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uality, Best tasting !
(주)도야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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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야지식품

History

투철한 서비스 정신의 경영을 통한

위생혁신, 품질혁신, 경영혁신으로
성숙된 (주)도야지식품

1993

도야지식품 창업 (이현공장)

1995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군납

1997

동대구호텔, 영남호텔 외 대구지역 호텔

2000

신세계이마트 월배점 즉석족발코너 최초 입점

2005

노동부 CLEAN 사업장 선정

2007

국내 동종업계 최초 “식약청 HACCP지정”(순대, 족발, 수육)
CJ프레시웨이 OEM
삼성에버랜드 단체급식
신세계이마트 대구, 경북, 경남권 35매장 직영운영
GS마트/슈퍼 15매장 직영운영

CEO Message

2009

롯데마트 전국 직영매장 납품

2011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리조트

오랜 전통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이하 모두가 열
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 및 소비자 여러분의 기호와 제품특성에 맞게 최고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S슈퍼 전국매장
201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품안전관리상)

2013

GS편의점, 홈플러스 전국매장 직영납품
전국대리점 30개 운영
국군복지단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2014

감사합니다.

신축공장 확장이전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식품 HACCP지정 / 축산 HACCP지정 / 기타식품 HACCP지정

대표이사 도 학 수

푸드머스
팜스코

대구시 달성군‘대구테크노산업단지 內’(4천평규모)

Certificate

HACCP지정서
HACCP지정서
(전국최초 2007년) (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육)

HACCP지정서
(즉석조리식품)

HACCP지정서
(기타식품)

기업부설연구소

메인비즈

이노비즈

(주)도야지식품 BRAND 맘으로(MOMEURO)
‘맘’
을 다른 글씨보다 크게 표현하여 주요 의미인‘엄마’
와‘마음’
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형태적으로 받침대와 편안한
미소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그려내 어머니의 포근한 마음과 넉넉함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또한,‘맘’
아랫부분의‘ㅁ’
을 Yellow컬러로 나타내 Black컬러와 대비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하였고‘포근함’
‘넉넉
,
함’
, 따뜻함
‘이란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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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HACCP시스템, 새로운 식문화
최첨단 HACCP시스템을 적용, 새로운 식문화를 구축 선도
관리시스템 - 위생, 생산, 물류
∙ 첨단 HACCP SYSTEM 생산라인 구축
∙ 전 공정의 시스템화를 통한 대량/주문 생산 가능
∙ 식약처 HACCP 기준에 의한 철저한 이물질 관리 및 위생관리
2007년 동종업계 최초“식약처HACCP지정”
2014년 이전 신축공장“식약처HACCP지정”
∙ 소량포장 대량생산구비시설
∙ 자체 기업부설연구소, 품질경영실, 실험실 운영
자체 수발주 전산시스템 운영
전국일일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운영
수도권/영남권/충청권/전라권 거점물류센터 운영

첨단설비
안전한 식품, 만족 그 이상의 만족
∙ 외부인 공장 내 출입에 대한 지문인식으로 철저한 통제
∙ 작업자의 제품 접촉을 최소화한 컨베이어 첨단 자동화
∙ 제품 접촉을 최소화한 자동진공포장설비
∙ 금속검출 및 X-ray를 통과하여 제품에 금속혼입 여부를 검사
∙ 레토르트 살균에 의한 품질 안전성

Trust

신뢰

앞서가는 최첨단 HACCP위생설비를 갖춘 (주)도야지식품은
직영 축산 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원료로 위생적이고 최고의 맛과
품질로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신뢰의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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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구
철저한 위생검사, 최선을 다하는 (주)도야지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맛과 품질
∙ 원료, 포장재,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 제품 안전성, 품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수립으로 인한 연구

Research

연구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맛과 품질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만족 그 이상의 만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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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순대류
최초

도야지식품은 국내 최초 족발, 순대, 수육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를 지정받았습니다.

