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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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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CEO MESSAGE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백호식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호식품㈜ 대표이사 김경숙입니다.
백호식품㈜은 1989년 설립 된 이래 30년 동안 기본에 충실하며 열린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도전적인 신제품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본사 고유의 소스, 드레싱, 프리믹스, 시즈닝을 생산하여 유통업체, 종합식품회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사업의 파트너로써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식품 전문 브랜드 delling은 풍성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식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호식품㈜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보답
하겠습니다.
간편 소스 series
컵실러 series

감사합니다.

바로먹는 간편컵 series
티팁분말 series
프리미엄 소스 series
맨즈쿠킹 소스 series
맨쿡 간편조리식 series
자사제품 생산라인

김치양념 series
갈비양념 series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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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연혁

경영이념

더 큰 기업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호식품은 아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도 제품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Quality
최상의 품질개발에 노력하는 사람들
설립기

1989~2000

1989

1994

대호식품 설립

백호식품 상호변경

(육포 및 가공품,
조미식품 생산)

(조미식품 및
복합조미식품 생산)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항상 좋은 품질 개발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Health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성장기

2001~2011

2001

2006

2007

2009~ 11

백호식품 주식회사
법인 전환, 공장 신축

한국하인즈, 오뚜기,
삼조셀텍, 파리크라상
OEM 납품

백호식품
제 2공장 신축

ISO 9001 인증
ISO 14001 인증

안전한 제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신선하고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New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사람들
도약기

2012~2022

2012

2013

2015

2017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장려상 수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ISO 22000 인증

R&D센터 설립

HACCP 인증
(1공장 : 소스, 드레싱, 씨즈닝)

고객의 식탁에 풍요로움을 드리고 보람과 기쁨을 찾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식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NOBIZ 인증
MAINBIZ 인증
병역특례업체지정

Honesty
늘 한결같이 정직을 고집하는 사람들

2018

2019

2021

2022

모범납세자표창

비즈니스센터 설립
FSSC 22000 인증
FDA 시설등록
식품안전의 날 표창 및
우수중소기업표창

백호식품 신공장 신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및 시정발전 유공 표창

신공장 HACCP 인증

깨끗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고 정성과 사랑을 담아

(당류가공품, 소스, 토마토케첩)

좋은 제품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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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특허 및 인증서

CI & BI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호식품의 CI와 BI를 소개합니다.

국문

백호식품 CI
인간의 건강한 삶과 내일을 꿈꾸는 맑고 깨끗한 비전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육지와 바다, 세개의 노란 원을 그래픽 요소로 삼아 안전한 식품생산을 나타내었습니다.

영문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

ISO 14001

국문

C 90

M 50

C 100

M 90

C 50

Y 100

C5

M 50

Y 30

K 20

Y 100

자사 브랜드 델링 BI
SERIES

달링(Daring)의 애칭으로
‘달링’
의 구어적 표현을 연상하여 만든 브랜드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제품을 표현합니다.

영문

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서

식품안전 시스템 인증서

ISO 22000

FSSC 22000

C1

M 99

Y 97

자사 브랜드 맨즈쿠킹 BI
맨즈쿠킹은 남자의 요리도 간단하고, 특별하게 요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한 요리가 가능한 제품을 표현합니다.

PANTONE 2746C

HACCP 인증서

HACCP 인증서

HACCP 인증서

당류가공품

소스

토마토케첩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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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Factory

본사
조미식품

소스, 드레싱 제조
Address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94-50
Tel 031. 536. 8347~8 Fax 031. 536. 8349

F1
조미식품

F2
소스, 드레싱 제조
Address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145번길 129-14

분말류

파우더, 시즈닝, 공산품
Address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길 64
Tel 031. 544. 4335~6 Fax 031. 544. 4337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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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센터
Business center

비즈니스 센터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기획, 디자인, 국내외 유통, 구매 및 영업 등에 대한

미팅 / 기획

업무의 효율화를 목표로 설립된 통합 업무센터입니다.

