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제20635호 ��
광주우수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이만든제품생활화로지역경제살리자

중소기업은지역경제를튼튼하게하는근간이라고할수있다 우리지역의중소기업이독창적인특산품과뛰어난기술력을바탕으로전국은물론세계를

상대로도약할때지역발전이가능하기때문이다광주일보사는광주시와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함께지역우수중소기업홍보사업을펼치고

있다지역중소기업인의사기진작과기술개발판로지원을위해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의추천을받아지역의대표중소기업제품을소개한다

(주)참든건강과학(대표심재근)은 5가지의유기

농 뿌리채소 추출물인 숨쉬는 야채수로 유명세

를타고있는유기농건강식품기업이다

생활협동조합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면

서 브랜드 인지도를 키워왔다 유명 백화점 식품

관에 정식으로 입점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생

산제품을만나볼수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100% 유기농산물만을 이

용한 유기가공인증 제품이며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시설에서 품질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연을바르게담고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를 2년연속수상했으

며 국내 야채수야채스프 업계 최초로 말레이시

아 정부인증기관(JAKIM)으로부터 할랄

(HALAL이슬람율법에따라가공된식품에부

여하는인증마크) 인증을획득하기도했다

야채수프 바람을 일으킨 숨쉬는 야채수와 최

고의 유기농원재료를 사용한 현미 바르게 담아

등이 주력상품이다 이외에도 우엉 흑마늘 도라

지 생강 수세미 양배추등의건강음료도생산한

다 햇배와 도라지 제품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

다

심재근 대표는 소비자에게 참된 마음으로 만

들어 낸 참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이 되

고 싶다며 지역사회는 물론 전세계로 선(善)한

영향력을미치는착한장수기업으로 키워나갈수

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문의 0624532500 홈페이지 www

charmdencom

5가지 뿌리채소추출물

숨쉬는 야채수로 유명

참된 먹거리 착한 기업

(주)참든건강과학건강식품

친환경천연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주)리안(대

표안현정)는천연비누와샴푸 바디워시등을생

산한다

모든제품에석유계계면활성제등화학첨가물

을넣지않고팜유와코코넛유호호바유등 100%

고급 식물성 오일과라벤다 티트리등고급천연

아로마오일등을첨가해수작업으로만든다

자체생산브랜드이름은 비단향꽃무이다 4

6주간의 숙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천연 보습성

분인 글리세린과 고급 식물성 오일 천연 아로마

오일의 좋은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토피나

여드름등민감한피부를비롯해탈모와두피질환

에도효과가좋다 모든 제품에특허출원중인천

연식물성항균조성물(황금비파어성초삼백초

울금석창포함초)과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성이

뛰어난 기능성 신물질(GEM3000Gods En�

ergyMud))콜라겐을첨가해제조한다

특히 특허등록된 항균조성물을 첨가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천연바디워시 제품은 아이

에서 어른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피부각질제거에 탁월한 블랙슈거를 첨가한 천연

클렌져 천연블랙슈거 버블클렌저는 피부에 미네

랄과영양을공급해피부를윤기있게가꾸어준다

안현정 대표는 천연재료로 만든 제품이기 때

문에 피부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최근 로하스 트

렌드와맞물려수요가급증하고있다며 국내외

친환경천연제품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 사업영

역을확장할계획이라고말했다 문의 062682

7384 홈페이지wwwgemsoapcokr

화학첨가물 없이 수작업

비단향꽃무 자체 브랜드

아토피탈모에 효과좋아

(주)리안천연비누샴푸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단

순한쓰레기가아닌재활용해하는자원이다

디딤환경산업(대표 심미라)는 광주전남 지

역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인테

리어폐기물 이삿짐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처리하는 중소기업이

다

2012년 동업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2015년 10

월 지금의 회사로 독립해 사업을 이어오면서 깨

끗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

한다

현재 광주지역가전업계계열사와타이어업계

계열사등과도오랫동안거래를유지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폐기물도담당하고있다

디딤환경산업은 다량의 암롤박스와 다수의 암

롤트럭(25t 5t 195t) 집게트럭(5t)을 보유하고

있어많은양이든소량이든언제든지신속하게처

리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

디딤환경산업은 앞으로 화물운송업체처럼 전

국의 산업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앱개발을추진중이며철거와리모델링인테리어

사업을확장해모든폐기물을원스톱으로처리하

는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심미라 대표는 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친

환경기업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며 고객위

주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 정성을 다해 폐기물

을처리환원할것을약속한다고말했다

문의 0629435001 01031595156

암롤 박스트럭 등 보유

전국폐기물처리앱추진

깨끗한 환경 만들기 앞장

디딤환경산업폐기물운반처리

100세 건강시대에 치아건강은 필수다 다온기

획(대표노미영)은치과나보건소 관공서등을상

대로전문가용구강위생용품을제조판매하는중

소기업이다

특히 치아는 물론 잇몸까지 부드럽고 편안하

게 해주는 전문가용 칫솔과 양치컵 등 구강위생

용품연구개발에힘을쏟고있다 성인고급칫솔

과 소아칫솔 등이 특화되어 있으며 양치컵세트

와 칫솔치약세트도 판촉물로 인기를 얻어 잘나

가고있다

다온기획이다른기업들과비교되는것은제조

판매하는제품이모두장애인의자립과경제활동

지원에관련돼이뤄지고있다는점이다 광주장애

인가족복지회와 함께하고 있는만큼 장애인 가족

들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에 힘을 보태고 다른

어느기업보다사회공헌활동을많이하고있다

최근에는영업영역을치과와보건소를넘어관

공서와기업체까지확장하고 판촉물과컨설팅기

획물로제품다변화도시도했다

판촉물전문쇼핑몰을통해영업활동을강화하

고있는가운데물티슈와에코백 보온물병 무릎

담요등이인기다

노미영 대표는 치아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늘고있는 만큼 항균 등 기능성 제품 개발에

힘쓰고고령화시대를맞아치매교구등노인관련

상품으로 사업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문의 0623761955 홈페이지wwwhanwool�

giftcom

전문가용 칫솔양치컵 생산

장애인지원 사회공헌활동

물티슈에코백 등 영업강화

다온기획구강위생용품제조

광주명인김치협동조합(대표 한도연)은 22가지

신선한 원재료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전통김치를

생산하는맛깔난중소기업이다

정성담은 프리미엄 자연김치라는 브랜드명으

로 김치를 제작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판매하

고있다

절임부터모든공정을수작업으로로한 프리미

엄 자연김치를 생산한다 100% 우리농산물을 재

료로 하고 무(無) 인공식품첨가물을 원칙으로한

데다 HACCP 관리시스템으로 생산해 믿고 먹을

수있다

건강한 섬 일조량이 풍부한 신안 갯벌 천일염

을사용해몸에도좋다

오색과오미를가진김치로채소류의신선한맛

과젖산발효의 상쾌한맛 고추 등 향신료의독특

한 맛 젓갈류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새롭게 탄생

한자연김치다

포장 단위도 1과 3 5 등으로 세분화했

다

주력상품인 배추김치 외에 돌산갓김치 쪽파김

치알타리김치깍뚜기김치열무김치 백김치등

도제조하고있다

한도연 대표는 맛의 고장 광주에서 재료 선택

에대한경험과손맛으로완성한건강한김치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전통의 맛과 멋의 비결을 담

아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식품기업이 될 것이라

고말했다

문의 0626715566 홈페이지wwwjykimchi

com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절임부터 모든 공정 수작업

신안 청정 갯벌 천일염 사용

건강한밥상지키는식품기업

광주명인김치협동조합전통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