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서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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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음식을 완성하는 데 있어 주재료가 가진 맛과 신선도는 매우 중요하

다. 그런데 때론 향신료에 의해 음식의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향신료 특유의 

맛과 향이 풍미를 배가시키기도 한다. 1987년 형제상회로 문을 연 

는 30년 전통의 향신료 전문 제조업체다.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와 소스, 시

즈닝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이곳은 ‘행복한 식문화 발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

하자’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구축과 리테일 유통 구조, OEM(주문자 상표 부착품) 제

 

적시에 읽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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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품개발 연구소 개소(대구한의대) 

           청양 불소스 출시

2010    자회사 ‘ES바이오’ 설립(경상북도 소재)

2013    파우더 용기 포장 자동화 라인 구축 

2014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 융합 R&D 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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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품목] 향신료, 소스, 시즈닝, 천연분말조미료 

주요 수출국 

미국 베트남러시아 말레이시아홍콩중국 싱가포르

45 만 달러

경북 칠곡 동명면 봉암리 550-4김진철

www.jinsungbio.com / 마켓 www.eket.co.kr

(주)진성바이

오

(주)진성바이오는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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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오

소스 일회용 포장 자동화 구축 및 납품2015~2016

408만 달러

2017~2019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쇼핑몰 ‘이켓’ 오픈

이슬나라 법인 변경(제조/유통, 수출 회사)

(주) 진성바이오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승승장구

소스 향신료 시즈닝 전문 제조업체

작 가능한 유통 등이 그것이다. 또 자체 SNS를 운영하며 소비 트렌드를

053-800-7088 /푸드유닛 : 010-3236-5317

중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납품 계약 / SNS 푸드유닛 홍보시스템 본격 활동

품에 꼼꼼히 반영하고 있다. (틱톡 @foodunit 인스타그램 @eselnara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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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시즈닝 등을 생산하고 있다. 30년의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하는 향신

료는 로즈마리, 파슬리, 바질, 월계수, 타임, 후추 등 매우 다양하며 자연

이 주는 건강한 맛과 향을 담았다. 각종 요리에 활용 가능한 

의 소스는 엄격한 관리와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다. 매운맛을 비롯해 

한식(찜닭·고추장양념·골뱅이양념·삼겹살 소스 등), 양식(치킨양념·스위

트칠리·머스터드·돈가스 소스 등), 일식(꼬치·우동·간장마늘 소스 등), 구

이 (바비큐·훈제향 소스 등), 중식(탕수육 소스) 등 활용도에 따라 

2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이 있다. 파우더와 시즈닝의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

록 작업 판매장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소량과 대량 모

두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2003년 온라인 쇼핑몰(이켓)을 오픈

해 소비자가 제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독자적인

기술·연구로

음식에

‘감칠맛’을

더하다

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가공기술과 기능성 소재의 

기술 개발을 통해 식품 R&D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 개발 부문의 핵심 역량은 제품을 적기에 출시하는 ‘납기 경쟁력’,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가격 경쟁력’, 안정적 품

질을 통해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품질 경쟁력’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 

증대와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전문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

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경쟁력

확보에

힘쓰다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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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성바이오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신료, 소스

진성바이오

(주)진성바이오의 전문 기술로 정확하게 배합해 30개 이상

(주)진성바이오 제품은 직영 판매장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주)진성바이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업 중심의 산·학·연 연구협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푸드유닛전략기획팀

의 제품을 생산한다. (푸드유닛을 통한 회사 홍보중) 용기분배기, 자동충진기, 로봇포장기, 자동라벨기 등 자동화 시스템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에 기술력을 더하고, 남들보

설비를 통해 생산 유연성을 확보했다. 품질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불량률

다 한발 앞서 움직여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주)진성바이오는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을 향하고 있으며, SNS 글로벌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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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꼭 필요한 향신료를 엄선된 원료를 꼼꼼히 선별해 판

매한다. 

고급 원료, 천연 원료를 사용해 머스타드 고유의 맛과 달콤한 끝맛으로 어린

이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치킨, 감자스낵, 햄버거 등에 잘 어울리는 맛이다. 

치킨의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고급 향신료를 가미해 향과 혀끝의 

맛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제품이다.