국내 및 해외유통 / 영업 / 디자인

Address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54 광장빌딩 5F
Tel 031. 928. 4005 Fax 031. 928. 4007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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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DUCT LINE

컵실러 series
각종 튀김류 또는 치킨류에 디핑소스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자사제품 생산라인

간편 소스 series

요거트소스

치즈머스타드

허니머스터드

Yogurt sauce

Cheese mustard

Honey mustard

중량 30 g x 100 ea
치킨, 피자, 과일 샐러드에 콕 찍어 먹으면
좋은 상큼하고 깔끔한 맛의 소스

중량 30 g x 100 ea
치킨, 나초, 피자에 콕 찍어 먹으면 좋은
부드러운 치즈와 머스타드가 어우러진 소스

중량 30 g x 100 ea
치킨, 소시지, 훈제오리, 핫도그에 콕 찍어 먹으면
좋은 부드럽고 달콤한 머스타드 소스

육장소스

멕시칸소스

Meat sauce

Maxican sauce

중량 70 g x 2 ea
삼겹살, 만두, 튀김, 파전 등
고기에 콕 찍어 먹으면 찰떡궁합인 특제소스

중량 30 g x 100 ea
은은한 달콤한과 상큼함이 어우러진 소스

더 쉽고 간편한 요리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바로먹는 골뱅이 무침소스

순두부찌개 소스

된장찌개 소스

Sea snail seasoned sauce

Soft tofu stew sauce

Soybean paste stew sauce

중량 160 g X 6 ea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제품

중량 140 g X 6 ea
매콤 칼칼한 순두부찌개가
뚝딱 완성되는 제품

중량 140 g X 6 ea
구수하고 담백한 된장찌개가
뚝딱 완성되는 제품

계란간장소스

고추장비빔소스

샤브샤브육수/샤브칠리소스

Egg soy sauce

Red pepper paste bibim sauce

Shabu shabu broth / Shabu chili sauce

중량 300 g (30 g X 10 ea)
신선한 재료들의 풍미가 녹아든
간장소스

중량 300 g (30 g X 10 ea)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풍미가
일품인 소스

겨자소스
Mustard sauce

중량 30 g x 100 ea
아린맛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소스

케이준 머스타드

치킨양념

스위트칠리소스

고추핫소스

Cajun mustard

Chicken sauce

Sweet chili sauce

Hot red pepper sauce

중량 30 g x 100 ea
머스타드의 기본 소스

중량 30 g x 100 ea
시나몬의 그윽한 향의 기본 치킨 소스

중량 30 g x 100 ea
새콤함이 은은하게 맴도는 소스

중량 30 g x 100 ea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매운 소스

중량 300 g

샤브샤브 요리를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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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DUCT LINE

티팁분말 series
티팁분말은 혼자 조리하기 번거로운 식사 메뉴,
술안주, 캠핑, 여행시,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먹는 간편컵 series

김치찌개 양념분말

된장찌개 양념분말

닭볶음탕 양념분말

Kimchi stew seasoning powder

Soybean paste stew seasoning powder

Braised spicy chicken seasoning powder

중량 30 g x 6 ea
김치찌개의 진한 감칠맛과 얼큰함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중량 35 g x 6 ea
구수한 감칠맛의 된장찌개가
그리울 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중량 35 g x 6 ea
누구든 싫어할 수 없는 맛의 매콤함과
달큰함이 느껴지는 제품

백호식품만의 노하우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비빔쌀국수

바로먹는 떡볶이

Vietnamese rice noodles

Vietnamese bibim rice noodles

Ready-to-eat topokki

중량 66 g x 6 ea
진한 국물에 깔끔한 맛의 쌀국수

중량 70 g x 6 ea
쫄깃하고 매콤 달콤한 매력의 비빔쌀국수

중량 160 g x 6 ea
쫀득쫀득한 식감의 오리지널 떡볶이 맛

김치라면

부대찌개라면

육개장라면

Kimchi ramen

Budae-jjigae ramen

중량 64 g x 6 ea
쫄깃한 면발과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제품

중량 64 g x 6 ea
깊고 진한 국물맛에 속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제품

제육볶음 양념분말

국물떡볶이 분말

치즈라볶이 분말

Stir-fried spicy pork seasoning powder

Stir-fried rice cake powder

Cheese rabokki powder

중량 40 g x 6 ea
매콤하고 달달한 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제품

중량 40 g x 6 ea
매콤달달한 황금비율로 만들어진
깔끔한 국물 맛의 제품

중량 40 g x 6 ea
치즈를 함유하여 매콤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

콩나물국 분말

떡국 분말

황태국 분말

Bean sprout soup powder

Sliced rice cake soup powder

Dried pollack soup powder

중량 25 g x 6 ea
각종 채소 베이스를 첨가하여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을 느낄 수 있는 제품

