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OM’S FOOD
동화푸드는 고객의 건강에 기여하는 식문화 기업으로
가장 건강한 전통식탁의 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www.오마니젓갈.com | www.donghwafood.co.kr

DONGHWA
FOOD 동화푸드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2길 16-11
16-11, Nonggongdanji 2-gil, Sokcho-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TEL 033-635-6610~1 / 033-633-6611
FAX 033-635-5563
E-MAIL LJY6622@naver.com

KOREAN MOM’S FOOD
동화푸드 오마니젓갈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DONGHWAFOOD OMANI JEOTGAL

오마니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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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서도
짭짤한 속초 명품
밥도둑 오마니 젓갈
Aromatic also Savory Sokcho
Luxury-Rice Thief,
Omani Salted Seafood

건강한 푸드기업, 동화푸드

Healthy Food Enterprise, Donghwa Food
동화푸드는 고객의 건강에 기여하는 식문화 기업으로
가장 건강한 전통식탁의 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Donghwa Food is leading the healthiest traditional table culture
as a food enterprise contributing to a customer’s health.

청정하고 건강한 식문화 기업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
동화푸드는 식문화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청정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겠다는 기업
가치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최고의 맛과 품질로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일류 수준의 제품 개발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가치생활문화를 형성,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식탁의 한류를 창조하는 전통식탁의 문화기업
동화푸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탁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이윤추구보다 고객의
건강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보람을 고객에게 더욱 좋은 음식,
보다 나은 맛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수출시장을 발판으로 동남아 등, 광범위한 시장개척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제품,
새로운 메뉴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Contribution to the public health as a clean and health dietary culture enterprise
Donghwa Food advances to realize the corporate value to be a clean and healthy enterprise presenting
gook dietary culture to customers. Donghwa Food leads the dietary culture with the best taste and quality
in the food industry. Furthermore, Donghwa Food takes the initiative to form a valuable life culture
contributing to public health as well as secure the ability to develop the world's best products.

Cultural enterprise for traditional table creating Korean food fever
Donghwa Food endeavors to present better food and better taste to customers to pursue health, delight,
and happiness of its customers rather than profits for delivering healthy food of Korea to all people in the world.
Donghwa Food puts more endeavors to exploring a more extensive market including Southeast Asia with
exports to America, Japan, and China as a steppingstone through development of more diverse products and a new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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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동화푸드 연혁
Traces of Donghwa Food

동화푸드는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식품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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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식품 창업 (젓갈류)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속초 제 1-110호)
한국무역협회 정회원가입 (28003962)
2011 수산물 브랜드 대전 동상 수상 (오마니 명태회)
FDA해외규격등록[미국] (명란젓, 명태회)
FDA해외규격등록[미국] (무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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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홈페이지 등록(양념젓갈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메인비즈)
특허등록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무말랭이무침의 제조방법
HACCP 인증 [양념젓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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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전략적 제휴형)
속초오마니절임 (상표등록증)
2018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인증 - 오징어젓
2018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인증 - 명란젓
2018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인증 - 명태회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강원명태통합브랜드사용승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증(중국 수산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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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 전복첨가양념명태회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전복첨가 양념명태회
특허등록 – 해수명란장조림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깻잎장아찌의 제조방법
글로벌 IP스타기업 인증
생상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
특허등록 -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양념새우젓 제조방법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9 하이서울 우수 상품 브랜드 어워드 승인 - 오마니 비빔젓갈
수산식품수출브랜드대전 동상 (오마니 비빔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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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노비즈기업 인증 (2020. 1. 16. ~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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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 특허증
Certificate & Certificate of a Patent

www.오마니젓갈.com

영업등록증

2011 수산물 브랜드 대전 상패

HACCP 인증서

철탑산업훈장 수상

양념 명태회 제조방법 특허증

무말랭이 무침 제조방법 특허증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FDA FR 시설등록

FSSC 22000

메인비즈 인증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증

전복명태 특허증

ITQA 통합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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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설비 및 사진
Quality equipment and pictures

www.오마니젓갈.com

위생실

숙성공정

Sanitary room

Maturing process

금속처리공정

포장공정

Metal processing process

Packing process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Foods that are hygienically processed for reliable eating

HACCP인증 생산시설
HACCP-certified
production facility

HACCP인증으로 위생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전 과정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To supply products that can be eaten safely by the clean management of hygiene facilities
under HACCP certification, all production processes are being strictly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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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니젓갈은 청정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Omani Salted Seafood contains the abundant nutrition
of seafood as it is dredged up from the clean sea.