훈제향이 가진 깊은 맛을 고기류, 치킨류 등에 가미해 음식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스다. 

향신료

허니
머스타드

소스

색다른 홍보 전략으로

현지인의 눈길을 사로잡다

 

  

 

 

 

 

 

 

집중됐다. B2C 행사장에서의 푸드 쇼는 소비

자뿐 아니라 현지 방송사의 주목까지 받아 

업체 인터뷰와 시식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타

기도 했다. 
치킨

프리믹스
파우더

훈제향
소스

 PAR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푸드유닛

널리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SNS 푸드유닛이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치맥의 열풍으로

한식문화가 인기 있는 상황이어서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데 적절한 시기라 판단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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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선 색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진성바이오는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

현지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알리고 현지 소비자의 정확한 반응을 파악하기

섰다. 우선 현지 치킨 업체에 행사 초대 및 방문을 위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푸드 쇼를 기획했다. 단순 전시회나 상담보다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직

접 전달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해서다.

(주)진성바이오는 수많은 자사 제품 중에서도 치킨 관련

소스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부

스에 영상 시설을 설치,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치맥을 즐기는 장면을 틀어 놓았더니 이목이

전략기획팀

“ 내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을 통해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단시간에 제품을



   

 

 

 

03

01

04

02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객관적 평가를 받다

 

 

  

수출

성공

포인트 

 PAR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푸드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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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바이어를 만나는 B2B 행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바

이어 대부분이 회사 홍보 메일을 받아 (주)진성바이오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또 행사

전 가망 바이어와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행사를 통해 직접 대면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현지 미팅을 통해 바이어들이 제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

다. 당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행사에 참가, 확실성을 갖게 된 바이어들은 제품을 구매

했지요. (주)진성바이오는 SNS 푸드유닛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알리고, 현지인의 제품 호

전략기획팀

응도와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푸드쇼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 홍보 (SNS / 이메일)

자사를 인지한 업체와의 미팅은 좀 더 순조롭게 이뤄진다.

행사 참여 바이어에 SNS 홍보와 이메일을 통해 사전 자료를 보냄.

가망 바이어를 위한 환경 조성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행사 또는 가망 바이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SNS 팔로우)

시식회는 색다른 기획으로

현지 소비자 대상의 시식회를 요리쇼처럼 색다르게 기획해

진행하면 이목을 끌 수 있다.

푸드유닛을 통한 지속적인 업체 홍보

푸드유닛 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계된 업체에 날개를 달아준다.

김진철 대표는 ‘최고의 맛이 최고의 성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해

왔다. (주)진성바이오는 앞으로 다양한 제품 출시와 더불어 중국 현지에 자사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한 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2

년 매출액 500억 원, 수출 100억 원, 수출 품목 수 2.5배 증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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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저희 제품(치킨소스)이 현지인이 운영하

는 한국형 치맥 프랜즈업체에 공급된다는 건 매우 큰 성과입니다. 당사는 100만 수출탑 수치를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나갈 계획입니

다.” 

 

 

1년간 10배 신장,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도전

 PA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 푸드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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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진성바이오는 SNS 푸드유닛 마케팅 이후 눈에 띄는 홍보효과를 이뤘다.

년에는 마케팅의 다변화를 통해 각 업체에 포팅

최고 품질의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안전한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엄격한 품질 검

사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고객감동을 실현해가는 (주)진성바이오. 행복한 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진성바이오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식탁에 감칠맛을 전하고 있다.

SNS푸드유닛
SNS 마케팅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가

장 좋았습니다. 특히 맛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단시간에

많은 팔로우들에게 제품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지요.

SNS 푸드유닛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음식관련 정보와 시식회를 위한 준비 등 일상 정보를 좀 더 빨

SNS 를 통한 홍보효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관건입니다.

㈜진성바이오의 향후 계획,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년에는 2018년 대비 매출액 2배, 수

업체를 홍보해

매출 극대화

기회의 장

전략기획팀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을 출시, 가망 지역은 푸드유닛을 통해 지속

2, 3공장 품목군별 생산라인을 완전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리, 알려준다면 제품 선택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푸드유닛

업체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특히

김성관 회장

2017년 수치 대비 2020

2022

될 SNS 푸드유닛을 다른 업체 홍보로 확대해 2021년 대비 3배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2

출액 2.5배 상승을 이룰 것입니다. 중국 현지 내 자사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한 신사업, 6차 사업구축 등 자연주의 식품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2022년을 목표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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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OOD CULTURE!

