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대광에프앤지

대 표 자
(한글) 안광수

(영문) Daekwang F&G (영문) Kwang Soo Ahn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11

 공장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사업자등록번호 605-85-38967 설립연도 1990년

종업원수 50명 홈페이지 www.dkfng.com

전년도 수출액 145만불 전년도 매출액 50.7억

업 태 제조업 업 종 제조,무역

주력영업제품 김치류 주요수출국가
미국,캐나다,호주,홍콩 등 

10개국

인증 및 

지재권 현황

(글로벌 제품 인증, 중국 수출인증, 현지 상표등록 등)

HACCP, ISO22000, FSSC22000, HALAL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해외 지사 또는 공장 보유여부, 해외 수출채널 등 기재)

미국,캐나다,호주,홍콩 등 10개국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국내외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및 브랜드명 기재)
진선미 김치 자사 브랜드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상무 안성찬 ahnsc86@hanmail.net 055)323-4121 010-6338-3202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진선미 배추 맛김치 제품규격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맛김치 400g, 400g 패트 포장

소비자가격 (협의 예정)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협의 예정)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신선한 배추로 만든 맛김치 제품

- 용도 : 가정식을 위한 배추 김치 제품

- 특징 : 먹기 좋게 썰린 형태의 배추 맛김치

- 주요타겟층 : 집에서 간편식을 즐겨먹는 주부층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150만불

- 주요판매채널 : 수출 10개국

(500자 이내 기술, 위의 항목 외에도 기입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

저희 대광에프앤지 진선미 김치는 30년간 김치만을 전문 생산해왔으며 특허 받은 
양념장과 철저한 국제 위생표준 준수로 아래와 같이 김치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김치 품평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만큼 기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상품도 맞춤식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1.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 영국, 싱가폴 등 10개국에 30년간 한국의 문화와 
맛을 수출하고 있는 김치 전문회사

2. 대형 유통회사와 거래하는 품질을 인정받은 회사 (GS슈퍼/메가마트/현대그린푸드)

3. 농수산식품부 장관 주관 김치 품평회에서 업계 최초 2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 수상

4. HACCP, ISO22000, FSSC22000, HALAL, FDA 국제 위생 인증 및 철저 준수

5. 특허받은 흑마늘 김치양념으로 아삭하고 매콤한 맛과 웰빙 확보

6. 대기업 제품과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압도적 맛의 우위 확보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6LkIu2ArU5s

7. 입찰제 실시전 부산시내 학교 점유율 80% 달성 (2014년 기준)

8. 다양한 상품 개발 가능 (볶음김치, 매운김치 등)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