중량 25 g x 6 ea
깔끔 담백한 맛으로 떡국과 더불어
수제비와 칼국수 조리에도 적용 가능한 제품

중량 30 g x 6 ea
좋은 황태국, 계란탕, 미역국의 맛을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제품

Yukgaejang ramen

중량 64 g x 6 ea
부드러운 면발과 진하고 매콤한
국물이 일품인 제품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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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콩간장으로 만든

국산콩간장으로 만든

국산고춧가루로 만든

샤브육수 / 얼큰샤브육수

칠리소스

Egg soy sauce

Shabu broth / Spicy shabu broth

Chili sauce

중량 300 g
입에 착 감기는 만능 간장소스

중량 300 g
신선한 국산 재료로 만든 엑기스
샤브육수, 얼큰샤브육수

중량 300 g
월남쌈, 튀김에 제격인
새콤 칼칼한 칠리소스

마늘불고기소스

고추장불고기소스

스테이크소스

Garlic bulgogi sauce

Gochujang bulgogi sauce

Steak sauce

중량 300 g / 100 g
달짝지근 감칠맛을 더하는 소스

중량 160 g
매콤달콤 입맛을 돋우는
1회분 용량소스

중량 300 g
새콤달콤한 맛으로
어느 고기에든 딱 좋은 맛

계란간장소스

프리미엄 소스 series
건강한 재료만 담은 프리미엄 간편 소스 제품입니다.

파채소스

고기&야채용소스

겉절이소스

Green onion sauce

Meat & Vegetable sauce

Fresh kimchi sauce

중량 300 g
고기에 찍어먹고,
야채에 버무려 먹는 만능 소스

중량 300 g
고기와 곁들여 먹으면
찰떡 궁합인 소스

중량 300 g
친정엄마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비법 소스

초무침소스

닭볶음탕소스

오징어볶음소스

LA갈비소스

갈비찜소스

흑당시럽

Seasoned red pepper sauce

Braised spicy chicken sauce

Stir-fried squid sauce

LA galbi sauce

Braised short ribs sauce

Black sugar syrup

중량 300 g
새콤달콤 입맛을 돋우는 소스

중량 250 g
국산 고춧가루와 대두로
깔끔하고 깊은 맛

중량 300 g
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활용도 높은 깔끔한 매운맛

중량 500 g
과일퓨레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단맛

중량 480 g
국산 무를 사용한 무농축액으로
진한 감칠맛

중량 300 g(30 g X 10 ea)
건강하게 진한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흑당시럽

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과일을 듬뿍 넣은

과일을 듬뿍 넣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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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쿡 간편조리식 series
백호식품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냉동 간편식 제품입니다.

맨즈쿠킹 소스 series

맨쿡1인 떡볶이

맨쿡1인 오징어볶음

맨쿡 닭갈비

Mencook topoki

Mencook stir-fried squid

Mencook spicy sir-fried chicken

중량 285 g
매콤달콤 찰진 떡볶이로 냄비에 휘리릭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제품

중량 250 g
국내산 오징어에 매콤 달콤한 맛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제품

중량 550 g
부드러운 식감과 매콤 짭잘한 양념으로
간편하게 볶아 조리할 수 있는 제품

뚝딱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는 소스입니다.

맨쿡 어묵탕

맨쿡 불막창

맨쿡 숯불닭구이

Mencook spicy makchang

Mencook grilled charcoal chicken

Mencook fish cake soup

중량 290 g
고소하고 불향 가득 매콤한 양념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

중량 500 g
숯불향 가득 입에 착 감기는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중량 280 g
따뜻한 국물과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장소 불문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

만능토마토칠리소스

만능데리야끼소스

만능고추장볶음소스

All-round tomato chili sauce

All-round teriyaki sauce

All-round red pepper paste sauce

중량 500 g
매콤달콤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 줄 소스

중량 500 g
간장을 베이스로 국내산 원재료를 더해
진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소스

중량 500 g
매콤달콤 볶음 요리와 닭볶음탕,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가능한 소스

고추장바베큐소스

마파소스

맨쿡 로제떡볶이

Korea barbecue sauce

Mapa sauce

Mencook rose topokki

중량 500 g
우스터소스를 베이스로
매콤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소스

중량 100 g
두반장을 베이스로 맛있는
마파 요리를 완성시켜 줄 소스

중량 285 g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과 매콤 소스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18｜19

