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소금박람회 참가업체

영백솔트 영어조합법인 영광천일염 생산자연합회 벅수소금(약방네염전) 해창천일염 자린고비, 황토구운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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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솔트 영어조합법인

대표자 : 민동성

연락처 : 010-3627-0537

주소 : 전남 영광군 칠산로9길185-86

홈페이지 : http://www.youngbeck.com

[영백솔트영어조합법인] 갯뜨락 천일염 10kg

 

14,000원

[영백솔트영어조합법인] 갯뜨락 천일염(조리용) 1kg, 500g

 

3,500원

[영백솔트영어조합법인] 갯뜨락 키즈솔트 130g

 

1,400원

[영백솔트영어조합법인] 갯뜨락 천일염(식탁용) 250g

 

2,45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영백염전은 옛부터 '소금고장'인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갯벌 위에 생명이 숨쉬는 도자기 토판으로 조성된 40여년 전통의 갯벌염전입니다. 

영백염전은 반경 4km 이내 화학물질의 오염원인 농지가 일체 없고, 칠산 앞 바닷물이 함평만에 이르기까지 매일 70리 이상 두우리 갯벌을 들고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기질이 풍

부하고 깨끗한 갯벌과 해수가 순환되는 천혜의 순수갯벌 염전입니다. 

 

영백염전은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친 친환경조성사업을 통해, 도자기 바닥재를 기반으로 약 13만평에 이르는 전 염전을 환경 친화적이고 식품 위생에 부합한 염전시설로 재구축하

여, 2009년 ISO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및 제15회 저탄소 녹색성장 경영대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염전입니다.  

 

영백염전 오가닉 갯벌소금은 친환경염전에서 최적기에 채렴한 후 계절별, 연도별로 3년 이상 구분 저장, 숙성하여 간수를 뺀 후, 연간 1만여톤 규모의 HACCP 기준 종합처리공장에서

세정, 탈수, 건조, 분쇄, 선별, 포장 등 종합처리 가공공정을 거침으로써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정처럼 맑은 최고급 천일염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닷컴의 SALTS of 6 SEAS 사에 고가로 수출하여 '코리아 천국소금' 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국내 메이저 식품사와 장류업체, 대형할인마트 등에 납품하여 대내외적으로

친환경 명품소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백염전은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 국비지원사업인 남해안관광프로그램 '소금이 온다' 수행 염전으로 선정되어 천일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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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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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영광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칠산갯벌 천일염20kg

 

20,000원

[영광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칠산갯벌 3년묵은 천일염20kg

 

2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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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수소금(약방네염전)

대표자 : 정성용

연락처 : 010-8574-9149

주소 :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9길 212

참가품목 : 짚가마소금, 가공소금

[벅수소금] 짚가마소금 1kg

 

10,000원

[벅수소금] 짚가마소금 3kg

 

3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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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영백솔트 영어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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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천일염

대표자 : 탁정희

연락처 : 061-351-7109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덕로124

홈페이지 : http://www.starfarm.co.kr

참가품목 : 천일염.죽염.요리용소금

[해창천일염] 명품천일염 20kg

 

20,000원

[해창천일염] 양치죽염, 요리죽염

 

6,500원

[해창천일염] 양치·요리죽염 선물세트

 

15,000원

[해창천일염] 구운소금세트

 

16,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세계 3대 갯벌인 서해안의 청정지역인 칠산바다의 바닷물과 양질의 갯벌. 

옛 부터 소금지명지인 영광군( 鹽山)염산에서 얻은 미네랄이 풍부한 명품 천일염과  

죽염을 생산 판매 합니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http://www.star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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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 황토구운소금

대표자 : 전대규

연락처 : 061-356-5002 / 010-3816-2362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58

홈페이지 : http://okgulbi.com

참가품목 : 황토염 옥굴비

[자린고비] 3년 묵은 천일염 황토가마 구운소금 200g, 500g

 

5,000원

[자린고비] 굴비스타상품(930~950g) + 구운소금 100g

 

50,000원

[자린고비] 굴비 중딱 (1150~1200g)