오마니속초 POINT

속초 양념 젓갈

홈메이드 젓갈

無 보존료

강원도 속초 젓갈은 저염발효로
짠맛이 덜하며, 양념으로 숙성시킨
웰빙 젓갈입니다.

오마니(어머니)의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대량 기계작업이
아닌 100% 수작업으로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무색소 / 무방부제로
천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Sokcho Seasoned Salted Seafood

Homemade Salted seafood

No Preservatives

Gangwon-do Sokcho salted seafood
is less salty, and well-being pickled
seafood fermented by seasoning.

It contains true heart and sincerity
fully through 100% manual work other
than machine work for a large quantity
using good food ingredients with
a mother’s mind.

It makes good use ofa natural
flavor with no coloring and
non-preservative.

www.오마니젓갈.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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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니
속초 젓갈은
젓갈이란
About Salted Seafood

젓갈은 일종의 균식품으로 어패류를 염장 발효시켜 감칠맛이 나도록 한
우리나라 특유의 저장식품으로 독특한 맛과 향, 영양을 갖고있는 음식입니다.
Salted seafood, as a kind of fungal food, is preserved food unique to
Korea, which creates a flavor by salting and fermenting fish and shellfish,
containing a distinctive taste & aroma, and nutrition.

오마니속초 양념젓갈이란
About Omani Sokcho Seasoned Salted Seafood

속초에서 나는 오징어, 명태, 가자미를 원료로 하여 양념젓갈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젓갈입니다.

강원도 속초 젓갈은 짠맛이 덜하며,

양념으로 숙성시킨 젓갈입니다. 타 지역 젓갈에 비해 2.5%~4.5% 저염젓갈로
흰쌀밥에 잘 어울리는 반찬입니다. 속초 양념젓갈은 속초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It is a kind of salted seafood which began to be famous with people
started to make seasoned pickled fish with Sokcho-producing squid,
pollack and sole as raw materials. Gangwon-do Sokcho pickled seafood
is less salty, and is fermented by seasoning, Comparing with the salted
seafood in other regions, the salted seafood contains lower sodium one
by 2.5%~4.5%, nicely matching up with white cooked rice. Sokcho
seasoned salted seafood is the representative specialty of Sok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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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양념 젓갈

오마니 젓갈 종류

오징어젓 품질 좋은 오징어를 각종 양념을

더해 우리 입맛에 맞게 맛을 낸 젓갈

Fermented Pickled seafood flavored to our appetite
Squid with the addition of squid to all sorts
of spices and condiments

명란젓 청정바다에서 건저올려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명란젓

Salted The salted pollack roe containing
pollack roe plenty of nutrition as it is as it is
dredged up from the clean sea

오마니 싱싱한 오징어와 낙지, 견과류를 넣어
비빔젓갈 맛과 건강 모두 생각한 비빔젓갈
Omani mixed mixed salted sea food that has considered
salted seafood both taste and health by adding fresh squid,
octopus and nuts.

www.오마니젓갈.com

명태회 쫄깃한 명태살이 기분좋게 씹히고
비린내가 없는 명태회

Salted Sliced raw pollack whose flesh is pleasantly
pollack slices masticated without a fishy smell

백명란젓 탱탱함이 살아있어 감칠맛이
더해진 양질의 백명란젓

Salted White The good-quality product in which its
Pollack Roe living bounciness adds to a savory taste!

가자미식해 알맞은 온도로 천천히 숙성해
깊은 맛이 나는 가자미식해

Flatfish Sole sikhae with deep taste ripened
Sikhae slowly at an appropriate temperature

낙지젓 쫄깃하고 오돌 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낙지젓갈

Salted Salted Octopus whose chewy
baby octopus taste is incredible!

