려동
물용품, 사료 및 수족관 용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을 주력 분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매 채널을 운
영하는 제조, 유통 전문기업입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 대리점 및 온라인 판매 채널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다년간
생산 및 유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동물의 기호성을 잘 살린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고 있습
니다. 또한 국내의 우수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도 판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
다.

치즈떡볶이
(가격: 2,000원)

찰수수부꾸미(40g)
(가격: 4,000원)

찰수수부꾸미(80g)
(가격: 4,000원)

한우콜라겐껌 꿀피부
(가격: 11,100원)

황금똥트릿
(가격: 8,500원)

시니어소프트
(가격: 2,500원)

자연치즈가 함유되어 있어 맛이 풍부
하고 쫄깃한 식감의 떡으로 아이들에
게 영양가 높은 간식이며 다양한 요리
에 접목 시킬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

찰진 찰수수로 떡피를 만들고 속은 통
팥이 듬뿍 들어가 있어 맛이나 식감과
고소함이 최고인 제품
80g 제품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한입이
나 두입에 쏙~

찰진 찰수수로 떡피를 만들고 속은 통
팥이 듬뿍 들어가 있어 맛이나 식감과
고소함이 최고인 제품
40g 제품보다 사이즈가 커서 들고 조
금씩 먹는 제품

한우 콜라겐 껌은 오랜 기술을 바탕으
로 엄선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풍부한
영양과 효능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특
히 반려견 피부에 좋은 한우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강에 좋지 않은 밀
가루, 보존료, 합성착향료, 발색제를 첨
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의 장을 위한 황금 똥 트릿은 체
내에서 유익한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
제 또는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균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또
한 반려견의 씹는 본능을 충족시켜주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 소프트는 치아가 약해 씹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노령견이나 반려견을 위
해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원료
를 엄선하여 만 든 건강 간식입니다. 관
절 건강, 눈 건강, 피부 건강 및 피로회
복을 돕는 좋은 원료, 좋은 품질을 따
져 만든 영양간식에 말랑한 식감을 더
해 간식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
니다.

Company introduction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업 체 명

Product descriptions

떡이오

주요정보

업 체 명

㈜에이플러스

회사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떡이오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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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131-86-10072
차두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28번길 37-14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정우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21 에이동 1층

전화번호

032-472-1060

팩스번호

032)811-0882

전화번호

1833-6282

팩스번호

070-8250-1629

홈페이지
업
태

www.saliwon.com
제조업외

e-mail
업
종

swon1060@hanmail.net
수산물

홈페이지
업
태

2daegam.com
제조&도소매

e-mail
업
종

dpshr3512@nate.com
식품제조 및 축산물가공업

회사소개
제품소개

아귀찹쌀탕수어
(가격: 1kg 13,500원)

아귀찹쌀탕수어
(가격: 400g 6,000원)

생선커틀렛
(가격: 1.2kg 14,000원)

아귀찹쌀탕수어의 특징
-어린이가 먹기 쉽고 특히 어린이 두
뇌성장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많고
비타민A, D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
니다.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타우린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을 저하시켜 고혈압예방에도 좋은 식
품입니다

아귀찹쌀탕수어의 특징
-어린이가 먹기 쉽고 특히 어린이 두
뇌성장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많고
비타민A, D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
니다.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타우린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을 저하시켜 고혈압예방에도 좋은 식
품입니다

알래스카 원양에서 어획 직후 선동처
리한 명태살과 오븐식 고급 습식빵가
루를 사용하여 시중 판매되는 생선까
스와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제
프리미엄 생선까스입니다.

222-86-00297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품 납품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만이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각기 전문분야 최고
의 인재를 채용, 훈련하며 가장 적합하게 호흡할 수 있는 맞춤운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희망을 찾는㈜ 제이엘푸드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육개장
(얼큰시래기/사골시래기/대파)

(가격: 6,000원)
육개장 전문 프랜차이즈 맛을 30%할인
된 가격으로 맛볼수 있다.

부대찌게
(가격: 6,000원)
사골의 깊은 베이스로 만든 햄이가득한
프리미엄 부대찌개입니다.

Key information

대 표 자
주
소

Company introduction

㈜제이엘푸드

Product descriptions

업 체 명

주요정보

㈜사리원씨에프디

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제이엘푸드

업 체 명

식품 생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생선까스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직과 정성을 다하여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s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제품소개

주요정보

Key information

㈜사리원씨에프디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들깨미역국
(소고기/가자미)

(가격: 6,000원)
어디서 맛볼수 없는 맛 미역국, 사골,
들깨,미역 좋은건 다 들어가있으면서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전혀 맵지 않은
사골육수베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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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및
제품 소개

주요정보

업 체 명

블레스웰빙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번호 443-12-00321
김성은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69번길 24-10 2층 201호 블레스웰빙

전화번호

1899-5066, 032-473-6670

팩스번호

032-473-6671

홈페이지

yewonsnail.com

e-mail

업

제조업, 도소매업, 도소매

업

yw1435@daum.net
식품제조가공업, 상품중개업,
달팽이액기스

태

종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제품소개

-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 식용달팽이 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만듭니다.
-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Product descriptions

Key information

블레스웰빙

하이업 식용달팽이
액기스 60팩
(가격: 168,000원)

하이업 식용달팽이
액기스 30팩
(가격: 88,000원)

하이업 식용달팽이
액기스 10팩
(가격: 30,000원)

프랑스의 3대 진미인 식용 달팽이와 20
여가지의 보약재를 재료로 해 저온 무
압력 방식으로 영양성분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식
용 달팽이는 관절, 간기능, 스태미너 회
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 FDA 승
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프랑스의 3대 진미인 식용 달팽이와 20
여가지의 보약재를 재료로 해 저온 무
압력 방식으로 영양성분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식
용 달팽이는 관절, 간기능, 스태미너 회
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 FDA 승
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프랑스의 3대 진미인 식용 달팽이와 20
여가지의 보약재를 재료로 해 저온 무
압력 방식으로 영양성분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식
용 달팽이는 관절, 간기능, 스태미너 회
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 FDA 승
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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