03

www.bhfood.co.kr

OUR PRODUCT LINE

소포장

강정소스

Small package

Gangjeong sauce

핫소스

갈릭딥핑소스

옛날맛 강정소스

델링 강정소스

Hot sauce

Garlic dipping sauce

Old-fashioned gangjeong sauce

Delling gangjeong sauce

중량 4 g x 1,000 ea
음식 본연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매운맛 특유의 풍미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

중량 15 g x 500 ea
느끼함을 잡아주고 음식의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제품

중량 10 kg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제품

중량 3.7 kg x 4 ea
대표적인 닭강정 요리 소스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

허니머스타드

치킨양념

고추범벅 강정소스

칠리 강정소스

Honey mustard sauce

Chicken sauce

Mixed chili pepper gangjeong sauce

Chili gangjeong sauce

중량 12 g x 500 ea
달달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조화로운 제품

중량 25 g x 300 ea
새콤달콤 치킨의 맛을 배가 시켜주는 제품

중량 3.5 kg x 4 ea
특유의 간장맛과 매콤한 고추맛이 특징인 제품

중량 3.7 kg x 4 ea
칠리소스가 함유된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제품

순대 양념소금

델링 양념소금

Sundae seasoning salt

Delling seasoning salt

중량 3 g x 5,000 ea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순대 양념소금

중량 3.5 g x 4,500 ea
순대, 찐계란, 구운계란, 삼겹살 등에 간편하게
찍어먹을 수 있는 양념소금

델링 스위트칠리소스

델링 파닭소스

칠리소스,
파닭소스
Chili sauce,
Green onion
chicken sauce

델링 파닭소스
Delling green onion chicken sauce

중량 200 g x 50 ea (원팩)
새콤하고 톡쏘는 파닭소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치킨양념
Chicken sauce

꼬꼬그린 치킨양념

매운맛 치킨양념

Kkokko green chicken sauce

Spicy chicken sauce

중량 10 kg / 5 kg / 2.2 kg (1Box x 10 ea)
씹히는 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정통 치킨양념

중량 10 kg
기존 치킨양념의 맛과 매운맛이
잘 어우러진 제품

델링 치킨양념
Delling chicken sauce

폭립소스
Pork rib sauce

Delling sweet chili sauce

Delling green chicken sauce

중량 3.3 kg x 4 ea
레드칠리와 토마토페이스트 재료로 만든 달콤한
맛이 특징인 순한 타입의 소스

중량 3.6 kg x 4 ea / 200 g x 50 ea
겨자 특유의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소스

칠리소스

칠리소스-2

Chili sauce

Chili sauce-2

중량 5 kg
칠리 파우더와 칠리 특유의 매콤한 맛이
토마토 케첩과 잘 어우러진 제품

중량 5 kg
매운맛이 강한 칠리소스

델링 폭립소스
Delling pork rib sauce

중량 3.6 kg x 4 ea
소스 본연의 독특한 맛으로 바베큐립 요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제품

중량 3.6 kg x 4 ea
엄선된 원료와 달콤한 맛 계피향이 어우러져 맛과
풍미를 더한 제품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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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다

바베큐소스

Powder

BBQ sauce

델링 바베큐소스

매코미 바베큐소스

Delling barbecue sauce

Meccomi barbecue sauce

중량 3.7 kg x 4 ea
토마토와 스모크향이 어우러진 제품

중량 10 kg
매콤달콤한 맛과 허브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제품

맛자랑 바베큐양념

매운맛 바베큐소스

Matjarang barbecue sauce

Hot barbecue sauce

중량 10 kg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자사의 대표 바베큐소스

중량 10 kg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자사의 매운맛 바베큐소스

간장소스
Soy sauce

겨자
머스타드
소스
Mustard sauce

델링 간장소스

델링 마늘간장소스

Delling soy sauce

Delling garlic soy sauce

중량 3.6 kg x 4 ea
달콤한 맛과 간장, 마늘향이 잘 어우러진 제품

중량 3.6 kg x 4 ea
간장 특유의 맛과 짙은 마늘향이 조화를 이룬 제품

델리소스

델리야끼소스

Delli sauce

Delliyaki sauce

중량 2 kg x 10 ea
부드럽고 순한 깔끔한 타입의 간장 소스로
각종 튀김류의 딥소스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

중량 1 kg x 20 ea
매콤한 맛이 특징이고 요리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각종 육류 요리에 잘 어울리는 제품

겨자소스B

겨자소스C

Mustard sauce B

Mustard sauce C

염지제
Curing agent

시즈닝
Seasoning

중량 1 kg x 20 ea
겨자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이 느끼함과 냄새를
잡아주는 제품