이슬나라는 식품제조와 유통 및

푸드유닛을통해음식콘텐츠를전달

하고경험하게함으로서,
새로운식문화를만들어갑니다.

Eselnara is creating a



  

   

  

   

    

   

   

  

   

    

   

  

   

  

  
 

 
   

1. HISTORY OF ESELNARA
Global No. 1 Food Company

1987. 형제상회유통사(칠성시장내) ESTABLISHED

2004~2007. 전국농협유통도매센터향신료및

일반식자재판매, ISO 9001 인증

2008. 특허등록 : 한방소재를 이용한

식육연화 및 풍미증진제 개발

2009. CJ 프레시웨이 납품

2010. 자회사 ES 바이오 설립,

대구 한방 지원센 터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2012. 신사옥신축및이전

(현소재지공장) , 소스용기형태

소포장자동라인구축

2014.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 융합 R&D 사업 협약

, 캡사이신소스 중국 수출

2015. 소스 1회용포장자동화구축및납품,

소스,향신료 1회용포장자동화구축

2016. 포장 자동화 구축 및 납품,

향신료 용기 신디자인 출시 및 용기 의장 출원

2017. Pre-스타기업 지정, 표창장 수상, 중소기업대상 수상

2013. 식품결착제에 의해 재구성된

식품의 제조방법 발명특허,

파우더 용기포장 자동화 구축

2003. 이슬나라 상호 및 C.I 통합

2018. 제2공장 (칠곡 동명 소재) 설립 및

HACCP 인증, 푸드유닛(마케팅) 도입

2019-20. 푸드유닛 활성화 제3공장 (칠공 동명 소재) 설립

ESELNARA 공식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명 돌파
ESELNARA FOODUNIT 공식 유튜브 팔로워 55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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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500만명의유니크유저

최다도달콘텐츠 1억 4,800만
국내푸드콘텐츠를다루는기업중
가장높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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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BAL NO.1 FOODUNIT
이슬나라푸드유닛은팬들과의소통을통해콘텐츠를제작하며, 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SNS 푸드유닛 5개채널 및 유튜브구독자
내부제작팀의영상, 컨텐츠를

바탕으로 1년사이최다고정팬

및신규구독자확보

2018 2019 2020

ESELNARA SNS Foodunit

컨텐츠열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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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성바이오이슬나라
국내최대의소스,향신료, 시즈닝전문제조유통회사

경북 칠곡에 본사를 둔 소스 및 향신료 전문제조

기업 (주)진성바이오 이슬나라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CJ 등 대기업과 국내 식자
재유통업체 및 외식프랜차이즈에 각종 소스와
향신료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1987년 대구칠성시장 내 식자재 유통업체 형제
상회로 시작하여국내 시장을 섭렵하고 중국,

동남아, 미국, 호주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며 식품 대표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진성바이오는 30년 전통의 소스 및 향
신료 전문제조기업입니다. 수년간 축적한 기술
력과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국내·외 소스 및 향신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
를 확보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슬나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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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성바이오의이슬나라푸드유닛은푸드콘텐츠에대한인사이트와콘텐츠경쟁력

강화를통해글로벌을타겟으로하는푸드콘텐츠를만들고있습니다.

그리고다양한국가들의콘텐츠수요를기반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한국의푸드트렌드리더에서
전세계의푸드트렌드리더로성장중

user





  
    

NO.1 FOOD KOREA 를넘어서

GLOBAL FOOD BRAND 로
이슬나라는 세계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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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작
&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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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RAL CONTENT

  

1억 4,800만도달

6,000만조회

재미있고맛있는푸드 / 일상콘텐츠를통해수백만의방문자들과끊임없이소통하고있습니다.

