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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바다친구 재래맛김 (Seasoned Seaweed(Laver))
바다친구 재래김은 양질의 원료를 엄선하여 2번 구워 만든 제품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절단한 제품과 전형 제품이 있다.

영신식품은 1996년도에 창업.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단순가공 또는 2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식단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바다친구”라는 상표로 조미김, 구운김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과 농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업체입니다.
키토산이 함유된 조미김 제조방법으로 발명특허를 받았고 HACCP, ISO, HALAL, USDA ORGANIC등의
국제인증과 한국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등록,
수산물생산가공시설등록을 필한 충남도지정 유망 중소기업 입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인류건강 증진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하는, 언제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제품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신식품 임직원 일동

No.
1
2
3
4
5
6
7
8

Description
Seasoned Seaweed(Laver),cut type
Seasoned Seaweed(Laver),cut type(식탁)
Seasoned Seaweed(Laver) ,whole type
Olive oil seasoned Seaweed, cut type
Olive oil seasoned Seaweed, whole type
Green tea seasoned Seaweed, cut type
Green tea seasoned Seaweed, whole type
Wasabi seasoned Seaweed, cut type
Wasabi seasoned Seaweed, whole type
Kimchi seasoned Seaweed, cut type
Kimchi seasoned Seaweed, whole type
Bamboo salt seasoned Seaweed, cut type
Bamboo salt seasoned Seaweed, cut type
Bamboo salt seasoned Seaweed, whole type
Grape seed oil seasoned Seaweed, cut type
Grape seed oil seasoned Seaweed,whole type
Seasoned wild Seaweed

specification
ctn/24x(3x5g)
ctn/40x10g
ctn/40x30g
ctn/24x(3x5g)
ctn/40x30g
ctn/24x(3x5g)
ctn/40x30g
ctn/24x(3x5g)
ctn/40x30g
ctn/24x(3x5g)
ctn/40x30g
ctn/24x(3x5g)
ctn/24x(10x2g)
ctn/40x30g
ctn/24x(3x5g)
ctn/40x30g
ctn/50x20g

Measurement
0.0461cbm
0.0493cbm
0.0515cbm
0.0461cbm
0.0515cbm
0.0461cbm
0.0515cbm
0.0461cbm
0.0515cbm
0.0461cbm
0.0515cbm
0.0461cbm
0.0467cbm
0.0515cbm
0.0461cbm
0.0515cbm
0.0368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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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김밥김 (Roasted Sushi Laver)
구운김밥김은 섭씨 250도의 고온에
구운 제품으로 김밥용 및 TEMAKI
용으로 사용하며 1/2절과 whole type이
있다.

미역•다시마
Dried Seaweed (Ito Wakame, Cut Wakame, Kuki Wakame, Kelp, Sliced Kelp)

돌자반 볶음 (Roasted & Seasoned Seaweed) / 김후레이크 (Seaweed Flake)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미역을 엄선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미역국, 미역 냉국용으로 사용하며, 깨끗하게 세척하고 손질하여 일광에
건조한 다시마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이며 국물용이나 튀각용으로 사용한다.

돌자반볶음은 부드럽고 신선한
돌자반을 잘게 찢어서 조미하여
볶은 제품으로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스낵용도의 제품이다. 김후레이크는
구운김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한
제품으로 빵, 과자, 국수 등에 뿌려서
맛을 부가 시키는 부재료로 사용한다.

김 스낵, 미역스낵 (Seaweed Snack, Wakame Snack)
김과 미역을 적정규격으로
절단하여 기름에 튀겨
가미한 제품으로 스낵용,
안주용, 반찬용으로
사용한다

No.
1
2
3
4
5

Description
Roasted sushi Seaweed(Laver)
Roasted sushi Seaweed(Laver)
Roasted sushi Seaweed(Laver)
Roasted sushi Seaweed(Laver)
Roasted&Seasoned Seaweed
Roasted&Seasoned Seaweed
Seaweed Flake(2mm)
Seaweed Snack(Laver)
Seaweed Snack(wakame)

specification
ctn/100x10sheets(23g up)
ctn/100x10sheets(27g up)
ctn/80x50sheets(135g up)
ctn/40x100sheets(270g up)
ctn/20x70g
ctn/30x30g
ctn/2x5kg
ctn/10x300g
ctn/10x350g

Measurement
0.0560cbm
0.0560cbm
0.1172cbm
0.1172cbm
0.0348cbm
0.0348cbm
0.0850cbm
0.057cbm
0.057cbm

No.
1
2
3
4
5

Description
Dried Seaweed(Ito wakame)
Dried Seaweed(Ito wakame)
Dried cut Seaweed(cut wakame)
Dried cut Seaweed(cut wakame)
Dried Kelp
Dried cut Kelp
Dried sliced Seaweed stem (kuki wakame)
Dried sliced Kelp

specification
ctn/40x100g
ctn/40 x70g
ctn/50x40g
ctn/42x200g
ctn/60x100g
ctn/100x40g
ctn/50x40g
ctn/50x40g

Measurement
0.116cbm
0.0932cbm
0.0294cbm
0.1096cbm
0.0505cbm
0.0294cbm
0.0713cbm
0.0320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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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멸치, 실치 (Dried Anchovy, White Bait Fish)

OEM 제품

남해안에서 어획한 멸치를 자숙하여 건조 후 크기별로 선별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국물용 다시멸치, 조림용 멸치, 볶음용
멸치가 있으며, 남서 해안에서 어획한 실치를 자숙하여 포장한 조림용 제품이 있다.

선물 세트 (Gift Set)

No.
1

2
3

4
5

Description
Dried Anchovy( L)
Dried Anchovy(L)
Dried Anchovy(L)
Dried Anchovy(L)
Dried Anchovy(M)
Dried Anchovy(M)
Dried Anchovy(MS)
Dried Anchovy(MS)
Dried Anchovy(MS)
Dried Anchovy(S)
Dried Anchovy(S)
Dried Anchovy(S)
Dried white bait Fish(MS)
Dried white bait Fish(MS)

specification
ctn/12x2 Lbs
ctn/24 x1 Lb
ctn/24 x340g
ctn/1.5kg
ctn/24 x 1Lb
ctn/1.5kg
ctn/12 x 2 Lbs
ctn/24 x 1 Lb
ctn/1.5kg
ctn/12 x 1 Lb
ctn/24 x227g
ctn/1.5kg
ctn/12 x 1 Lb
ctn/1.5kg

Measurement
0.0612cbm
0.06578cbm
0.0603cbm
0.0068cbm
0.06578cbm
0.0068cbm
0.0612cbm
0.06578cbm
0.0068cbm
0.0313cbm
0.04375cbm
0.0068cbm
0.037656cbm
0.0068cbm

품명
표고버섯세트(백화고)
표고세트(다화고)
표고세트(혼합)
다시멸치 + 볶음멸치세트
멸치 + 김세트
명품김세트
조미김세트
조미김세트

규격
500g
400g, 500g
300g
910g +910g
910g +(30gx5)
10g x 20
30g x10
10g x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