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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스토리

Brand Story

50여 년 역사,
수산업의 명장 은하수산
수산물 가공 유통의

대량 자동화 수산물 가공
Mass Automatic Seafood Processing
은하수산은 국내 업계 최초의 첨단 자동화 활어 필렛 가공 설비로
품질의 일관이 유지되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현하였습니다

새 미래를 그리다
1970년 부산 자갈치 시장 ‘영도상회’를 모태로 설립된
은하수산은, 오랜 수산업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갑니다.
드넓은 천체 속에서도 가장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은하수처럼,
과거-현재-미래 세대를 잇는 올바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칭찬받는 은하수산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업
Sustainable Eco-friendly Fisheries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ASC(세계양식책임관리회),
MSC(해양관리협의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 표준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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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Philosophy

윤리경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써야 한다”

올바른 기업문화에서 올바른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남들이 다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공부해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먼저해라”
“초심을 잃지 말고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

은하수산은 창업주의 철학을 이어받아
2대에 걸친 공백없는 리더쉽으로,
올바르고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 항상 고민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은하수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은하수산 대표이사

환경경영

정도경영
(正道經營)

혁신경영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창의적 발상과 차별화 전략,

친환경 수산업을 추구합니다

R&BD 투자로 업계를 선도합니다

이현우

열린경영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20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 2020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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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History
비록, 규모와 모습은 달라졌을지라도 은하수산은 1970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의 그 시절 그 마음을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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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상태 故김정순
영도상회 설립

은하수산 법인 설립

1970

2000

www.eunhamarine.com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부산 해양전략산업
10대 선도기업

2009

2012

글로벌 소싱 확대

MSC, ASC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 인증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숙성회 전국 유통망 확대

2015

2018

2020

1994

2006

2010

2014

2016

2019

대형 유통사
납품 사업 확장

대형 수족관
물류기지 가동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

수산 가공
선진화 단지 입주

녹산 신설 공장
본사 이전

업계 최초 활어
자동화 필렛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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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 Sales & Accounts
단위 : 원
781억

은하수산은 초창기 부산·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인프라 구축 및 유통망 확보에 힘썼고,
이후 대형 유통마트 영업 확대 전략으로
전국 단위 대도시로 거점을 확대하며
2008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대 해외 글로벌 소싱 유통망 확대와
대량 생산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2018년 매출 780억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은하수산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수산물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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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억

555억
435억
369억

118억

2008

143억

155억

2009

2010

250억

254억

2012

2013

184억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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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비

Facilities

활어 필렛기
Live Fish Filleting Machine
국내 업계 최초의 첨단 자동화 활어 필렛 가공 설비로
품질의 일관이 유지되는 대량 생산 체제를 구현하였습니다.

초고압 살균기
High Pressure Processing Machine

어패류 자동 세척 라인

전자동 습열식 오븐

Seafood Automatic Washing Line

Automatic Moist Heating Oven

Blower 세척, 이물질 선별, 계량이 일원화된 자동화 라인으로

보습 열풍으로 육즙 유출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어패류 이물질 제거가 가능합니다.

식품 고유의 풍미를 유지합니다.

물을 이용하여 고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유해 미생물(식중독 균 등)을 제거합니다.

R&BD 센터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더 나은 바른 먹거리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R&BD 연구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 특허출원 사항

가스 치환 포장

매머드 밸류체인 데이터 처리 장치

M.A.P. Packaging Machine

- 국내외 수산물 플랫폼 Biz 모델
팔레트 상품관리 데이터 처리 장치

상품의 특성에 맞게 산소, 질소 등의 가스를
최적 혼합함으로써 선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합니다.