 

10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참조은굴비에서 굴비가게를 20년 동안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혁신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굴비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은 정직이라는 것을 깨달아 돈을 잡는게 아니라 소비자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영업을 하며, 우리 가게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분들과도 함께 나누며 상생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남도식품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인증 내역 

- 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이력제(G-15-23-90) 

- 특허 제10-0512872호 

- 전라남도지사 통합상표 사용허가서 인증 06-18-27-26  

 

1. 저희 업체는 3년-5년 묵힌 영광군 천일염을 직접 구워서 만든 황토염 구운 소금을 사용 염장하여 영광법성포굴비를 생산 합니다. 

- 황토염 구운 소금 직접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금품질검사필) 

2. 살균, 비린네제거, 신선도유지에 탁월한 옥정수를 사용 세척 생산 하고 있습니다. 

- 발명의명칭: 옥정수를 이용한 굴비 제조방법(특허 제10-0512872) 

3. 국내산참조기(영광군수협, 여수수협, 제주수협, 목포수협)사용하며,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이력제, 위생시설(헵셋)를 갖추고 내 고향 법성포의 해풍에 건조하여 게미가 있는 영

광법성포굴비를 생산 합 니다. 

 

 
 

 

업체사진

http://okgul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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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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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당골 신선유

대표자 : 김영선

연락처 : 010-2680-3231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8길 37

참가품목 : 참기름, 들기름, 강정, 볶음깨, 굴비

[옥당골신선유] 참기름 300ml, 생들기름 300ml, 전통 볶음
깨 160g, 3종선물세트

 

22,000원

[옥당골신선유] 보리굴비 (31~33cm) 5미, 10미

 

5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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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해창천일염

500m

http://map.kakao.com/


솔섬식품(주)

대표자 : 김철문

연락처 : 010-3333-7390

주소 : 전남 신안군 지도증도로 315

홈페이지 : http://solsumfood.com/

참가품목 : 솔섬천일염 3종세트, 솔섬천일염 4종세트

[솔섬식품] 솔섬천일염 3종세트

 

20,000원

[솔섬식품] 솔섬천일염 4종세트

 

2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옥당골 신선유

500m

http://solsumfood.com/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2501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815996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주)영진그린식품

대표자 : 호병용

연락처 : 02-478-8461 / 010-4315-1872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두류산길 91-41 / 서울 강남구 헌릉로 569길 39-2

홈페이지 : http://www.youngjinsalt.co.kr

참가품목 : 미담천일염, 미담꽃소금, 3년숙성 갯벌천일염, 구운천일염, 홍게맛간장, 자연송이소금, 자연송이소

스 외

[영진그린식품] 미담 천일염 1kg / 3kg / 5kg / 10kg

 

2,400원

[영진그린식품] 미담 천일염 20kg

 

29,000원

[영진그린식품] 미담 꽃소금 1kg / 3kg / 5kg

 

1,500원

[영진그린식품] 미담 꽃소금 15kg

 

19,000원

[영진그린식품] 3년숙성 갯벌천일염 500g, 10kg

 

3,900원

[영진그린식품] 3년숙성 갯벌천일염 20kg

 

35,000원

[영진그린식품] 요리요 홍게맛간장

 

13,400원

[영진그린식품] 자연송이소금, 자연송이소스

 

12,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주)영진그린식품은 1978년 설립이래 40여년간 소금만을 전문으로 생산·판매해온 회사로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전라남도 신안에서 소금 장인의 정신으로 좋은 소금만을

공급해 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소금업계 최초로 천일염과 꽃소금이라 불리는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에 이르기까지 일반 HACCP을 받아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CJ, 동원F&B,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다수의 기업에 OEM 또는 당사 자체 브랜드인 '미담' 브랜드 제품을 납품·판매하고 있습니

다.
 

