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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회

사

명

(주) 셀푸드인터내셔널

사업개시연도
업종 / 주요제품

2019년 08월 01일
농식품 가공
고구마 가공 식품, 아이스 감자, 감 말랭이, 다이어트 식품류

대 표 이 사

유종일,유종진

직

원

수

54명 (2020. 12. 31 기준)

자

본

금

9억원

홈 페 이 지
자

&
사

몰

w w w . c e l l fo o d . k r
인스타그램 @ ke da ma rket

Ⅰ. 회사소개

연혁

2019

2020

08.01 (주)셀푸드인터내셔널 설립
자본금 8억

01

매일신문 대구경북 유망 창업기업 선정

02

캐다 상표권 출원

01

농진청 실용화재단 기술이전 (특허 2건)

02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사업 약정 체결

01

유상증자 1억 (자본금 9억)

03

02

대구한의대학교 가족기업 등록
경희대학교 가족기업 등록

영남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과 산학협력체결

03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취급자 인증

03

한채원 상표권 출원

03

03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고구마 떡볶이, 고금희 떡볶이 런칭
비건 도시락 채소한 하루 런칭

03

농진청 벤처육성 지원사업 선정

04

HACCP 인증 (제2021-4-0144호)

04

홈앤쇼핑 리얼미니군고구마 홈쇼핑 런칭
(런칭방송 140% 달성)

04

실용화재단 지원 우수 사례 선정

05

경북 특화산업 육성사업 우수 사례 선정

05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밀키트 HMR 신제품 출시
(크라우드펀딩 1,300% 달성)

05

05

미FDA 공장시설 등록 (NO.15085293968)

06

허니버터 고구마말랭이 개발 및 일본 수출 (10만불)

09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등급 선정 (중소기업벤처부)

08

08

SIAL CHINA 2019 혁신상 수상

09

ICOOP 생협 유기농 농산물 가공 파트너 협약체결

10

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주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1

11

FOOD INNOVATOR

Healthier and tastier with natural flavors

특허 전용실시권계약
특허번호 : 10-1666145 구근류 박피기술

GS리테일 납품개시
(GS25, GS슈퍼 / 고구마말랭이 외)
시즈닝 고구마말랭이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출원번호 : 2019-0146878

11

생협(오아시스) OEM 납품

12

마켓컬리 미니군고구마 전용상품 출시

06

농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선정

06

리얼미니군고구마 홈앤쇼핑 상반기 우수상품 선정

07

유기농, 무농약 소분업 취득

08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선정

10

라떼는 그랬구마 상표권 출원

11

까졌네 까졌어 상표권 출원

1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12

시즈닝 고구마말랭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등록번호 제10-219364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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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브랜드소개

캐다
좋은 땅에서 자란 건강한 식재료는 우리 몸에 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발견
하고 간편함을 더해 맛있는 먹거리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한채원
우리 땅 우리 채소의 건강한 식재료를 다루는
한채원은 맛과 영양이 뛰어난 완벽한 한끼가 될 수
있는 간편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www.smar tstore.naver.com/hanchae

Ⅱ. 시설 및 인증

02 공장 및 시설현황
시설현황

. 공장부지 : 8721㎡
. 제조시설 : 4950㎡
. 부대시설 : 400㎡

보유시설

. 고구마 가공라인
. 군고구마 가공라인
. 핫도그류 가공라인
. 빵류 가공라인

Ⅱ. 시설 및 인증

03
핵심기술

차별화된 자동화 설비와 기술력

구근류 박피 특허기술

페이스트 성형 기술

고구마, 감자 등의 구근류의 껍질을

베이커리 양산 기술을 기반으로 가공

대량으로 자동 박피하는 특허 및

부산물을 재성형한 고부가 제품개발 완료

국내 유일의 설비 보유

소재별 가공기술
. 로터리식 베이킹 기술
. 터널식 프리즈 IQF 기술
. 열풍 건조 기술

- 다이어트 / 실버푸드

위생 및 검사장비
. 위생시설 : HACCP / ISO 국제규격의
생산시설 / 공조시설 및 양압설비
. 검사장비 : 중량선별기 / 금속검출기 /
X-ray 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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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생산
설비
탈피라인 (특허기술)

건조라인 (열풍방식)

조합식 계량포장기

로터리오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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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요생산
설비
레토르트 (멸균기)

금속검출기

X- ray 검사장비

삼면포장기

Ⅲ. 제품소개

【특허기술로 간편한 껍질없는 고구마 간식】

고구마. 감자. 가공식품류

【언제 어디서나 한입에 쏙,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셀푸드 특허기술로 겉껍질만 제거한
원물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간식류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유일

세상에서 제일 먹기 쉬운 군고구마”

리얼미니군고구마, 고백

최점단 시설에서 특허받은 기술로 겉껍질만 제거하여 껍질 벗기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속껍질의 쫄깃한 식감을
살려 고구마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간편 영양간식입니다. 가방에서 쏙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다이어트, 건강식, 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Ⅲ. 제품소개

【하루 한 팩, 너는 계획이 다있구마】

고구마. 감자. 가공식품류

대용량 아이스 고구마
한 팩에 대용량으로 담아있는 아이스 고구마와는 달리 한 끼 식단으로 좋은 양과 사이즈로 5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껍질 없는 고구마를 식단 관리, 간식으로 더 용이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셀푸드 특허기술로 겉껍질만 제거한
원물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간식류 제품입니다

【특허기술로 간편한 껍질없는 감자 간식】

“하루

한 팩, 5일 동안

세상에 없던 껍질 없는 고구마”

리얼미니구운감자

최첨단 시설에서 특허받은 기술로 겉껍질을 제거하여 껍질 벗기는 번거로움을 줄여 요리 시간을 최소화 시킬 뿐
아니라 오븐에 갓 구워내 겉은 쫀득하고 속은 포슬포슬한 식감을 살려 감자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간편조리식품이자 영양간식입니다.