중량 1 kg x 20 ea
겨자와 토마토케첩이 조화를 이룬
훈제 오리고기에 잘 어울리는 겨자소스

델링 프리믹스 - A / B / C

비엔날레 치킨파우다

Delling free mix

Biennale chicken powder

중량 5 kg x 2 ea
바삭한 식감, 담백한 맛의 프리미엄 파우다

중량 5 kg x 2 ea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의 파우더로 치킨을
튀겼을 때 연노란 빛을 띄는 제품

맛자랑 치킨파우다

맛자랑 치킨배터믹스

Matjarang chicken powder

Matjarang chicken batter mix

중량 5 kg x 2 ea
후라이드, 양념치킨용 프리믹스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중량 5 kg x 2 ea
후라이드, 양념치킨용 프리믹스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물결치킨파우다

핫스파이스 배터믹스

Wavy chicken powder

Hot spice batter mix

중량 5 kg x 2 ea
먹음직스런 물결모양 치킨을 요리할 때 좋고,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

중량 5 kg x 2 ea
매콤한 치킨에 잘 어울리는 제품

옛날맛 강정파우다

델링 강정파우다

Old-fashioned gangjeong powder

Delling gangjeong powder

중량 5 kg x 2 ea
닭강정 요리 시 잘 어울리는 고소하고 담백한 제품

중량 5 kg x 2 ea
오랜시간 동안 튀김 요리를 누지지 않게
해주며 바삭바삭한 식감의 제품

치킨염지제

핫마리네이드

Chicken curing agent

Hot marinade

중량 2 kg x 10 ea
생닭의 냄새를 제거해주며 육질을 좋게 하고
닭고기의 맛을 한층 더 좋게 해주는 분말염지제

중량 2 kg x 8 ea
생닭의 냄새를 제거해 주며 육질을 좋게 하고
닭고기의 맛을 더 좋게 해주는 매운맛 분말 염지제

허니버터 / 어니언 / 치즈시즈닝
Honey butter / Onion / Cheese seasoning

중량 1 kg x 10 ea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후라이드치킨, 감자튀김,
과자, 빵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델링 케이준머스타드
Delling cajun mustard

중량 3.6 kg x 4 ea
부드러운 마요네즈와 겨자의 적절한 조화로
머스타드소스보다 겨자 함량이 높은 제품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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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제품 생산라인

김치양념 series

갈비양념 series

매번 막막하고 번거로웠던 김장 김치. 김치양념 시리즈는
언제, 어디서나 내 손으로 장인의 맛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적의 비율로 담아내어 고급스러운 깊은 맛으로
누구나 쉽게 맛있는 명품 갈비의 맛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백김치 양념

겉절이배추 양념

배추김치 무채양념

White kimchi seasoning

Fresh kimchi seasoning

Julienne radish seasoning for kimchi

닭갈비 양념

돼지갈비 양념

돼지불고기 양념

Dakgalbi(Chicken) sauce

Pork rib sauce

Pork bulgogi sauce

중량 300 g
아삭아삭 시원한 국물맛이 일품

중량 300 g
신선한 배추의 식감이 가득 전해지는 맛

중량 300 g
한국식 감칠맛이 가득하고 풍미 가득한 맛

중량 500 g
매콤달달 달큰한 감칠맛이 일품인 양념

중량 500 g
달콤 짭쪼름한 돼지갈비 양념

중량 500 g
달큰한 한국식 감칠맛이 가득한 양념

소갈비 양념

소불고기 양념

Beef rib sauce

Beef bulgogi sauce

중량 500 g
프리미엄 양념의 감칠맛이 일품인 양념

중량 500 g
최적의 비율로 담아낸 달짝지근한 양념

무채 양념

깍두기 양념

Julienne korean radish salad seasoning

Kkakdugi seasoning

중량 300 g
씹는 맛이 일품! 새콤달콤한 무채 양념

중량 300 g
고추가루와 야채를 혼합한 양념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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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품 생산라인
양식요리용

For western cooking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느껴지는
양식요리용 소스 !