라면, 떡볶이등식품컨텐츠



BEHIND THE SCENES
전문화된키친과특색있고다양한테마로이루어진스튜디오에서촬영이이루어지고있으며,  
내부인프라를통해빠르게변하는푸드트렌드에더욱능동적이고유연하게대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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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SCENES
  

 

Food Stylist EditingProducer

 

    

Producer Channel
Manager

SNS 유튜브

‘SNS마케팅’과 ‘Youtube영상’두개의팀이콘텐츠의특성에따라제작을담당하고있습니다.
보다영향력있고흥미로운콘텐츠를위해많은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Youtube Studio는협력업체 (Co Producer)와 함께전문성있는콘텐츠를제작하고있습니다.

Youtube Co Producer
BI MEDIA
(前 MBC, KBS외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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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해전개되는사업영역

식품제조유통과푸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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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소싱

 

오프라인

이벤트

파트너십

4. 사업분야소개

  
 

음식과관련한다양한영역으로
그범위를확장해나가고있습니다.

푸드콘텐츠

온라인커머스

OEM, ODM
PB 브랜드

(주)진성바이오의 이슬나라 푸드유닛은 온라인 콘텐츠

를 통해 얻게 되는 채널 영향력과푸드콘텐츠에대한
인사이트를바탕으로사업을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푸드페스티벌과같은오프라인행사,
온라인쇼핑몰및 OEM, ODM, PB 제품생산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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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콘텐츠
보기만해도먹음직스러운푸드콘텐츠를통해
식품, 식당및기업/단체의마케팅과홍보에
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파트너십
기업과의협업을통해 OEM, ODM, PB 제품개발,
마케팅및모바일쇼핑프로그램기획등
다방면으로영향력을키워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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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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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atalog
내가찾던 그맛을 찾아드립니다.



ESELNARA STORY



홍보 마케팅 전문 솔루션
푸드유닛



ESELNARA
SAUCE 

(주)이슬나라│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5길5
TEL:1688-5317│Fax 053-423-2061

O.E.M/
가정용/
업소용/



ESELNARA
SAUCE 

(주)이슬나라│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5길5
TEL:1688-5317│Fax 053-423-2061

O.E.M/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소스



간장마늘 치킨을 만들때 사용
하며 닭고기 조림 또는 돼지고기
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육류,가금류의 불고기에
사용가능 합니다.

닭고기 요리,꼬지 튀김육류에
사용가능합니다.

닭고기 요리,꼬지 튀김육류에
사용가능하며 매운 맛 꼬지를
원할때 사용합니다.

모든 생선,고기구이 등과 잘어울
리며 일식요리 전반에 사용가능
합니다.

스테이크 를 먹을 때 사용하며
파인애플의 상큼한 맛이 특징
입니다.

돈까스 및 기타 까스류 외
함박스테이크등에 사용됩니다.

각종 튀김류 및 샐러드등
드레싱,치킨류,소시지류 곁들임
소스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닭고기구이,육류, 생선과
잘어울리며 다양한 서양
요리에 적합합니다.

모든육류요리에 사용하며
불고기 또는 갈비에 사용합니다.

고기를 먹을때 양파장 또는 파채
의 양념장으로 사용합니다.

닭고기요리,꼬치,튀김,육류,
해산물등 가장 폭넓게 사용
가능한 소스

가쓰오의 풍미를 담은 우동
농축액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우동소스입니다.

양념치킨을 만들때 쓰이며
주로 치킨요리에 사용되며
코다리강정에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양념치킨을 만들때 쓰이며
주로 치킨요리에 사용되며
코다리강정에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탕수육을 먹을때 사용합니다.

업소용 소스



업소용 소스

떡볶이를 만들대 사용되며
다른배합없이 양념과 물
떡볶이 만으로 떡볶이맛을
낼수 있는소스입니다.

참치농축액으로 각종요리에 
다양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초밥의 밥을 만들때 사용하며
주먹밥, 김밥등에 사용가능
합니다.

닭강정을 만들떄 사용하며 소스
를 끓인후 튀긴 닭이랑 같이 볶아
주시면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멸치육수를 낼때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본식 덮밥인 도부리의 베이스
로 주로 사용하며 차슈등
일본식 조림요리에도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생선까스 또는 생선구이와 잘
어울리며 샐러드드레싱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메밀소바를 먹을대 사용하며
장국을 만들때 사용합니다.