 

업체사진

http://www.youngjinsalt.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5985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6471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7163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7321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77723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8003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8636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6999328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솔섬식품(주)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map.kakao.com/


㈜태평염전

대표자 : 손일선

연락처 : 010-3393-2624

주소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1083-4

홈페이지 : http://www.taepyungsalt.com/

참가품목 : 함초소금, 토판천일염, 3년 묵은 갯벌천일염, 이소금 갈릭&어니언페퍼솔트

[태평소금] 함초굵은소금 1kg, 3kg, 5kg

 

8,200원

[태평소금] 토판천일염 550g, 1kg, 3kg

 

11,500원

[태평소금] 3년 묵은 갯벌천일염 550g, 1kg, 3kg

 

7,400원

[태평소금] 함초소금 200g, 250g, 450g

 

5,300원

[태평소금] 이소금 갈릭&어니언페퍼솔트 55g

 

4,900원

홍보 영상

 

 

 

판매제품

 

업체소개

태평염전의 소금은 60년을 지켜왔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염전산업의 환경 속에서도 60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로시티와

람사르 습지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생태환경은 좋은 품질의 소금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첨단시설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엄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최고 품질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는 천일염에서 배운 느림과 치유, 자연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생태와 문화를 통한 새

로운 생태환경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즐기는 천일염 힐링캠프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소금동굴힐링센타, 소금을 통해 자연을 배우는 소금대학 등 태평소금

은 1차산업에서 3차산업에 이르기까지 소금과 관련된 분야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평소금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슬로푸드 천일염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업체사진

홍보영상

㈜태평염전

홍보영상

㈜태평염전

 홍보 영상
태평염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등록태평염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등록

http://www.taepyungsalt.com/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2522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2955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3341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3941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47394
https://www.youtube.com/embed/kzOJHeXpC5c?autoplay=1&rel=0
https://www.youtube.com/embed/v1xktq4EATs?autoplay=1&rel=0
https://www.youtube.com/watch?v=kzOJHeXpC5c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주)영진그린식품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9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719_19305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10_190940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924_1857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200414_064430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200414_163234_1280x768.jpg


 

500m

http://map.kakao.com/


솔트앤그린푸드

대표자 : 박봉언

연락처 : 061-262-2630 / 010-6281-0625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402-13

홈페이지 : http://www.greensalt.co.kr

참가품목 : 세척천일염, 볶은소금, 함초특미소금, 함초천미소금, 함초그린소금, 눈꽃소금, 새우젓, 멸치액첫, 8

년묵은천일염 선물세트, 함초환, 함초분말

[솔트앤그린푸드] 함초특미소금, 함초천미소금, 함초그린소
금

 

7,920원

[솔트앤그린푸드] 볶은소금 500g, 1kg

 

2,800원

[솔트앤그린푸드] 신안청결천일염 1kg, 3kg, 10kg

 

2,800원

[솔트앤그린푸드] 신안청결천일염 20kg

 

17,000원

[솔트앤그린푸드] 새우젓 500g, 1kg, 3kg, 5kg

 

10,450원

[솔트앤그린푸드] 멸치액젓 900ml, 1.5L, 1.8L

 

7,700원

홍보 영상

 

 

 

판매제품

 

업체소개

"건강장수는 면역력" 자연식품 전물업체 "SALT&GREENFOOD" 

풍성한 태양빛, 맑은 공기와 바람, 오염되지 않은 바다, 녹색의 땅에 자연식품을 상징하는 "신안유기수" 브랜드로 출발하였습니다. 

천일염,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전품목 HACCP인증과 ISO22000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새우젓 전품목 HACC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세척하고 미세이물까지 제거한 신안청결천일염, 옛 어른들의 정성으로 볶아낸 볶은소금 및 건강에 좋은 함초액과 분말을 사용한 함초특미, 함초천미, 함초그린소금과

분말과 환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 제품들은 현재 국내 최대 유기농 매장인 아이쿱 자연드림 전국 매장에서 판매 및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젓갈류 대표 생산품인 새우젓은 40년 노하우로 가공, 최상의 품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솔트앤그린푸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 및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솔트앤그린푸드

 홍보 영상

http://www.greensalt.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06995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1585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2199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2467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31027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35458
https://www.youtube.com/embed/G5dmBU82f1I?autoplay=1&rel=0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태평염전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map.kakao.com/


