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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공장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76길 5

      2공장 대구 북구 매천로 167

Tel . 1공장 053-571-4253  Fax.053-571-3305

          2공장 053-323-3305  Fax.053-324-3305

SINCE 1983

정성으로 빚어 더 맛있는
40년 전통의 만두 제조비법을 유지한 채 더욱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만두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 발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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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말

최고의 만두 제조 기업임을 자부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지난 1983년 설립된 이후, 

전통의 만두 제조 비법을 유지한 채 더욱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만두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 발전해 왔습니다.

고객에게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고객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설립 이후,  어느새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객 여러분께서 회사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사연혁

대구 전통 납작만두 완전 수제 제품 제조 개시

창신식품 개업 (일부 설비 기계화)

Branding(성경순 만두) 완료 및 신축공장 준공

대구전통납작만두 최초 HACCP 인증

냉동만두 자동화 설비 설치 완료

FSSC 22000 인증

제2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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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g / 1pack,   10pack / 1box

대구전통납작만두

40년 전통의 수제 제조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대구 대표 만두.

파 총총 썰어넣은 파간장과
노릇노릇 구워낸 납작만두는
밀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700g / 1pack,   12pack / 1box

콘치즈만두

아이들 간식 또는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만두. 

바삭바삭하게 구운 피 안에 톡톡 터지는
달콤한 옥수수와 짭짤한 치즈가 녹아든 중독주의! 
단짠단짠의 정석입니다.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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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납작만두

만두피가 얇게 개발된 제품으로 바삭하고

고소하여 빨간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만두.

피가 얇아 바삭하고 고소하며
쫄면과 떡볶이에 잘 어울리는
만두입니다.

700g / 1pack,   9pack / 1box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떡볶이 토핑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떡볶이 뿐만

아니라 어떤 빨간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만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떡볶이 국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만두입니다.

1.4kg / 1 pack,   6pack / 1 box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당면야끼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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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채튀김만두

100% 국내산 당면으로 속을 채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떡볶이 국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만두.

촉촉한 당면 사이로
떡볶이 국물 한가득 머금은
잡채만두는 진리 입니다.

1kg / 1pack,   9pack / 1box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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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당면만두

100% 국내산 당면을 꽉 채워 탄듯 안탄듯 바싹 구워

투박하게 생긴 대구명물 서문시장표 삼각만두.

바싹 구워 투박하게 생긴
대구명물 서문시장 삼각당면 만두입니다.

1.25kg / 1pack,   7pack / 1box

떡볶이 분식 및 각종 음식 프랜차이즈 /  일반 식당



11 11

주요거래처

40년 전통의 만두 제조비법을 유지한 채 더욱 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만두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 발전해왔습니다.

전통 제조방식을 고집하는 성경순만두는

신전떡볶이, 응급실떡볶이, 김밥천국, 두찜 등 유명 프랜차이즈 및

전국 떡볶이 전문점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이 보증된 성경순 만두입니다.

국내거래처

해외거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