창난젓 고소한 맛이 매우 좋아 입맛없는
계절에 밥한끼 뚝딱!

Salted pollack The aromatic taste is so good that one can
intestines finish a meal in the blink of an eye during
the season when one has a weak appetite!

심층수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오독오독
무말랭이무침 씹히는 맛이 좋은 무말랭이 무침
Deep water Seasoned Dried Radish whose crunchingly
Seasoned chewing taste is good!
Dried Radish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PRODUCT

오마니 제품

용량 100g [쫄깃한 오징어젓, 명태회, 낙지젓, 명란젓, 오마니 비빔젓갈, 창난젓]

용량 200g [쫄깃한 오징어젓, 명태회, 낙지젓, 명란젓, 오마니 비빔젓갈, 창난젓]

용량 350g [오징어젓, 명태회, 낙지젓, 명란젓, 백명란젓, 창난젓, 오마니 비빔젓갈, 가자미식해, 심층수 무말랭이무침, 멍게젓]

2018 하이서울 어워즈
[오징어젓, 명태회, 명란젓]
2019 하이서울 어워즈
[오마니 비빔젓갈]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명란젓/명태회/창난젓/
심층수무말랭이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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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S

속초오마니 명태회
SALTED POLLACK SLICES

쫄깃~한 명태살이 기분좋게
씹히고 비린내가 없는 명태회

Sliced raw pollack whose flesh
is pleasantly masticated without a fishy smell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Sokcho seasoned salted seafood is homemade one which makes
an eater feel cooking skills through 100% manual work other
than machine work for a large quantity. It also tastes spicy with a
chewy texture of food and the use of a unique seasoning
secret. A kid, who cannot eat salted seafood, and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enjoy it. Omani Sokcho Seasoned Salted
Seafood is made with all sincerity like a mother’s mind using
fresh, strictly-selected ingredients. Any eaters can feel an
abundant, deep taste of the Sokcho seasoned salted food
made with generous seasoning instead of sparing it.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특유의 양념비법을 사용하여 매콤한 맛이 납니다. 젓갈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젓갈을 담았습니다. 양념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쫄깃한 명태살의 마법

A Magic of Chewy Flesh of Pollack

젓갈 중에서도 특히 비린내가 없고, 밥반찬, 냉면고명,

Even among pickled seafood, salted pollack doesn’t have any
fishy smell, and it is good for eating through multiple-uses like
a side-dish for meals, garnish for cold noodles, and a side dish
for bossam, etc., and it is a tasty food which can be enjoyed
satisfactorily at any time by storing it, and taking it out of a
refrigerator.

보쌈반찬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드시기에도 좋아 냉장고에
두고 아무때나 꺼내 먹어도 만족스러운 맛있는 먹거리
입니다.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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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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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S

속초오마니 오징어젓
FERMENTED SQUID

품질 좋은 오징어를 각종 양념을 더해
우리 입맛에 맞게 맛을 낸 젓갈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싱싱한 오징어로
만들어 더욱 쫄깃하고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맛을 살려주는 오징어젓
싱싱한 오징어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질기지 않으며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얇게 송송 썬 파와 깨소금을 뿌려
먹으면 짭짤한 맛이 입맛을 돋아 더욱 맛있습니다. 잘게
썰어 고추장 대신 밥에 비벼먹거나, 무채와 같이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청정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오마니젓갈이 가족의 입맛까지
찾아줍니다.

Pickled seafood flavored to our appetite with
the addition of squid to all sorts of spices
and condiments
It’s homemade salted seafood which makes eaters feel cooking
skills through 100% manual work instead of using machine work
for a large quantity. This salted squid is much chewier, and
vividly living with the natural taste of an ingredient, and a
texture of food as it is made of fresh squid. Eaters can feel an
abundant, deep taste as it is made with all sincerity and a
mother’s mind using fresh, strictly-selected ingredients without
sparing spices and condiments.