㈜해여름

대표자 : 한규모

연락처 : 02-3663-1599 / 010-7479-3679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1520

홈페이지 : http://www.haeyeareum.com

참가품목 : 해여름 천일염 [로], 천일염[로]FLAVOR 그라인더, 천일염[로]사과발효FLAVOR, 그라인더3종세

트, 트러플그라인더선물세트

[해여름] 천일염 [로] 500g, 1kg

 

8,700원

[해여름] 천일염[로] FLAVOR 그라인더 / 흑마늘소금, 복분자
소금, 감귤소금, 홍삼소금, 딸기소금, 트러플소금

 

15,000원

[해여름] 천일염[로]사과발효FLAVOR 500g, 1kg

 

12,000원

[해여름] 그라인더 3종세트(트러플소금60g+흑마늘소금
60g+복분자소금60g)

 

59,000원

[해여름] 트러플그라인더선물세트(트러플그라인더소금
60g+트러플파우치소금60g)

 

3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본사는 2009년에 설립된 이후로 대한민국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사의 프리미엄 천일염 제품은 현재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

으며, 미국, 프랑스, 홍콩, 일본 등의 해외 국가에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본사는 프리미엄 천일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FSSC22000, FDA시설인증, KMF할랄, iTQi(유럽국

제미식인증) 등의 해외규격인증을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체사진

http://www.haeyeareum.com/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8007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8677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191617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0166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1051441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솔트앤그린푸드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9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719_19305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10_190940_HDR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주원염전

대표자 : 곽민선

연락처 : 010-5307-2981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34-7

홈페이지 : http://www.thesaltfarm.co.kr/

참가품목 : 솔트클리닉샴푸1+1, 솔트테라피샴푸1+1, 솔트클리닉 치약, 가는소금. 굵은소금

[주원염전] 가는소금. 굵은소금 1kg

 

12,000원

[주원염전] 솔트클리닉샴푸1+1, 솔트테라피샴푸1+1

 

39,500원

[주원염전] 솔트클리닉 치약 180g

 

7,000원

[주원염전] 포대소금 20kg / 11년산, 19년산

 

23,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주원염전은 1947년부터 친환경공법을 유지, 고수해오고 있으며, 근래에는 국제 기준인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소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금도에서 태어난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가업으로 이어받은 이 곳 주원염전에서 생산되는 소

금이 세계명품소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염전에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업체사진

http://www.thesaltfarm.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19547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2771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3476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43938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9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719_19305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10_190940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924_1857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200414_064430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200414_163234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대표자 : 정동호

연락처 : 010-7685-1110, 061-246-4244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라포길 151

홈페이지 : http://www.youngsimsalt.co.kr/

참가품목 : 그라인더세트, 함초소금, 톳소금, 마늘소금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선물세트 2호(마늘천일염 200g+톳천
일염 200g+함초천일염 200g)

 

15,000원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그라인더세트(매운함초소금 55g + 마
늘후추소금 55g + 마늘양파소금 55g)

 

25,000원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선물세트 3호(마늘소금 300g+톳소금
300g+함초소금 300g)

 

20,000원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선물세트 4호(마늘소금 450g+톳소금
450g+함초소금 450g)

 

25,000원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함초소금 450g, 마늘소금 450g, 톳소
금 450g)

 

1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전라남도 도초면 수다리에 위치한 영심이네 소금은 30년 전통의 장인정신으로 만든 건강소금입니다. 유네스코 청정 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갯벌염전에서 만들어 집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여 품질이 보장되며,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심이네 소금은 소비자와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26번길 36, 공장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라포길 151) 

연혁 

2009년 : 회사설립 

2009년 : 공장준공 

2010년 : 제조업 인허가 

2011년 : YTN 브랜드대상 수상 

2011년 : 기능성 소금 출시 

2011년 : 국내 박람회 10회참가 (매년 10회이상참가) 