중식의 베이스소스로 주로 
사용되며 굴의 풍미가 
강한것이 특징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어울립니다

골뱅이 무칭,쫄면,무침회등
다양한 무침요리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청양고추와 캡사이신을 사용
하여 만든 소스로 매운맛을
낼때사용하며 다른매운맛소스
보다 감칠맛이 강합니다.

아주 강한 매운맛을 원하는 모든
요리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 하며
붉은색 요리에 매운맛을 낼때
사용가능합니다.

단맛이 첨가되어 매운맛을 
적절히 섞여서 기분좋은 
매운맛을 내며 붉닭,아나고,닭발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훈제향을 낼때 사용하며 주로
고기를 구운후 분무하거나 
발라줍니다.



간장마늘 치킨을 만들때 사용
하며 닭고기 조림 또는 돼지고기
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육류,가금류의 불고기에
사용가능 합니다.

떡갈비를 먹을때 주로
사용합니다.

닭고기 요리,꼬지 튀김육류에
사용가능합니다.

닭고기 요리,꼬지 튀김육류에
사용가능하며 매운 맛 꼬지를
원할때 사용합니다.

모든 생선,고기구이 등과 잘어울
리며 일식요리 전반에 사용가능
합니다.

돈까스 및 기타 까스류 외
함박스테이크등에 사용됩니다.

각종 튀김류 및 샐러드등
드레싱,치킨류,소시지류 곁들임
소스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닭고기구이,육류, 생선과
잘어울리며 다양한 서양
요리에 적합합니다.

모든육류요리에 사용하며
불고기 또는 갈비에 사용합니다.

고기를 먹을때 양파장 또는 파채
의 양념장으로 사용합니다.

닭고기요리,꼬치,튀김,육류,
해산물등 가장 폭넓게 사용
가능한 소스

가쓰오의 풍미를 담은 우동
농축액으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우동소스입니다.

양념치킨을 만들때 쓰이며
주로 치킨요리에 사용되며
코다리강정에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양념치킨을 만들때 쓰이며
주로 치킨요리에 사용되며
코다리강정에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대 사용되며
다른배합없이 양념과 물
떡볶이 만으로 떡볶이맛을
낼수 있는소스입니다.



청양고추와 캡사이신을 사용
하여 만든 소스로 매운맛을
낼때사용하며 다른매운맛소스
보다 감칠맛이 강합니다.

단맛이 첨가되어 매운맛을 
적절히 섞여서 기분좋은 
매운맛을 내며 붉닭,아나고,닭발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훈제향을 낼때 사용하며 주로
고기를 구운후 분무하거나 
발라줍니다.

아주 강한 매운맛을 원하는 모든
요리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 하며
붉은색 요리에 매운맛을 낼때
사용가능합니다.

닭강정을 만들떄 사용하며 소스
를 끓인후 튀긴 닭이랑 같이 볶아
주시면 닭강정이 완성됩니다.





가정용 향신료







ESELNARA
PEPPER

(주)이슬나라│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5길5
TEL:1688-5317│Fax 053-423-2061

이슬나라 후추



이슬나라 후추

P-01

P-03

P-05

P-01

P-04

P-06

흑후추(통) 380g
입수 :12EA
사용처:육류나 생선의 비린맛 제거
은은한 후추 향과 맛을 낼때 사용

흑후추분(굵은후추) 400g
입수 :12EA
사용처:육류나 생선의 비린맛 제거
은은한 후추 향과 맛을 낼때 사용

백후추분말 400g
입수 :12EA
사용처:육류나 생선의 비린맛 제거
흰살생선에 사용

흑후추분말 420g
입수 :12EA
사용처:육류나 생선의 비린맛 제거
은은한 후추 향과 맛을 낼때 사용

백후추(통) 450g
입수 :12EA
사용처:육류나 생선의 비린맛 제거
흰살생선에 사용

크러쉬드레드페퍼 300g
입수 :12EA
사용처:다양한 이탈리아 요리와 소스
맥시칸칠리 매운요리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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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05  NP-06  NP-07  NP-08



제1공장: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5길 5
제2공장: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팔거천3길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