Ⅲ. 제품소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합, 건강 도시락】

“고구마 원물로 만든
건강 식단 도시락”
단탄도시락, 계간지구마 3종 와디즈 2,104% 달성
Flavor. 오리지널, 알싸청양, 훈제슬라이스
특허기술로 만든 껍질없는 군고구마와 육즙 가득한 닭가슴살소시지(오리지널, 알싸청양), 훈제 닭가슴살을 담은 혼합구성
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합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 밀키트 제품입니다.

【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조합, 채식 도시락】

비건도시락, 채소한 하루 3종 와디즈 2,112% 달성
Flavor. 바삭후라이드, 스윗바비큐, 핫스파이시
특허기술로 만든 껍질없는 군고구마와 단백질 가득한 콩고기를 담은 혼합구성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식이섬유의 조합
으로 비건을 시작하는 사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채식 밀키트 제품입니다.

Ⅲ. 제품소개

【건강한 단맛과 저칼로리의 고구마 떡볶이】

고금희 떡볶이
특허기술로 만든 껍질없는 군고구마와 쌀떡, 특제 떡볶이 소스가 들어가 달콤, 매콤, 건강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고구마 떡볶이입니다.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의 프리미엄 어묵】

“건강한 원물로
만든 웰빙간식”

고금희 어묵
고금희 떡볶이 특제 소스의 감칠맛이 잘 베일 수 있는 얇은 떡볶이용 어묵으로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더한 프리
미엄 어묵입니다.

Ⅲ. 제품소개

【특허기술 비드로 만든 맛있는 곤약잡곡밥】

“ 귀리,

현미를 넣은
저칼로리
곤약잡곡밥 ”

밥대신95 곤약잡곡밥

밥대신100 곤약잡곡밥

밥대신110 곤약잡곡밥

곤약 내 특허비드를 주입하여 곤약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건강에 좋은 귀리, 현미를 넣어 건강은 물론 식감과 밥의
구수한 맛까지 챙긴 저칼로리 제품입니다.

【3가지 맛의 저칼로리 곤약잡곡덮밥】

밥대신 곤약잡곡덮밥 유니치킨짜장
저칼로리 곤약잡곡밥을 달콤한 짜장소스에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밥대신 곤약잡곡덮밥 버터치킨커리
저칼로리 곤약잡곡밥을 부드러운 버터치킨커리소스에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Ⅲ. 제품소개

【生그대로 썰어 말린 고구마말랭이】

“ 말랑하고

쫀득한
프리미엄 자연 간식 ”
고구마말랭이
깨끗이 세척한 후 찌고 반건조한 제품으로 고구마 본연의 맛을 지키고, 홍삼증숙기법을 이용한 완전증숙공법으로
쫀득하고 말랑말랑한 식감을 살린 100% 원물 그대로의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生그대로 썰어 말린 과채말랭이】

生그대로 썰어 말린 감말랭이
감의 고장 청도에서 자란 감 그대로 썰어 말려 달콤하고
쫄깃한 프리미엄 감 말랭이입니다.

生그대로 썰어 말린 과일말랭이- 복숭아, 사과, 배, 귤
첨가물없이 100% 그대로 과일 그대로 담아 당도와 맛이 뛰어난 프리미엄 과일 말랭이입니다.

Ⅲ. 제품소개
“ 100% 고구마로

대표 영양간식 ”

【365일 언제나 맛있게, 100% 고구마 간편간식】

만든
미니 꿀고구마
고구마와 벌꿀이 만나 건강한
단맛으로 글루텐 프리로 담백하고
순수한 고구마볼 간식입니다.

미니 꿀고구마-크림치즈
부드럽고 진한 크림치즈와 초코
카스테라의 부드러움이 만나 담백
하고 달달한 고구마 볼입니다.

미니 꿀고구마-통단팥
고구마의 달콤함과 팥의 고소함이
카스테라의 부드러움을 만나 풍미가
일품인 고구마볼 간식입니다.

Ⅲ. 제품소개

【기능성을 더한 영양가득 애견간식】

“ 애견간식의

대표주자
영양 고구마말랭이”

건강하구마-관절건강
관절건강에 효과적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한 애견간식입니다.

부드럽구마-모질개선
모질개선에 효과적인 비오틴을
함유한 애견간식입니다.

예쁘구마-체중조절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키토산을
함유한 애견간식입니다.

Ⅲ. 제품소개

주요 OEM
제품

유명기업과 함께 최상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과 프랜차이즈 매장 을 통하여 고객에게 한걸음
다가가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