2015년 : 대표자명 변경 

2016년 : 기능성소금 추가 출시 

2017년 : 제2공장 준공확정 

(HACCP, ISO22000 인증진행중) 

2017년 : 제2공장설립 

2018년 :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영어조합법인 설립  
 

 

업체사진

http://www.youngsimsalt.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6011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6947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7808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7973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83016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해여름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map.kakao.com/


마하탑

대표자 : 유억근

연락처 : 061-275-0250 / 010-6246-9297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1051번안길 6-4 (조남동) 초록섬 마하탑

홈페이지 : http://www.greenseom.co.kr/

참가품목 : 왕소금, 생소금, 맷돌소금, 함초소금

[마하탑] 왕소금(탈수염) 3kg, 10kg

 

4,500원

[마하탑] 왕소금(탈수염) 20kg

 

25,000원

[마하탑] 생소금(탈수염) 500g

 

2,000원

[마하탑] 맷돌소금 1kg

 

3,500원

[마하탑] 함초소금 300g

 

5,000원

[마하탑] 멸치액젓 1kg, 2.1kg

 

5,5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마하탑은 1986년 6월에 창업한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상생의 토양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생명운동, 환경운동, 더불어 사는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

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섬, 신안군 임자도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바른 먹을거리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록섬 마하탑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하여 학교 급식에도 열정을 다하고 있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소비자를 평생 회원으로 모시고 더불어 맑고 깨끗한 세상

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업체사진

http://www.greenseom.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8713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8987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29455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00093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0250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07567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주원염전

영심이네 솔트앤푸드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사)신안천일염 생산자협회

대표자 : 홍철기

연락처 : 010-3645-7864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서길 468-108

홈페이지 : http://shinansalt.co.kr/

참가품목 : 토판천일염세트, 신안천일염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신안천일염 5kg, 10kg

 

12,000원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신안천일염 20kg

 

20,000원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토판천일염세트원형(토판천일염
500g+토판복분자소금120g+함초소금500g)

 

40,000원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토판천일염세트기둥형(토판천일
염280g+복분자소금280g+함초소금280g)

 

35,000원

홍보 영상

 

 

 

판매제품

 

업체소개

천사의섬 신안에서 염전을 경영하는 생산자들이 모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천일염을 직거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변해가는 환경속에서 보다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

해 천연화산석(현무암)을 염전 갯벌 위에 펼쳐 바닷물을 2번 정수하여 만드는 소금으로 생산자 브랜드입니다.
 

 

업체사진

홍보영상

(사)신안천일염 생산자협회

 홍보 영상

http://shinansalt.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39557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42050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95839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61292
https://www.youtube.com/embed/Di0VLCtiiT8?autoplay=1&rel=0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9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719_19305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10_190940_HDR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솔트힐

대표자 : 조재우

연락처 : 010-5238-1406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해양관광길7

홈페이지 : http://www.salthill.kr/

참가품목 : 요리용 죽염, 함초죽염, 마늘30 죽염, 새우젓30 죽염, 시나몬 죽염, 요리용죽염 5종세트

[솔트힐] 5종세트(요리용죽염 100g, 시나몬 죽염 150g, 함초
죽염 100g, 마늘30 죽염 100g, 새우젓30 죽염 100g)

 

50,000원

[솔트힐] 요리용죽염 100g, 함초 죽염 100g

 

10,000원

[솔트힐] 마늘30 죽염 100g, 새우젓30 죽염 100g

 

12,000원

[솔트힐] 시나몬 죽염 150g

 

1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20대부터 소금관련 사업시작, 일본소금회사 근무, 신안 증도 태평염전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소금시장을 확인하고 특히 세계소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경험

을 하였다. 최근에 소금에 대한 편견으로 소금 수요는 날로 어려워져 실험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좋은 소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해 보고자 HydrogenSalt를

제조하여 인류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HydrogenSalt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신안 증도 천일염을 가공하여 수소가 발생되게 만든 소금으로 일반소금과는 차별화된 소