- 물류 관리 시스템 (실시간 상품 온도 및 안전 관리)
수산물 데이터 처리 장치
- 수산물 잔류 농약, 항생제, 중금속 검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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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인 Distribution

전국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수준의 물류망으로

글로벌 소싱 인프라

바다에서 은하수산, 고객에 이르기까지

Global Direct Sourcing

One-Stop으로 최적화된 공급이 이뤄집니다.
은하수산은 최적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송 전 과정 각 단계별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산지에서

최상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직접 소싱을 하고 있으며, 안정된 공급을 위해

콜드체인(Cold Chain) 시스템을

원물별 다각적인 글로벌 거미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단계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물류센터

오산 물류센터

보유 물류 차량

25여 대

부산 녹산 본사
부산 감천 센터

유럽 : 영국, 노르웨이, 터키, 불가리아
아프리카 : 모리타니, 기니, 마다가스카르
아시아 :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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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Products
HMR Line-up

은하수산은 각 유통사 및 외식업에 납품되는 B2B상품 외에도 직접 고객과 대면하는
B2C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HMR(가정간편식) 트렌드에
커스터마이징 및 다품종 소량&대량 생산에 대한 R&BD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

자숙 소라 슬라이스

GRILLED MACKEREL

BOILED TOPSHELL SLICE

Live Fish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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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우럭

숙성 광어회

숙성 연어회

숙성 우럭회

KOREAN HALIBUT

KOREAN ROCKFISH

SLICED RAW HALIBUT MEAT

SLICED RAW SALMON MEAT

SLICED RAW ROCKFISH MEAT

전복

도미

농어

자숙 문어 슬라이스

양념 바다장어 구이

양념 꽃게장

KOREAN ABALONE

KOREAN SEA BREAM

KOREAN SEA BASS

BOILED OCTOPUS SLICE

GRILLED SEA EEL WITH SEASONING

SPICY MARINATED RAW CRAB

밀치

랍스타

뿔소라

간장 새우장

구룡포 과메기 세트

숙성 홍어회

KOREAN GRAY MULLET

LOBSTER

TOPSHELL

SOY SAUCE MARINATED SHRIMP

HALF-DRIED HERRING OR BILLFISH SET

SLICED RAW SKATE (RIPEN)

www.eunha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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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d Products

Gift Set Line-up

손질 낙지

손질 쭈꾸미

손질 오징어

FROZEN CUT SMALL OCTOPUS

FROZEN CUT OCTOPUS OCELLATUS

FROZEN CLEANED SQUID

대게 세트 SNOW CRAB GIFT SET

횟감용 연어 필렛

자숙 칵테일 새우

생칵테일 새우

BONELESS SALMON FILLET(FOR SASHIMI)

COOKED SHIRIMP(PEELED DEVINED TAIL ON)

RAW SHIRIMP(PEELED DEVINED TAIL ON)

활랍스터 세트 LOBSTER GIF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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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피뿔고둥살

키조개 관자

BOILED TOPSHELL MEAT

ADDUCTOR MUSCLE(OF PEN SHELL)

손질 참굴비

광어 필렛

연어 필렛

CLEANED YELLOW CORVINA

BONELESS HALIBUT FILLET

BONELESS SALMON FILLET

www.eunhamarine.com

전복 세트 ABALONE GIFT SET

참굴비 세트 YELLOW CORVINA GIFT SET

제수용 세트 GIFT SET OF ANCESTRAL MEMORIAL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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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Certificates

사회 공헌 Social Contribution

은하수산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검사 및 최종 상품 생산 후

은하수산은 지역에 대한 기업의 사회책임 의식에서

2시간 이내 검사결과 제공으로 검증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크고 작은 봉사 및 기부활동과 공익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위생품질 위해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HACCP 및 코스트코 Audit 인증되었습니다.

수협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Costco Food Safety
and Quallty GMP Audlt

은하수산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ASC(세계양식책임관리회), MSC(해양관리협의회) 규격을 준수합니다.

Farm standards
Trac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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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MSC seaweed standard

New standards and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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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Press Reports

중앙일보 2019.12.20

동아일보 2019.11.25

월간중앙 2020.1

포브스코리아 2020.1

중앙일보 2019.12.23

중앙일보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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