Salted & Fermented Squid which regains
an eater’s appetite
The salted & fermented squid is not tough as its skin is removed
one by one by hand, and thus, its taste is classy and clean, In
addition, when it is eaten with thinly chopped scallions and
sprinkled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it tastes better as the
salty taste stimulates one’s appetite. Also, the salted & fermented
squid tastes better when it is mixed with cooked rice, or seasoned
with shredded radish. Omani salted & fermented seafood
containing plenty of nutrition of seafood dredged up from the
clean sea as it is regains family members’ appetit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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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S

속초오마니 명란젓
SALTED POLLACK ROE

청정바다에서 건저올려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명란젓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The salted pollack roe containing
plenty of nutrition as it is as it is dredged up
from the clean sea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It’s homemade salted seafood made by 100% manual work
instead of using machine wor for a large quantity. It’s a good
quality product added by moderately salty and savory taste to
the mouth-feel of chewing roe unique to salted pollack. In
addition, this product is made of strictly selected ingredients
with a mother’s mind and all sincerity.

진정한 밥도둑 명란젓

Authentic Rice Thief- Salted Pollack Roe

쌀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각종 영양성분을 숙성, 발효과정을

Every sort of nutritional contents liable to be short only in rice
is supplemented by the salted pollack roe which is broken
down while going through the aging and fermentation
process, thus being helpful to one in appetite improvement
and digestion & absorption. Omani salted seafood is a good
quality product which regains family members‘ lost appetite
through its moderately salty and savory taste along with the
mouth-feel of chewing roe unique to pollack. In addition,
Salted pollack roe is just a thing as a present for special
someone.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특유의 알이 씹히는
식감에 적당히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더해진 양질의
제품으로써,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엄마의

거치면서 분해된 젓갈은 식욕증진, 소화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청정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산물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오마니젓갈이 가족의 입맛까지 찾아줍니다.
특별한 분에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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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CRIPTIONS

속초오마니 백명란
SALTED WHITE POLLACK ROE

탱탱함이 살아있어
감칠맛이 더해진 양질의 제품!

The good-quality product in which its living
bounciness adds to a savory taste!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It’s homemade salted seafood which makes eaters feel cooking
skills through 100% manual work instead of using machine work
for a large quantity. It’s a good quality product added by moderately salty and savory taste to the mouth-feel of chewing roe
unique to salted pollack. In addition, this product is made of
strictly selected ingredients with a mother’s mind and all sincerity.

알 입자가 알알이 살아있는 백명란

Salted White Pollack Roe whose roe particles
are living grain by grain!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특유의 알이 씹히는
식감에 적당히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더해진 양질의
제품으로써,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엄마의

소금에 절여 저온 숙성한 후 양념을 하지않고 소금간만으로
숙성하여 순수 그대로인 명란의 고유의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명란젓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명란 고유의 맛은 물론,
탱글하고 톡톡 씹히는 식감과 고소하고 짭조롬한 맛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The salted pollack presents its natural taste to eaters by ripening
it only with salt without seasoning after doing low temperature
ripening of pollack roe by preserving it in salt. The salted pollack
roe presents eaters with not only its unique, but not stimulating
taste but also its bouncy chewing mouth-feel with a series of
raps, and the entirely living aromatic, salty tast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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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오마니 창난젓

SALTED POLLACK INTESTINES

고소한 맛이 매우 좋아
입맛없는 계절에 밥한끼 뚝딱!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싸고 가느다란 창난이
아닌 굵고 실한 창난을 써서 질기지 않고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좋으며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매콤, 깔끔한 맛의 창난젓
싸고 가느다란 창난이 아닌 굵고 실한 창난을 써서 질기지
않고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좋으며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참치나 대구의 창이 섞이지 않은 명태의 창난만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매우 좋아
입맛없는 계절에 밥한끼 뚝딱 비울 수 있는 별미
젓갈입니다.

www.오마니젓갈.com

The aromatic taste is so good that one can
finish a meal in the blink of an eye during
the season when one has a weak appetite!
It’s homemade salted seafood which makes an eater feel
cooking skills through 100% manual work other than machine
work for large quantities. This product is not tough, and its
chewy taste is good as it is made with thick, substantial pollack
roe other than cheap, thin pollack roe, and it tastes more
aromatic as it is chewed more. This product is salted with a
mother’s mind with all sincerity.