·폭립 소스
·토마토 매운찜 소스
·레드 와인 갈비찜 소스
·데리야끼 소스
·스테이크 소스(함박, 목살, 비프, 레드와인)
·바질 페스토 소스
·갈릭 디핑소스
·델링 핫소스
·스파게티 소스(로제, 크림, 토마토, 봉골레, 미트, 알리오올리오)
·감바스 소스
·커리 소스
·버팔로윙 소스
·피자 도우 소스(토마토, 크림, 바베큐)
·오므라이스 소스
·데미그라스 소스
·랠리쉬 머스타드 소스
·허니버터 소스
·피자 꿀 소스
·치즈소스(체다, 퐁듀, 크림)
·크림마요 소스
·버거용 소스
·버터크림 소스
·돈까스 소스
·토마토레드 소스
·감귤브라운 소스
·사워크림 소스
·스모크 소스
·액상치킨스탁
·필라프 소스
·랜치 소스
·로즈마리 페이스트
·홀스래디쉬 소스
·피클베이스 소스
·잭다니엘 소스
·리조또 소스(크림, 토마토)
·살사 소스
·굴라쉬 소스
·스튜 소스
·커리케찹 소스
·그린칠리살사 소스
·까르보나라 떡볶이 소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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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요리용

For chinese cooking

일식요리용

For japanese cooking

중식요리의 기본은 강한 풍미의 소스 !

시각을 사로잡는 담백하고 깔끔한 일식요리 !

·탕수육 소스(간장, 사천, 광동식, 레몬, 라임, 복분자)
·깐풍기 소스
·볶음밥 소스
·짬뽕 소스(해물, 백)
·짜장 소스
·마라탕 소스
·마라샹궈 소스
·마파 소스
·탄탄면 소스
·동파육 소스
·크림새우 소스
·칠리새우 소스
·누룽지탕 소스
·사천볶음 소스
·차슈 소스
·유린기 소스
·잡채밥 소스
·꿔바로우 소스
·두반장 소스
·쯔란 시즈닝
·훠거 소스(홍/백)

·돈카츠 소스
·초밥용 간장소스
·타래소스
·냉모밀 소스
·냉라멘(히야시멘) 소스
·매운 라멘소스
·돈코츠 라멘소스
·와사비 간장소스
·데리야끼 소스
·야끼니꾸 소스
·미소 소스
·와사비마요 크림소스
·튀김간장 소스
·폰즈소스(유자)
·스키야키소스
·모츠나베 소스(간장, 미소)
·어묵탕 소스
·쿠로마유 소스
·미소장국 소스
·소유 소스
·오차즈케 소스
·아까스초 대리소스
·돈부리 소스
·탄탄멘 소스
·장어데리야끼 소스
·야끼우동 소스
·츠케멘 소스
·고마다래 소스
·초간장 소스
·가츠동 / 규동 소스
·타꼬야끼 소스

동남아요리용

For southeast asia cooking

이국적이고 독특한 맛과 풍미가 가득한 소스 !

·델링 쌀국수냉면 소스
·쌀국수 소스
·매운 쌀국수 소스
·쌀국수 비빔냉면 소스
·팟타이 소스
·카오팟 소스
·얌운센 소스
·분짜 소스
·팟카파오 소스
·나시고랭 소스
·미고랭 소스
·수끼 소스
·푸팟퐁커리 소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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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요리용

치킨요리용

For korean cooking

치킨요리의 다양한 소스 !

맛과 멋이 공존하는 한국스러운 요리에
안성맞춤인 한식요리용 소스 !

·제육볶음 소스
·갈비양념 소스(소, 돼지)
·닭갈비 소스
·불고기 소스
·족발 소스(불족발, 마늘, 냉채)
·닭발 소스
·등갈비 소스(고추장, 간장, 크림)
·닭볶음탕 소스
·찜닭 소스(간장, 고추장)
·낙곱새 소스
·볶음 소스(오징어, 낙지, 쭈꾸미)
·곱창볶음 소스
·비빔면 소스
·김치 말이 육수
·초계탕 육수
·쫄면 소스
·물회 육수
·델링 바로먹는 골뱅이무침소스
·냉면 소스(물, 비빔)
·막국수 소스(물, 비빔)
·초고추장 소스
·떡볶이 소스
·국물 떡볶이 소스
·초절임 소스
·파절이 소스
·꼬막 비빔밥 소스
·비빔밥 소스(고추장, 간장)
·감자탕 양념 소스
·찌개 양념 소스(순두부, 부대, 김치, 된장)
·연포탕 육수
·김치찜 소스
·칼국수육수 소스
·샤브샤브 육수베이스 소스
·껍데기 소스
·막장 소스
·꼬치 소스(고추장, 간장)
·두루치기 소스
·나물무침 소스(콩나물, 숙주)
·치밥 소스
·육회 소스
·덮밥 소스
·불닭 소스
·장조림 소스