금이다. 이 소금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한 신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융합하여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하여 인류건강을 지키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http://www.salthill.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6176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86884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871309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873619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500m

http://map.kakao.com/


남신안농협

대표자 : 김병남

연락처 : 061-275-3600 / 010-3601-5053

주소 :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35

참가품목 : 신안천일염, 신안천일염 안심소금(탈수염), 천일염선물세트, 미용소금선물세트

[남신안농협] 신안천일염 3kg x 4개, 6kg x 2개

 

26,000원

[남신안농협] 신안천일염 안심소금(탈수염) 1.5kg x 12ea,
3kg x 6ea, 5kg x 4ea, 10kg x 2ea, 20kg

 

40,000원

[남신안농협] 천일염선물세트 1호(천일염800g, 천일염(플라
스틱용기)90g, 함초소금400g)

 

25,000원

[남신안농협] 천일염선물세트 2호(후추소금 220g, 환원미용
소금 220g, 생활죽염 220g)

 

30,000원

[남신안농협] 미용소금선물세트 5box(허브미용소금, 녹차미
용소금, 미용죽염, 쑥미용소금)

 

5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저희 남신안농협은 하의, 신의, 장산 3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57km 정도 떨어진 섬지역에서 각종 농산물(마늘, 양파, 시금치)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이

미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부선 및 천일염, 왕새우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79923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786719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80504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81671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936002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500m

http://map.kakao.com/


신안솔트

대표자 : 강운철

연락처 : 061-262-3800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서길 29

참가품목 : 프리미엄 토판염, 함초 천일염, 프리미엄 선물세트

[신안솔트] 함초 천일염 150g

 

6,800원

[신안솔트] 프리미엄 토판염 1호(토판염150g x 3)

 

28,000원

[신안솔트] 기획8호(프리미엄 함초소금 250g+삼겹살소금
250g)

 

17,000원

[신안솔트] 프리미엄 선물세트 2호(3년묵은천일염 150g+프
리미엄토판염 150g+프리미엄함초소금 150g+프리미엄구운

 

50,000원

[신안솔트] 프리미엄 실속1호(구운소금 150g + 함초소금
150g + 토판염150g + 3년묵은 천일염150g)

 

3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신안솔트에서는 소금의 품질이 가장 좋은 여름소금만을 공급합니다. 쓴맛 없이 깔끔한 간을 할 수 있기에 조미료 없이 소금과 신선한 재료만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봄소금이나 가을소금을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으니 안심하고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사)신안천일염 생산자협회

남신안농협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39493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668231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67795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68789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696232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500m

http://map.kakao.com/


신안건정

대표자 : 유영업

연락처 : 010-2600-3928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돌마지길 115

홈페이지 : http://slowfish.co.kr/

참가품목 : 고추장민어, 고추장굴비

[신안건정영어조합법인] 선물세트1호 (고추장민어 180g x 2
통 + 고추장굴비 180g)

 

34,000원

[신안건정영어조합법인] 선물세트 2호(고추장민어 180g x 4
통 + 고추장굴비 180g x 2통)

 

59,9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뻘 밭이 멀리 뻗어있고 그물처럼 펼쳐진 갯골들이 다채롭게 엮어내는 섬갯벌의 특수한 자연은 하연 소금꽃을 피워내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건정을 최고의 명품으로 탄생 시켰습

니다. 우리는 오래된 지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여 인간의 경제가 생명의 경제와 통하고 인간의 문화가 생태계의 그물과 통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건강한 행복

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느려서 더 행복한 음식(Slow City Food) <건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신안솔트

500m

http://slowfish.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43623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88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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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새우젓

대표자 : 곽대호

연락처 : 061-262-8989, 061-261-8989

주소 :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450

참가품목 : 새우젓, 액젓 세트, 오징어젓갈, 낙지젓갈, 명란젓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신안어담 새우젓 500g, 1kg,
2kg, 3.5kg, 5kg, 20kg

 

16,0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신안어담 멸치액젓 900ml, 1.8L,
5L, 10L, 20L

 

6,0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새우젓 다시팩 100g

 

8,8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신안어담 액젓세트3호(어간장하
나로 430ml+멸치액젓 430ml x 2)