Salt-pickled pollack tripe boasting of
spicy hot taste.
The salt-pickled pollack tripe is not tough as it is made of thick,
substantial pollack entrails other than cheap, thin ones, and its
chewing taste is good, and it taste better as it is chewed more.
As it is made of pollack entrails only, not mixed with tuna, or
cod entrails, it can be called a delicacy salted seafood because
its aromatic taste is so good that one can finish a meal with the
blink of an eye, especially during the season when one loses an
appetite.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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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오마니 낙지젓
SALTED BABY OCTOPUS

쫄깃하고 오돌 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낙지젓갈!

Salted Octopus whose chewy
taste is incredible!

대량 기계작업을 사용하지 않고 100% 수작업으로 손 맛을

It’s homemade salted seafood which makes an eater feel cooking
skills through 100% manual work other than machine work for
large quantities. The salted octopus is gaining the most popularity among the men and women in all ages as it contains much
nutrition like protein, phosphorous, iron and vitamin, etc. The
crunchingly chewing taste of salted octopus is really incredible.
It is salted with all sincerity and a mother’s mind.

느낄 수 있는 홈메이드 젓갈입니다. 단백질, 인, 철,
비타민 등 영양분이 많아 남녀 노소 누구나 인기가 제일
많은 낙지젓갈 입니다. 쫄깃하고 오돌 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쫄깃한 낙지젓

Chewy Salted Octopus rich in Nutrition

낙지는 영양이 풍부해서 지쳐 쓰러진 소에게 먹이면 벌떡

An octopus is rich in nutrition to such an extent as to spring to its
feet when an octopus is fed to a cow which is entirely tired out.
An octopus is full of minerals and amino acid with almost rare fat,
and it soft, chewy mouth-feel is really peerless. It can be eaten as
salted seafood, or by softly sauting it in oil, having many applications for many side dishes.

일어난다고 할 만큼 많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낙지는
지방이 거의 없고 타우린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젓갈로도 먹을 수 있고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을 수도
있어서 여러 반찬으로 응용할 수 있는 젓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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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오마니 심층수무말랭이무침
DEEP WATER SEASONED DRIED RADISH

오독오독 씹는 맛이 좋은
무말랭이무침!
동화푸드의

무말랭이무침은

Seasoned Dried Radish whose crunchingly
chewing taste is good!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무말랭이무침입니다. 제조방법을 특허등록한 제품으로
매콤하고 꼬들꼬들한 맛이 뛰어납니다. 또한 국내산 무를
건조시킨 무말림으로 식감이 좋으며 무의 매운맛을
감소시켜서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우수한
밑반찬입니다.

Donghwa Food-produced seasoned dried radish is the one
using deep sea water. The manufacturing method of this
product has been registered as a patent, and its spicy, hard
boiled taste is excellent. In addition, its mouth-feel is good, and
it can be eaten as side dishes for meals by lessening a hot taste
of radish as a flawless side dish excellent in nutrition as well
thanks to home-grown radish drying.

무말랭이의 장점

Strengths in Dried Radish

무말랭이는 그 이름 그대로 무를 썰어 햇볕에 말려

Dried radish is made by drying shredded radish in the sun true
to the name as it is. Drying radish not only serves to increase its
conservative property & sweet taste but also has a strong point
in nutritional aspects. The major nutrition contained in dried
radish includes dietary fiber vitamin B1 & B2, and iron, etc.

만들어집니다. 무를 말리는 것이 보존성과 단맛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무말랭이에 포함된 주요 영양은 식이 섬유 비타민 B1·B2,
철분 등이 있습니다.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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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OM’S FOOD

오마니젓갈
레시피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식욕을�돋구는
젓갈을�이용한�다양한�요리!
식탁을�풍성하게�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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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회물냉면
Cold Buckwheat Noodles with Slices of Raw Pollack

요리재료
명태회 200g, 오이 1/4개, 무1/4개,
삶은 계란 반쪽, 봉지냉면, 식초 한스푼,
설탕 한스푼, 참기름 약간, 깨소금 약간,
동치미육수 한컵 500cc(머그컵 1잔정도)
200g of raw pollack slices, 1/4 cucumber, 1/4 radish,
half of steamed egg, packed cold buckwheat noodles,
1 tablespoon of vinegar, 1 tablespoon of sugar, little bit of
sesame oil, little bit of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and 500cc (1 cup) of dongchimi (radish water kimchi) broth

1. Put the noodles from the packed noodles in boiling hot water
and boil it until cooked. Wash it thoroughly in cold water
to remove the starch.

www.오마니젓갈.com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면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1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봉지냉면의 면을 넣어 익혀주고
찬물에 전분끼가 빠지도록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준다.