콜라겐순대류 | 돈창 대신 콜라겐을 사용하여 터지지 않으며 속재료의 신선한 맛을 유지

미니방울순대

미니방울고기순대

특징 |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하여 터지지 않으며
볶음용으로 사용
원재료명 | 당면, 돈혈, 당근, 돈지, 콜라겐케이싱 외
종류 | 선지순대, 두부순대, 카레순대, 씨앗순대,
잡채순대, 화이트순대				

특징 |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하여 터지지 않으며
고소하고 단백함
원재료명 | 돼지고기 39.89%, 콜라겐케이싱 외
종류 | 고기순대 (돈육, 계육)
규격 | 220G / 400G / 1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규격 | 250G / 350G / 1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순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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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맛순대 (찰순대) 통, 슬라이스

늘좋은 순대 (누드순대) 통, 슬라이스

특징 | 돼지냄새가 나지 않으며 고소하고 담백함
원재료명 | 당면, 돈창, 찐찹쌀, 돈혈, 돈지, 파, 당근 외
종류 | 찰순대 / 고기순대 / 아바이순대 / 야채순대
규격 | 200g / 500g / 1kg / 2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특징 | 돼지냄새가 나지 않으며 돈창(껍질)이 없음
원재료명 | 당면, 찐찹쌀, 돈혈, 돈지, 당근, 파, 갈은마늘 외
규격 | 200g / 400g / 1kg / 2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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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류
종류 | 삼계탕, 순대국, 소머리곰탕, 돼지국밥, 기타 탕류

Taste

맛

도야지식품은 족발 ∙ 순대의 열악한 재래식
식품제조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첨단 HACCP시스템을 적용,
새로운 식문화를 구축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계탕
·신선한 국내산 삼계와 찹쌀, 수삼, 마늘, 밤, 대추를 듬뿍 넣고 푹~고아 만든 영양만점 삼계탕

순대국
·엄정한 생산과정을 거친 천연재료 위주로 만들어져 감칠맛과 담백한 맛을 살린 순대국
·색은 맑지만 진하고 구수한 국물에 쫀득쫀득한 순대까지!
·도야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재료대신,제맛에 충실한 순댓국이라 질리지 않고 자꾸 먹게 되는 매력
·고객님의 편리를 위해 1인분씩 포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우려낸 육수에 여러부위 고기와 순대로 만들어 한끼 식사로 든든한 메뉴
특징 | 육수와 건더기가 분리 포장되어 조리가 편하고 가정용으로 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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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iene

위생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튀김류
재미난 모양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한입에 쏙~
쫄깃쫄깃 탱탱!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
김말이튀김류

바삭김말이튀김

매콤바삭김말이튀김

특징 | 당면의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이 뛰어남
원재료명 | 당면, 김, 야채 외
종류 | 김말이튀김 / 매콤김말이튀김 /
김말이고기튀김 / 불고기김말이튀김
규격 | 1kg / 1.5kg

특징 | 당면이 타제품에 비해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에
매콤한 맛을 더해 식욕을 자극함
규격 | ∙ 1kg단위 냉동포장
∙ 개당25g, kg당 38~40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보관 | 냉동

방울튀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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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김말이고기튀김

방울튀김류

특징 | 고기와 야채를 김에 말아 튀겨내어 바삭하고
담백하며 영양 만점임
규격 | ∙ 1kg단위 냉동포장
∙ 개당25g, kg당 38~40개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특징 | 재미난 모양에 한입크기의 간식용으로 안성맞춤
원재료명 | 당면, 고기, 야채류
종류 | 미니방울튀김 / 미니방울고기(돈육,계육)튀김 /
순대튀김 / 씨앗튀김 / 깻잎튀김
규격 | 1kg / 1.5kg
보관 | 냉동

13

가열류

훈제류 (정통 훈연방식)
특징 | ∙ 자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위생적인 진공포장 작업으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주문생산
종류 | 폭립, 삼겹, 족발, 오리, 치킨(바비큐/데리야끼소스), 막창, 본인햄, 패스트라미
규격 | 500g, 1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족발

편육

특징 | ∙ 계피, 산초, 건표고버섯, 팔각, 정향, 생강, 마늘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삶아 냄
∙ 돼지 잡내가 없으며 쫄깃하고 담백함
∙ 중탕, 가열 없이 그대로 섭취해야 함
종류 | 양념도야지족발, 미니족발, 불족발, 뼈없는족발
규격 | 200g, 500g, 1kg, 2kg, 3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특징 | ∙ 간마늘, 간생강, 계피, 팔각, 감초, 진피, 월계수잎
등을 사용하여 잡내가 없으며 식감티 쫄깃하고
담백함
∙ 중탕, 가열 없이 그대로 섭취
종류 | 돼지편육, 오향편육, 소머리편육
규격 | 265g, 300g, 1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폭립바베큐

족발

오리류

수육
특징 | ∙ 삼겹살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담백함
∙ 데워서 섭취하면 더욱 맛이 좋음
종류 | 보쌈수육, 한방수육, 슬라이스수육
규격 | 200g, 1kg
보관 및 유통기한 | 냉장 /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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