 

22,0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맛톡톡젓갈세트230g(양념오징
어젓갈230g+해성명란젓230g+양념낙지젓갈230g), 맛톡톡

 

39,2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맛톡톡6종세트(양념오징어젓갈
230g+해성명란젓 230g+양념낙지젓갈 230g +양념토하젓

 

50,900원

[어업회사법인 신안새우젓] 신안어담 액젓세트 4호(까나리액
젓430ml x 2+멸치액젓430ml x 2)

 

22,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46917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9275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50844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28368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543557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555296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5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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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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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식품

대표자 : 오인석

연락처 : 061-282-5450, 010- 3640-5450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465

홈페이지 : http://www.hongdofd.co.kr

참가품목 : 마른김, 조미김, 천일염, 다시마, 미역

[홍도식품] 홍도돌김 식탁용(소) 15g x 15

 

18,000원

[홍도식품] 자연산돌미역 1kg

 

120,000원

[홍도식품] 김자반볶음 70g x 20

 

36,000원

[홍도식품] 곱창재래김 100매

 

25,000원

[홍도식품] 신안갯벌재래김 4g x 80

 

20,000원

[홍도식품] 함초재래김 35g x 20

 

39,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홍도식품은 신안 지역 최우수 김 생산 업체로 국방부 조달업체이며 수출 300만불의 쾌거를 이룬 굴지의 유망 중소기업이다.  

홍도식품은 1991년 창립하여 식품 정의를 구현하자는 경영이념을 슬로건으로 2012년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조미김을 제조, 판매 중이다.  

2000년부터는 한국무역협회 회원등록과 더불어 일본 수출을 최초 기반으로 하여 현재 유럽, 중국, 태국, 대만 등에 마른김과 조미김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

터 100만불 수출 산업훈장을 수여받은 적이 있으며, 2001년부터 국방부 군납업체로 지정되면서 국군장병 급식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부자재의 구매 증대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지방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빛나는 역할로 2011년 국회의원 이윤석상, 2012년 중소기업청장상, 2012년 국무총리상 등을 표창 받았으며, 꾸준한 사세 확장과 해외 수출로 2011년도에는 수출 300억불

수출기여 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49회 무역의 날을 맞아 당해 백만불 수출 탑을 수상 받았다. 그리고 2001년 ISO9001 인증을 시작으로 2008년 전남 공동 브랜드

‘남도미향’ 인증, 2009년 ISO 22000인증, 2012년 HACCP 인증, 2014년 클린 사업장 인증 등을 받으며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현재 제조되는 조미김 물량의

50%는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중 20%는 일본과 영국,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납품 품목으로는 신안군과 협력해서 함초재래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게르마늄이 풍부한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지주식 돌김, 미네랄이 풍부한 친환경 특품 김인 홍도 재래김, 청정 해

역에서 채취한 김을 참기름에 볶아낸 자반볶음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명절과 생일 및 기념일에 알뜰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다. 또한 체신부

우편주문 판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홍도식품의 효자 판매망이다. 

 

현재 유엔 192개 가입국 중 90개국이 김을 먹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러한 블루오션을 파고드는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홍도식품은 불철주야로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외

국인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내수용으로는 스낵 김이 새로운 돌풍을 일고 있는데, 땅콩 김과 아몬드 김 등을 새롭게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업체사진

http://www.hongdofd.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50114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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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107494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1076635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1078373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신안 늘푸른농원

대표자 : 전진자

연락처 : 061-271-4904

주소 : 전남 신안군 송림양알길53-12

참가품목 : 전진자 배 간장, 전진자 배 된장, 전진자 배 고추장, 고추장 된장, 종합 세트 배 된장

[신안늘푸른농원] 배된장 500g+배고추장 500g+배간장
600ml 3종세트

 

30,000원

[신안늘푸른농원] 배된장 1kg, 배고추장 1kg

 

20,000원

[신안늘푸른농원] 배된장 500g + 배고추장 500g 세트

 

20,000원

[신안늘푸른농원] 배된장 1kg + 배고추장 1kg 세트

 