2

겨우내 잘 익은 동치미육수를 살짝 살얼음 얼려 냉동실에 준비해둔다.
(시중판매되는 냉면육수도 사용가능)

3

무는 얇게 편썰어서 식초와 설탕절인물에 담궈 새콤한 절임무로 만들어준다.

4

잘익은 면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부어준 뒤, 절임무와 명태회를 고명으로
올려주고 기호에 따라 오이, 고추, 삶은계란등을 올려준다.

2. Slightly freeze dongchimi broth that has been well-ripened during winter
and prepare it in the freezer. (can use naengmyeon broth sold in market)
3. Slice the radish thinly and soak it in water added with vinegar and sugar
to make it sour pickled radish.
4. Put the well-cooked noodles in a bowl, pour the broth, and put the pickles
and pollack sashimi as garnish.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명태회비빔국수
Spicy Noodles with Slices of Raw Pollack

요리재료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면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명태회 200g, 당근, 적양파, 오이,
치커리 등의 야채 조금씩, 소면,
설탕 약간, 참기름 약간, 깨소금 약간

1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 삶는다. 중간에 찬물을 한번 부어서 소면이 탱글하게
삶아지도록 하고 다 익으면 찬물에 전분끼가 없도록 깨끗하게 헹궈 물기를 빼준다.

2

야채는 미리 손질을 해 둔다.

200g of pollack sashimi, vegetables such as carrot,
red onion, cucumber, and chicory, thin noodles,
little bit of sugar, sesame oil and ground sesame with salt.

3

볼이 넓은 그릇에 소면과 채썰어 손질해 둔 야채를 예쁘게 담아
명태회도 고명으로 얹어 깨소금을 뿌려준 뒤 비벼준다.

1. Put thin water into boiling hot water. Add some cold water while boiling to make
the noodles more tasty. Once cooked, wash thoroughly to remove starch.
2. Prepare the vegetables in advance.
3. Put the cooked thin noodles and sliced vegetables in a bowl, add the pollack
sashimi as garnish and flake some ground sesame with salt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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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비빔밥
Bibimbap with Pollack Roe and Avocado

요리재료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밥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명란젓 100g, 달걀 1개, 아보카도 1개,
샐러드야채 조금

1

아보카도는 꼭지를 기준으로 반으로 갈라 비틀면 반으로 분리가 된다.

2

씨앗에 칼을 넣고 빼내면 쏙~ 하고 잘 빠진다.

Salted-pollack roe 100g, Egg 1, Avocado 1, A bit of salad
vegetables

3

숟가락으로 잘 익은 아보카도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4

먹기 좋게 썰어준 뒤, 예쁜 모양으로 계란 반숙후라이 한다.

5

명란의 겉은 피막을 제거하고 칼등으로 알만 발라주거나,
살살 다뤄 먹기 좋게 썰어준다.

6

고슬고슬 지은 밥 위에 아보카도 가득 올려두고 샐러드야채,
반숙계란후라이, 명란까지 이쁘게 올려준다.

1. Cut avocado in half lengthways. If you twist it, it is separated in half.
2. Put a knife into the seed to take it out.
3. Easily separate the well-ripe avocado with a spoon.
4. Cut it into bite-sixed pieces. Make a pretty fried-egg sunny side up.

www.오마니젓갈.com

5. In case of salted-pollack roe, remove its Film and gather the roe with the back
or a knife or cut in into proper size.
6. Place a plentiful avocado, salad vegetables, fried-egg sunny side up,
and pollack roe on the properly-cooked rice.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오징어김치전
Kimchi Pancake with Salted-Squid

요리재료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전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오징어젓 200g, 신김치(오징어젓의 2배),
양파 반개, 청양고추 1개, 반죽은 부침가루 1컵반,
튀김가루 1컵(전분가루 넣어도 되요), 물 1컵

1

신김치를 총총총 썰어준다. (좀 잘게 썰고, 김치의 속이 많으면 한번 훑어주어도 좋다.)