For chicken cooking

·주물럭 소스(간장, 마늘, 고추장)
·멜조림 소스
·전골 소스(양, 만두)
·강된장 소스
·김밥용 소스
·소야 소스
·숯불구이 소스(간장, 고추장)
·떡꼬치 소스
·다데기 소스(국밥, 만두전골)
·연어장 소스
·고갈비 소스
·갈비탕육수 소스
·생선까스 소스(타르타르 소스)
·카레 소스
·등뼈찜 소스
·콩자반 소스
·묵사발 소스

·해물탕 양념 소스(알탕)
·육수 베이스(사골, 돈골, 야채, 해물, 멸치, 황태, 조개)
·족발 / 보쌈육수베이스 소스
·조림양념 소스(꽁치, 고등어)
·배추김치 양념
·겉절이김치 양념
·깍두기김치 양념
·무생채김치 양념
·백김치 양념
·새우장 소스
·게장 소스(양념, 간장)
·육장 소스
·먹태 소스
·땅콩 소스
·육개장베이스 소스(닭개장)
·떡갈비용 소스
·비빔국수장(고추장, 간장)

·치킨양념(순한맛, 매운맛)
·델링 바베큐 소스(순한맛, 매운맛)
·델링 파닭 소스
·델링 어메이징 소스(고추장 바베큐)
·델링 간장 소스
·델링 마늘간장 소스
·델링킹 소스(간장)
·갈비맛 치킨양념
·허니 머스터드
·허니 탄두리 소스
·델링 케이준 머스타드
·델링 허니머스터드
·델링 멕시칸 소스
·크림어니언 디핑소스
·델링 갈릭 디핑소스
·델링 겨자 소스
·델링 델리 소스
·칠리소스
·델링 스위트 칠리소스
·델링 고추 핫소스
·델링 요거트 소스
·델링 치즈 머스타드
·청양마요소스
·꿀마늘 소스
·강정소스(짜장, 레몬, 갈비)
·땡초치킨 소스
·코코넛 디핑소스
·페퍼 소스(핫, 블랙)
·쌈장치킨 소스
·크림된장 디핑소스
·김치마요 소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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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싱

Dressing

음료 베이스

Beverage base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산뜻한 맛.
다양한 드레싱 소스 !

맥주, 칵테일, 에이드 등 다양한 종류로
표현되는 음료 베이스 !

·발사믹 리덕션 소스
·키위 드레싱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레몬씨드 드레싱
·참깨 드레싱
·갈릭 드레싱
·어니언 드레싱
·유자 드레싱
·케이준 드레싱
·요거트 드레싱
·석류 드레싱
·레드와인 드레싱
·발사믹 드레싱(레몬)
·어니언시저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이탈리안 드레싱
·바질 드레싱
·망고칠리 드레싱
·흑임자 드레싱
·블루베리 드레싱
·사과 드레싱
·니혼 드레싱
·와사비 드레싱
·할라페뇨 드레싱
·프랜치 드레싱
·토마토 드레싱

·흑당 베이스
·크림막걸리 베이스
·델링 자몽 칵테일 베이스
·델링 청포도 칵테일 베이스
·블루큐라소 칵테일 베이스
·모히또 칵테일 베이스
·망고 칵테일 베이스
·딸기 칵테일 베이스
·블루베리 & 복분자 칵테일 베이스
·오렌지 & 유자 칵테일 베이스
·복분자 칵테일 베이스
·사과 칵테일 베이스
·소다 칵테일 베이스
·피치향 칵테일 베이스
·라임 칵테일 베이스
·레몬 칵테일 베이스

염지용

Curing agent

각종 비린내 제거와 맛과 향을 맞추는데
안성맞춤인 염지제 !

·맛자랑 치킨 염지제
·조미 염지 양념(액상 염지제)
·핫마리네이드
·시나몬 염지제
·한방 염지제
·소프트 밀크 염지제
·구이용 염지제
·치킨 로스트 염지제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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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분말

파우다

Seasoned powder

편리함과 맛을 두배로 업 시켜주는
양념분말 시리즈 파우더 !

