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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른김) 제조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가공 및 저장품목
성 명 연락처

1 장흥무산김㈜ 김양진 061)867-7755 관산읍 송촌지정길 148-16
마른김 

(친환경인증 및 USDA업체)

2 신원수산 백임표 061)867-3676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12-1 마른김

3 동원수산 이성호 061)867-8733 관산읍 고마리 마른김

4 만수수산 김재민 061)867-8018 관산읍 고마리 마른김

5 한일수산 김춘애 061)867-6684 관산읍 고마리 472-2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6 한호수산 김재종 061)867-3637 관산읍 고마장환길 377-44 마른김

7 미래수산 백창화 061)867-3436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28 마른김

8 영일수산 홍영길 061)867-8860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12-1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9 대덕수산 김승호 061)867-0178 대덕읍 신리옹암로 402 마른김

10 대덕물산 김석환 061)867-7535 대덕읍 옹암1길 32 마른김

11 옹암수산 김봉만 061)867-0167 대덕읍 옹암리 38 마른김

12 LG수산 조규재 061)867-7729 대덕읍 신리옹암로 334 마른김

13 대형수산 김대환 061)867-5885 회진면 회진로 812-14 외 1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14 무등수산 안서영 011-614-3130 회진면 회진로 809 마른김

15 대명수산 박승완 061)867-6533 회진면 회진로 764 외4 마른김

16 명덕수산 김애순 010-9607-**** 회진면 신상리 247 외 2 마른김

17 해조수산 서승길 061)867-5941 회진면 회진로 890-8 마른김

18 대신수산 김재수 061)867-5587 회진면 신상리 372 외 1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19 해미수산 백경만 061)867-8086 회진면 회진로 929 외2 마른김

20 대과수산 김성택 061)867-1627 회진면 회진로 1015 외 1 마른김

21 형제수산 박옥선 061)867-5544 회진면 삭금1길 5-6 외 2 마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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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앙수산 이강덕 061)867-7575 회진면 가학회진로 849-2 외 1 마른김

23 삼화수산 강순삼 010-4605-**** 회진면 선자길 12 마른김

24 전원수산 김길봉 061)867-3176 회진면 해양낚시길 7 외 2
마른김 

(친환경인증 및 USDA업체)

25 신영수산 김영일 061)867-8850 회진면 신상5길 33-23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26 대진수산 박 진 061)867-8841 회진면 안삭금1길 1 외1
마른김 

(친환경인증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가공 및 저장품목
성 명 연락처

김(조미, 일반) 가공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가공 및 저장품목
성 명 연락처

1 삼영비앤에프 이선용 061)864-9936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703 조미김, 마른김

2 ㈜신성식품 신노균 061)862-9991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439 조미김

3 대륙식품㈜ 신정석 061)862-2235 장흥군 장평면 농공단지길 20 조미김

4 세진횃김 신행주 061)867-5150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17 조미김,건다시마

5 신성식품(유) 신행용 061)867-6666 장흥군 회진면 회진선창길 44 조미김, 마른김

6 장흥무산김㈜ 김양진 061)867-7755 장흥군 관산읍 송촌지정길 148-16 조미김, 마른김

기타 해조류 가공업체 현황

건미역 가공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요생산품

1 바위영어법인 신행석 061)867-5158 장흥군 회진면 신상5길 18 건미역, 다시마

2 미다영어법인 김양원 061)863-0171 장흥군 회진면 사안리 207 카트미역

염장미역 가공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요생산품

1 선해원식품 이승호 061)867-6857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100-1 염장미역

2 영창식품 송금철 061)867-5125 장흥군 가학회진로 1307-13 염장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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