2

오징어젓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준다.)

3

볼에 김치와 오징어젓을 담고 부침가루, 튀김가루, 물1컵 부어서 덩어리 없이 잘 섞어준다.

Salted-squid 200g, Sour Kimchi(double amount of saltedsquid), Onion 1/2, Cheongyang chilli pepper 1, Half cup of
pancake mix for dough, Frying powder 1 cup(Starch powder
is also fine), 1 cup of water

4

조금 퍽퍽한 느낌이 든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어도 된다. (소주컵 계량 추천)

5

잘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둘러 한숟갈 크기의 반죽을 얇게 펴서 구워준다.

6

취향에 따라 청고추, 홍고추를 어슷썰어 얹어준다.

1. Cut the sour Kimchi into thin slices(If Kimchi has too much
seasoning, it is good to remove it a little bit.)

4. If it seems to ve dry, add some water to it. The use of a soju glass is recommended as
a measuring cup.
5.
After
heating up a frying pan and adding some oil to it, thinly spread and stir-fry a
2. Cut the salted-squid into proper length(Cut it with a pair of scissors.)
spoon-full dough.
3. Put Kimchi, salted-squid, pancake mix, frying powder, and a cup
6. You can add the diagonally-cut green & red chilli peppers to it according to your preperence.
of water in a bowl, and then mix them well without l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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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탕
Spicy Pollack Roe Soup

요리재료
명란젓 200g, 무1/4개, 두부 반모, 버섯,
콩나물, 쑥갓, 청고추, 홍고추, 애호박, 대파
고춧가루 2스푼, 다진마늘 2스푼
200g of salted pollack roe, 1/4 radish, half of tofu,
mushroom, bean sprouts, clown daisy, green pepper,
red pepper, zucchini, spring onion, 2 tablespoons of
chili powder, and 2 tablespoons of crushed garlic

1. Slice radish into big pieces and put it in a pot to make radish broth.
2. Cut zucchini in half and slice tofu into the size of zucchini.
Put sliced mushroom and crown daisy into the put and
add pollack roe to give flavor.

www.오마니젓갈.com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탕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1

무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냄비에 물이 끓으면 넣어 무 육수를 만든다.

2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두고 두부도 애호박크기로 잘라둔다.
버섯, 쑥갓등 손질해서 뚝배기에 넣어주고 명란을 넣어 간을 맞춰준다.

3

*명란은 통째로 끓이고 먹을 때 자르면 국물이 짜게 될수 있으니,
중간에 끓이면서 꼭 명란을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4

홍고추, 청고추, 대파도 어슷썰기해서 넣어주고, 고춧가루, 다진마늘
2스푼씩 넣어 간을 마무리한다.

3. *Make sure to cut the pollack into good size roe while boiling, because when you
boil it as a whole and cut it just before you eat it, it can be too salty.
4. Put sliced red pepper, green pepper and spring onion into the pot
and add 2 tablespoons of chili powder and crushed garlic each to flavor it.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명란파스타
Pasta with Pollack Roe

요리재료
명란젓 100g, 스파케티면 100g, 소금 1스푼,
깐마늘 5-6개, 매운 홍고추 3-4개,
애호박 반개, 올리브유 넉넉하게
100g of salted pollack, 100g of spaghetti noodles,
1 tablespoon of salt, 5-6 pieces of whole garlic,
3-4 spicy red pepper, half of zucchini, and olive oil

