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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기업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
"예미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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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3

Yemidam
Introduce

2014

09. 30

부지 구입

10. 28

예미담 착공예배



예미담 준공 예배(102.65㎡)



예미담 사업자 등록



예미담 2층 증축(72.06㎡)



예미담 상표 출원



미듬애부각 상표출원



인도네시아 식품 박람회 참가



전라북도 도지사상 수상
(제4회 농식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공장 추가 증축(38㎡)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

예미담은 우리 농수산물 육수의 맛과 영양으로 승부
하는 기업으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맛있고, 깨끗하

2015



제 1회 대한민국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제 25회 서울국제소싱페어



제 6회 국제외식식자재박람회 참가

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예미담은 제품의 맛과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끊



예미담 제 2공장 착공 예배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전주창업드림학교 선정

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2014년 전북 농식품 가공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



제 22회 부산국제식품대전



가족회사 (전북대, 군산대)



홍콩 유기농 매장 첫 수출(소량)



전자동화 설계 및 견적 의뢰



예미담 제 2공장 준공 (386㎡)

한 성장 기업입니다.
예미담은 국내산 원료들로 우려낸 육수와 찹쌀풀로 만
든 미듬애 부각을 생산함으로 시대적 바른 먹거리 문

 FHC China 2015 중국상해식품전 참가

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관공서, 로컬 푸드,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판매를 넘어 이제 세계적인 수
출 기업으로 유망 받고 있는 바른 성장 기업입니다.

2016





부산특산품직거래박람회 참가
중국 첫번째 수출 (3천불)



서울 식자재 박람회 참가



서울 국제 식품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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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예미담으로 법인 전환

전주대 창업드림학교 졸업 (우수 창업자 선정)
태국(방콕)식품 박람회 참가
NH 무역 본사 바이어 상담회 참가



우수급식박람회 참가



명절선물상품전 참가



중국 광저우 수출(2만불)



전주국제발효엑스포참가



광주식품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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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예미담 조직도 및 업무 분장

대 표
CEO

부대표

총무팀

•문서관리
•인사관리
•제무관리
•교육 서비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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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생산
•제고관리
•원자재관리
•제품관리

마케팅팀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박람회 상담회
•판매 영업 기획전략
•국내외 시장조사

신제품
연구부팀

•신제품연구개발
•제품품질관리
•선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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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흐름도
예미담 공정 흐름도
1. 원료 보관실로 원료가 들어온다.
2. 풀제조실에서 육수와 풀을 끓인다.
조
균건
조한
다.
3, 끓인 풀을 식힌 후 제조 및 건조실에서 김에 풀을 발라 농산물 건조기로
살균
건조
한다.
4. 건조된 부각을 유탕 및 소포장실로 이동한 후 유탕하여 냉각 후 소
소포장한다.

3URFHVVÁRZGLDJUDP

5. 소포장한 제품은 박스포장실로 이동하여 박스포장 및 대포장하여 제품창고실에서 보관하다 납품한다.

2

1

생산 공정

3

육수제조

육수제조

찹쌀 불리

풀 끓이기

풀 제조

건조기

제조 및 건조실

건조실에서 본 유탕실

청결지역 - 튀김실

청결지역 - 포장실

소포장 밴드실링중

박스 포장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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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기업

예미담의 4대 동력

01

믿음으로 개척하다.
전라북도 남원의 특산품인 김부각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김스낵으
로 새롭게 전환하여 한국 식품 시장에 선보였으며, 전통 생산 방식의 단점
들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맛과 영양과 위생에서 프리미엄급 제품을 생산하
는 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및 해외 식품 시장을 겨냥하다.

vision

1. 직원들이 행복한 기업
2. 고객들이 만족하는 기업

02

최고를 고집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값비싼
Non-GMO인 최고급 현미유를 과감하게 사용했으며, 최고의 맛을 내기

3.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

위하여 11가지의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여 영양가 최고인 제품을 만드는 정

4.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내는 기업

신을 실현하다.

03
미듬애<Midmae>
브랜드 Story

정직으로 경영하다.
원산지, 공정과정, 유통 및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회사 직원들은 물론 남
원의 공공기관(시청, 세무서, 보건소)까지 모두 인정할 만큼 정직하고 투

1. 맛(味)과 영양이 듬뿍 담긴

명하게 신뢰를 쌓으며 경영하다.

2. 믿고 먹을 수 있는“믿음의”
3. 사랑(愛)으로 만든

04

창조와 도전으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다.
전국의 김부각 업체들 가운데 최초로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철
저한 위생관리와 고효율적 생산관리 체계로 세계 수출 시장으로 뛰
어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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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이 즐겨 드시던 별미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

예미담

예미담은 감히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맛있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미담은 제품의 맛과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입니다.