45,000원

[신안늘푸른농원] 배간장 600ml

 

10,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신안 늘푸른농원은 신안군의 관문 압해도 북쪽 비비각시 섬마을에 위치하구 있구요 

목포- 광주 양 방향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사계절 꾳피는 관광과 잘 발달된 라이스식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갯벌과 여러곳에 산재한 고인돌, 선돌, 산성 ,및 해양성 식물을 제공하는 관

광메카 학습장으로 현장학습이 가능한 자연유산 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고객에 입장을 생각하고 상품과 마음을 담는 농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사진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52095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0173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06003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08319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11273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신안건정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d7IKw7J6Q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24_190655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353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80811_14492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719_19305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810_190940_HDR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20190924_185721_1280x768.jpg
http://map.kakao.com/


신안씨푸드

대표자 : 박성수

연락처 : 061-275-2400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368-24

홈페이지 : http://www.sinan.co.kr

참가품목 : 복분자 김, 코리아 팝김

[신안씨푸드] 복분자김(4g x 72봉)

 

16,900원

[신안씨푸드] 코리아팝김(4g x 72봉)

 

16,9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신안군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압해도에 '(주)신안씨푸드'란 55년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박성수인 저는 2대째이고 상무이사인 박철영은 2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군에서 생산된 건해산물은 세계문화화유산에 등재된 갯벌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김, 멸치, 미역, 새우 실병어 및 바다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과향이 독특하여 신안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장을 직접 운영하여 생산공장에서 소비자로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중간마진을 한푼도 없이 운영하고 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마지막 남은 인생 국민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업체사진

http://www.sinan.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52985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60951695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7JiB6rSR7IOM7IKw7J6Q2_1280x768.jpg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홍도식품

500m

http://map.kakao.com/


어업회사법인 케이솔트(주)

대표자 : 정무창

연락처 : 061-452-8001

주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1길 50

홈페이지 : https://www.saltcare.com/

[케이솔트] 자연의보배소금 220g 4종 세트(용기타입) / 구운
소금+생활죽염+마늘소금+함초소금

 

15,000원

[케이솔트] 자연의보배소금 160g 5종세트 (유리병타입) / 구
운소금+생활죽염+마늘소금+양파소금+함초소금

 

25,000원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https://www.saltcare.com/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904135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9043803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7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6_8_1280x768.jpg


 

신안씨푸드

500m

http://map.kakao.com/


뜨레찬

대표자 : 윤경미

연락처 : 1899-3305

주소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7번로 82

홈페이지 : http://www.trechan.co.kr/

[뜨레찬] 누룩발효 갓김치 1kg, 3kg, 5kg

 

12,000원

[뜨레찬] 누룩발효 깍두기 1kg, 3kg, 5kg

 

7,000원

[뜨레찬] 누룩발효 배추김치 1kg, 3kg, 5kg, 10kg

 

10,000원

[뜨레찬] 누룩발효 총각(알타리)김치 1kg, 3kg, 5kg

 

9,900원

[뜨레찬] 누룩발효 파김치 1kg, 3kg, 5kg

 

11,000원

홍보 영상

 

 

 

판매제품

 

업체소개

 

 

업체사진

홍보영상

뜨레찬

홍보영상

뜨레찬

 홍보 영상
뜨레찬 홍보영상뜨레찬 홍보영상

http://www.trechan.co.kr/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753720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1858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24114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29822
https://smartstore.naver.com/onofffair/products/5158434831
https://www.youtube.com/embed/Z6W6Tco4sFE?autoplay=1&rel=0
https://www.youtube.com/embed/kUg2tnjeLa4?autoplay=1&rel=0
https://www.youtube.com/watch?v=Z6W6Tco4sFE


 

업체위치

 

MAP - 업체위치

뜨레찬

500m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64E7J6Q6riw7YyQ7Je87KCE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1_1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2_2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3_3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4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4_5_1280x768.jpg
http://naturalseasalt.kr/data/category/thumb-1602405808_6535_6_1280x768.jpg
http://map.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