1. Fill 2/3 of a large pot with water and 1 tablespoon salt and
boil it. While the water is boiling, you can slice the garlic and
prepare dried red pepper.
2. Peel the outer membrane of pollack roe and take out the roe
only using the back of a knife or parboil it in boiling water
and cut them into pieces.
3. Put spaghetti noodles into a pot with boiling water and use
chopsticks to stir it for 8-9 minutes.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면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큰 냄비에 물을 2/3정도 담고 소금 1스푼 넣고 팔팔 끓여 준다. 물이 끓는 동안
마늘은 편을 썰어두고 기호에 맞게 마른 매운 홍고추를 준비해도 좋다.
2 명란은 막을 떼어내고 칼등으로 알만 빼내 준비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기좋게 썰어서 준비해둔다.
3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을 넣고 8~9분정도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익혀준다.
1

4

달군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넣고 편 썰어둔 마늘을 넣어 익혀주고 마늘색이
서서히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매운 홍고추, 채썬 애호박도 넣어 달달 볶아준다.

5

잘익은 스파게티면을 바로 건져서 잘 달궈진 팬에 같이 넣어 볶는다.
조금 뻑뻑하다 싶으면 면수를 한두스푼 넣어줘도 좋다.

6

명란을 넣고 재빠르게 볶아주면 파스타 완성. (명란이 부서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

4. Add a sufficient amount of olive oil into a heated pan and add sliced garlic and stir fry it.
When the garlic turns slightly yellow, add spicy red pepper and strips of zucchini.
5. Tip the pasta into a sieve and put them into the heated pan and stir it.
If your pasta looks too thick, you can add one or two tablespoons of the noodle broth.
6. Add pollack roe and stir fry it quickly to finish off. (Try not to crush the pollack roe!)

34

35

속초 오마니 젓갈 OMANI JEOTGAL

창난무채김치
Grated Radish Kimchi with Pollack Tripe

요리재료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반찬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창난젓 100g, 무 1/4개, 쪽파 조금, 간마늘,
멸치액젓 조금, 설탕 1큰술, 고춧가루 3큰술

1

무는 채썰어놓고 고춧가루, 간마늘을 넣어 양념이 잘 배도록 먼저 버무려둔다.

2

창난젓을 넣고 쪽파를 넣어 한번 더 버무려 준 뒤

Salted-pollack tripe 100g, Radish 1/4, A bit of
chives, Minced garlic, Salted-anchovy sauce,
Sugar 1Tbsp, Chilli powder 3Tbsp

3

멸치액젓, 설탕은 간을 보면서 적당량 넣어준다.

4

깨소금,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준다.

1. After cutting radish into thin slices, add chilli powder and
minced garlic to it and then mix them together.
2. Put the salted-pollack tripe and chives in it, and then mix tem again.
3. Add a suitable amount of salted-anchovy sauce and sugar by tasting it.
4. Add sesame seeds and sesame oil to it.

www.오마니젓갈.com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낙지젓야채비빔밥
Bibimbap with Salted-Small Octopus and Vegetables

요리재료
낙지젓 100g, 당근, 파프리카(노랑,주황),
청피망, 치커리, 당근, 양파 등 야채 조금씩,
참기름 반숟갈, 깨소금 약간(기호에 따라
후춧가루 넣어도 된다)
00g of salted octopus, vegetable such as carrot,
paprika (yellow and orange), green capsicum,
chicory, carrot and onion, half tablespoon of
sesame oil, and little bit of ground sesame with
salt (may add pepper on your preference)

요리종류

조리시간

재료분량

난이도

밥

30분

2-3인분

★★★

요리과정
1

야채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준다.

2

준비한 야채는 채썰거나 잘게 썰어 비빔밥에 먹기 좋게 준비해둔다.

3

고슬하게 지어둔 밥 위에 갖가지 야채들을 얹어주고,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어 참기름을 두른 뒤 낙지젓을 센 불에서 한번 볶아준다.

4

밥위에 볶아준 낙지젓을 얹어내면 완성,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려준다.

1. Wash vegetables thoroughly in running water and drain.
2. Cut the vegetables in strips of slices for bibimbab.
3. Add cooked rice in a bowl, then add various vegetables on top of it.
Heat the frying pan and add some sesame oil to stir-fry the octopus on strong heat.
4. Put the stir-fried octopus on op of the rice and finish with ground sesame with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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