예미담의 장점
• 100프로 국내산 원료(찹쌀, 무, 마늘, 대파, 양파, 다시마, 멸치, 새우, 표고버섯, 허브)
• 친환경 장흥 무(無)산 김(장흥 군수 보증)
• 유전자 변형이 없는 현미유(Non-GMO) 사용
• 10가지 우리 농수산물로만 우려낸 육수
• 화학 조미료나 첨가제 無
• 허브(레몬밤) 첨가(항산화 물질 多)
•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철저한 위생관리

“ 이 모든 것을 충족하면서도 진짜 맛있는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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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웰빙 장흥 무산김은
100%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 無유기산, 無무기산
염산등 유기산이나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햇볕과 바닷바람에 자연건조시키는 친환경 재래방식으로
생산하여, 김 고유의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WHY? 명품김이라 불리는가?

원료 - 장흥 무산김
저희 예미담은 처음 개업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무산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미담의 자랑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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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등(유기산,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김을 햇볕과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친환경
적인 방식으로 생산하여 김 고유의 식감과 향이 깊은 명품김입니다.
잡초류 제거 및 병해 방지를 위해 김을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키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물질
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햇빛 노출에 의해 타지역 김보다 식감이 약간 질기다고 느끼실 수 도 있습
니다. 또한 들어가는 부재료가 현미유, 참기름이다보니 옥배유보다 점성이 강해 약간 눅눅함이 느
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흥무산김을 드셨다면, 저염의 천일염과 국내 유일의 현미유, 참기
름으로 만든 무산김만의 참 맛을 느끼셨을텐데, 기존의 일반 김에 입맛이 길들여진 고객님들께서
는 원재료가 가공방법으로 인한 식감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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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미담 미듬애 부각
부 은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마늘,
마 표고버섯 등
우리농수산물로만 우려낸 육수와 찹쌀풀로 만든 최고급 영양 간식입니다.
믿음으로 만든 미듬에 부각, 한번 만나보실래요?^^
(미듬애란, 1. 맛(味). 맛있고 영양이 듬뿍 담긴 2. 미듬(믿음). 믿고 먹을 수 있는 3. 사랑(愛).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제품종류
제품종
미듬애 김부각 (전통맛)
장흥 무산김(산을 첨가하지 않은 무농약 김)에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표고 버섯등 9가지 우리 농수산물로 우려낸 육수와 잘 섞어진 찹쌀 풀을 바
른후 건조시켜 기름에 튀겨낸 스낵으로 아이들에게 영양 만점의 간식입니다.

미듬애 김부각 (반찬맛)
장흥 무산김(산을 첨가하지 않은 무농약 김)에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표고 버섯등 9가지 우리 농수산물로 우려낸 육수와 잘 섞어진 찹쌀 풀에 약
간의 간을 하여 바른 후 건조시킨 후, 기름에 튀겨낸 스낵으로 아이들에게 영
양 만점의 간식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미듬애 부각(카레맛)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표고 버섯 등 9가지 우리 농수산물로 우려낸 육
수를 카레 가루를 녹인 찹쌀 풀에 잘 섞어, 장흥 무산김(산을 첨가하지 않은
무농약 김)에 카레 찹쌀 풀을 발라 잘 건조시킨 후, 기름에 튀겨낸 스낵으로
아이들과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좋은 영양 간식입니다.

미듬애 부각(다시마)
다시마를 살짝 데쳐서 짠기를 뺀 후,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표고 버섯
등 9가지 우리 농수산물로 우려낸 육수를 찹쌀 풀에 잘 섞어, 다시마 위에 찹
쌀 풀을 발라 잘 건조시킨 후, 기름에 튀겨낸 고소하고 담백한 스낵으로 모
두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김부각이란
김부각은 옛날 임금님들이 즐겨 드셨던 남원의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저희 예미담 김부각은 멸치, 새우, 다시마, 무,
양파, 표고버섯 등 9가지 우리 농수산물로 우려낸 육수를 찹쌀 풀에 잘 섞어, 친환경 장흥 무산 김에 찹쌀 풀을 발라
잘 건조시킨 후, 기름에 튀겨낸 스낵으로 아이들에게 영양 만점의 간식입니다.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운하
고 깊은 맛의 육수를 내기 위해 맛과 영양 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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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미스김이 몰래 먹는 부각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영양 간식으로 11가지 국내산 재료로 정직하게
만든 김스낵입니다.
100%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육수로 맛을 냈으며 방부제, 첨가물, 색소
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젊은 미스김들에게 예미담이
추천하는 영양 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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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IDAM PRODUCT DESCRIPTIONS

예미담 제품소개

ORIGINAL

SIDE DISH

미듬애 전통맛

미듬애 반찬용

식품의 유형 : 과자류

식품의 유형 : 과자류

원산지 및 제조처 : 예미담 (전북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83-46)

원산지 및 제조처 : 예미담 (전북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83-46)