·떡국 분말
·콩나물국 분말
·황태국 분말
·미역국 분말
·떡볶이 분말
·국물 떡볶이 분말
·카레 떡볶이 분말
·짜장 떡볶이 분말
·닭볶음탕 분말
·된장찌개 분말
·소불고기 분말
·제육볶음 분말
·뼈해장국 분말

Powder

요리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법의 파우다 !

·해물탕 분말(동태탕, 조개탕, 알탕, 연포탕)
·김치찌개 분말
·부대찌개 분말
·나가사끼짬뽕 분말
·짬뽕 분말
·까르보나라 분말
·로제까르보나라 분말
·쌀국수 분말
·비빔 쌀국수 분말
·크림스프 분말(체다치즈, 양송이, 단호박)
·오뎅탕 분말
·불닭볶음면 분말
·김치라면스프 분말

·라볶이 분말
·만능탕 분말
·육수베이스 분말
·철판볶음 분말
·들깨베이스 분말
·쭈꾸미 볶음분말
·불맛베이스 분말
·북어탕 분말
·쌀국수냉면 스프
·갈비찜용 분말
·해물찜용 분말(낙지, 아귀)
·삼계탕라면 스프
·마라샹궈 분말

·델링 프리믹스 A
·델링 프리믹스 B
·델링 프리믹스 C
·바삭한 프리믹스-1
·바삭한 프리믹스-2
·델링 강정 파우다
·물결 치킨 파우다
·비엔날레 치킨 파우다

시즈닝

·맛자랑 치킨 파우다
·닭강정 파우다
·치킨베이크 파우다
·핫스파이스 배터 믹스
·전 파우다
·탕수육용 파우다(찹쌀)
·핫도그 파우다

·오곡프리믹스 파우다
·갈릭프리믹스 파우다
·깐풍기 파우다
·옛날치킨 파우다
·케이준치킨 파우다
·베이크 파우다
·똥집 튀김용 분말

Seasoning

간편하게 톡톡 뿌려 각종 요리에
잘 어울리는 시즈닝 !

·어니언 스프린클
·치즈 스프린클
·허니 버터 시즈닝
·버터 갈릭 시즈닝
·커리 시즈닝(탄두리)
·치토 시즈닝(핫)
·칠리 시즈닝
·스테이크 시즈닝

·코코넛 시즈닝
·스노윙 시즈닝
·갈릭페퍼 시즈닝
·육회 시즈닝(고추장, 치즈, 갈릭)
·BBQ 시즈닝
·햄맛 시즈닝
·매운맛 시즈닝
·레몬 시즈닝

·시나몬슈가 시즈닝
·고기용 소금
·화지타 시즈닝
·타코 시즈닝
·라임 시즈닝
·인절미 시즈닝
·토마토김치 시즈닝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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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가능 규격
컵실러

소스 파우치

Cup sealer

25 g ~ 80 g

소스 소포장

Sauce pouch

80 g ~ 5 kg

Small packaging sauce

4 g ~ 70 g

분말 소포장

Small packaging powder

10 g ~ 40 g

병제품

Glass bottle product

200 g ~ 2 kg

말통

Large plastic bottle

3.2 kg ~ 20 kg

분말 파우치

Powder pouch

100 g ~ 5 kg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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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MEMO
로
경제
용정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94-50

1길

케이에스에프

본사
네추럴웨이

EVERY DAY DELICIOUS!

본사
면
IC 방
포천

로
경제
용정

TEL 031-536-8347~8
FAX 031-536-8349

1길

씨앤에스메디칼

대진대학교

대진타운

F1
선단초등학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145번길 129-14

제1공장

탑동가산로

대진대교차로

탑동가산로
선단교차로

대진대입구

F2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양주옥정방면

포천 하늘딸기농원

세종포천고속 (구리 - 포천)
소흘 JC
송우종합중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길 64
TEL 031-544-4335~6
FAX 031-544-4337

이동교1리 마을회관

제2공장

이동교2리

의정부성모병원

BUSINESS CENTER

호국로
금오119 안전센터

호국로

그린빌 1단지아파트
새말로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54 광장빌딩 5F
동오역

TEL 031-928-4005
FAX 031-928-4007

천보중학교

경기도청북부청사역
새말역

비즈니스센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38｜39

본사
F1
F2
비즈니스센터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94-50 Tel 031-536-8347~8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145번길 129-1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아랫용상길 64
Tel 031-544-4335~6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54 광장빌딩 5F
Tel 031-928-4005

Fax 031-536-8349
Fax 031-544-4337
Fax 031-928-4007

공식 홈페이지 www.bhfoo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