사이즈 및 용량 : 18.9 X 10.4 X 6.5 / 40g

사이즈 및 용량 : 18.9 X 10.4 X 6.5 / 40g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원재료명 및 함량 : 찹쌀(국산)35%, 김(국산)25%, 멸치(국산)6%, 다시

원재료명 및 함량 : 찹쌀(국산)35%, 김(국산)24%, 무(국산)6%, 양파(

마(국산), 무(국산), 양파(국산), 마늘(국산), 파(국산), 표고버섯(국산),

국산), 멸치(국산), 다시마(국산), 마늘(국산), 파(국산), 표고버섯(국산),

새우(국산), 허브(국산), 현미유

새우(국산), 허브(국산), 현미유

영양성분(1회 제공량 10g) : 열량40kcal, 탄수화물5g, 단백질2g, 지방

영양성분(1회 제공량 20g) : 열량109kcal, 탄수화물9g, 당류0g, 단백

1g, 포화지방0.2g, 트랜스지방0g, 콜레스테롤2mg, 나트륨112mg

질3g, 지방7g, 포화지방1.5g, 트랜스지방0g, 콜레스테롤3mg, 나트륨
130mg, 칼슘3g, 철0.7mg, 비타민A 137RE

CURRY

날씬한 미스김이 몰래 먹는 부각
오리지널맛

SEA BELT

미듬애 카레맛

미듬애 다시마부각

식품의 유형 : 과자류

식품의 유형 : 과자류

원산지 및 제조처 : 예미담 (전북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83-46)

원산지 및 제조처 : 예미담 (전북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83-46)

식품의 유형 : 과자류

사이즈 및 용량 : 18.9 X 10.4 X 6.5 / 40g

사이즈 및 용량 : 18.9 X 10.4 X 6.5 / 40g

원산지 및 제조처 : 예미담 (전북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83-46)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사이즈 및 용량 : 15 x19 x 5.5 / 25g

원재료명 및 함량 : 찹쌀(국산)35%, 김(국산)20%, 멸치(국산)6%, 다시마(

원재료명 및 함량 : 찹쌀(국산)38%, 다시마(국산)24%, 김(국산)20%, 멸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

국산), 무(국산), 양파(국산), 마늘(국산), 파(국산), 새우(국산), 표고버섯(

치(국산)6%, 무(국산), 양파(국산), 마늘(국산), 파(국산), 표고버섯(국산),

원재료명 및 함량 : 찹쌀(국산)35%, 김(국산)25%, 멸치(국산)6%, 다시마

국산), 허브(국산), 카레분, 현미유

새우(국산), 허브(국산), 현미유

(국산), 무(국산), 양파(국산), 마늘(국산), 파(국산), 표고버섯(국산), 새우

영양성분(1회 제공량 10g) : 열량51kcal, 탄수화물6g, 단백질1g, 당류0g,

영양성분(1회 제공량 10g) : 열량51kcal, 탄수화물6g, 단백질0.7g, 당

(국산), 허브(국산), 현미유

지방2.5g, 포화지방0.5g, 트랜스지방0g, 콜레스테롤0mg, 나트륨44mg

류0g, 지방2.5g, 포화지방0.5g, 트랜스지방0g, 콜레스테롤0mg, 나트륨
39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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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듬애 부각 전통맛(1봉)

2,500원

5. 미듬애 부각 일반세트 (전통맛 8봉) 19,000원

9. 미듬애 부각 일반 모둠세트

20,000원

(전통/반찬/카레/다시마 각2봉)

2. 미듬애 부각 반찬용(1봉)

2,500원

6. 미듬애 부각 일반세트 (반찬용 8봉) 19,000원

10. 날씬한 미스김이 몰래먹는 부각 10,000원
(오리지널맛 5봉)

일반식품

3. 미듬애 부각 카레맛(1봉)

2,700원

7. 미듬애 부각 일반세트 (카레맛 8봉) 20,000원

11. 날씬한 미스김이 몰래먹는 부각 15,000원
(오리지널맛 10봉)

4. 미듬애 부각 다시마(1봉)

20

3,000원

8. 미듬애 부각 일반세트 (다시마 8봉)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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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기업

1. 미듬애부각 미니 선물세트 14,000원
(전통맛 5봉)

2. 미듬애부각 미니 모둠선물세트 15,000원
(전통2/반찬1/카레1/다시마1)

YEMIDAM GIFT SET

선물세트
3. 미듬애부각 고급 선물세트 22,000원
(전통맛 8봉)

5. 미듬애부각 프리미엄 선물세트 30,000원
(전통맛 12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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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듬애부각 고급 모둠선물세트 23,000원
(전통/반찬/카레/다시마 각2봉)

6. 미듬애부각 프리미엄 모둠선물세트 32,000원
(전통/반찬/카레/다시마 각3봉)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