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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HUN 
KOREAN RESTAURANT 

사미헌의 가치는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것에서 비롯된다’ 입니다.  

한결같은 최상급 고기만을 사용합니다.  

한결같이 정직한 식자재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외 유명 정상들이 방문했던 사미헌입니다.  

장신정신의 철학으로 앞으로도 정직한 제품생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BRAND MAKER STORY 



SAMIHUN  /  PRODUCTS IMAGE 

갈비탕 꼬리곰탕 양념갈비 왕양념갈비 



갈비탕 

PRODUCT 01 

SAMIHUN C.I 



갈비탕 

담백하고 시원한 명품 갈비탕 

√ 우리아이 식단이 걱정되는 엄마  

√ 혼자 계신 부모님의 식사가 염려되는 자녀 

√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되는 직장인 

√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원하는 주부  

√ 즐거운 캠핑을 떠나는 커플  

갈비탕 



갈비탕 /  ABOUT PRODUCT 

우리아이 
영양만점 

부모님 
건강만점 

혼밥의 
건강만점 

캠핑의  
백점만점 

ALL IN ONE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갈비탕! 
고객만족 100% 
그 맛을 이제 일반 가정 식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AMIHUN C.I 



갈비탕  /  PRODUCT SPEC & INGREDIENT 

SAMIHUN C.I 

9,900 WON 

① 상품명: 사미헌 갈비탕 

② 중량: 1kg (팩) 

③ 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④ 원재료 및 함량:  
    소고기육수(국내산한우, 미국산)67% 
    소등갈비(미국산)30% 
    무,대파,마늘,소금,생강, 
    진간장(밀(미국산), 탈지대두(수입산)) 
    국간장(탈지대두(수입산))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⑤ 포장재질: 용기/필름(폴리프로필렌) 

⑦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⑥ 제조원: 제조원 및 판매원 

⑥ 보관방법/보관상주의사항: 
    냉동(-180도 이하)보관하십시오.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시키지 마십시오. 
    개봉한 제품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빨리 드십시오. 

SAMIHUN C.I 



꼬리곰탕 

PRODUCT 02 

SAMIHUN C.I 





꼬리곰탕 /  ABOUT PRODUCT 

캠핑의 정석 캠핑의 정석 캠핑의 정석 

SAMIHUN C.I 

꼬리곰탕 
ALL IN ONE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갈비탕! 
고객만족 100% 
그 맛을 이제 일반 가정 식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영양만점 

부모님 
건강만점 

혼밥의 
건강만점 

캠핑의  
백점만점 



꼬리곰탕 /  PRODUCT SPEC & INGREDIENT 

SAMIHUN C.I 

① 상품명: 사미헌 꼬리곰탕 

② 중량: 1kg (팩) 

③ 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④ 원재료 및 함량:  
    사골육수(국내산한우)77% 
    꼬리(호주산)22% 
    인삼,대추 
     

⑤ 포장재질: 용기/필름(폴리프로필렌) 

⑦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⑥ 제조원: 제조원 및 판매원 

⑦ 보관방법/보관상주의사항: 
    냉동(-180도 이하)보관하십시오.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시키지 마십시오. 
    개봉한 제품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빨리 드십시오. 

SAMIHUN C.I 



양념갈비 

PRODUCT 03 

SAMIHUN C.I 



양념갈비 

갈비 중 으뜸 4,5,6번만을 사용한 수제 양념갈비 

양념갈비 

√ 우리아이 식단이 걱정되는 엄마  

√ 혼자 계신 부모님의 식사가 염려되는 자녀 

√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되는 직장인 

√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원하는 주부  

√ 즐거운 캠핑을 떠나는 커플  



양념갈비 /  ABOUT PRODUCT 

캠핑의 정석 캠핑의 정석 캠핑의 정석 

SAMIHUN C.I 

양념갈비 
ALL IN ONE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수제양념갈비! 
고객만족 100% 
그 맛을 이제 일반 가정 식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영양만점 

부모님 
건강만점 

혼밥의 
건강만점 

캠핑의  
백점만점 



양념갈비 /  PRODUCT SPEC & INGREDIENT 

SAMIHUN C.I 

① 상품명: 사미헌 양념갈비 

② 중량: 1kg (팩) 

③ 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④ 원재료 및 함량:  
    우갈비78%(미국산),  
    간장[소맥글루텐:밀(미국산,호주산,캐나다산)] 
    황설탕,물엿,L-글루타민산나트륨(항미증진제) 
    마늘,생강,배,사과,양파,참기름,흑후추 
     

⑤ 포장재질: 용기/필름(폴리프로필렌) 

⑧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⑥ 제조원: 제조원 및 판매원 

⑦ 보관방법/보관상주의사항: 
    냉동(-180도 이하)보관하십시오.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시키지 마십시오. 
    개봉한 제품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빨리 드십시오. 

SAMIHUN C.I 



왕양념갈비 

PRODUCT 04 

SAMIHUN C.I 



양념갈비 

갈비 중 으뜸 4,5,6번만을 사용한 수제 양념갈비 

왕양념갈비 

√ 우리아이 식단이 걱정되는 엄마  

√ 혼자 계신 부모님의 식사가 염려되는 자녀 

√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되는 직장인 

√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원하는 주부  

√ 즐거운 캠핑을 떠나는 커플  





왕양념갈비 /  PRODUCT SPEC & INGREDIENT 

SAMIHUN C.I 

① 상품명: 사미헌 왕양념갈비 

② 중량: 1kg (팩) 

③ 식품유형: 식육추출가공품 

④ 원재료 및 함량:  
    우갈비76%(미국산),  
    간장[소맥글루텐:밀(미국산,호주산,캐나다산)] 
    황설탕,물엿,L-글루타민산나트륨(항미증진제) 
    마늘,생강,배,사과,양파,참기름,흑후추 
     

⑤ 포장재질: 용기/필름(폴리프로필렌) 

⑧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 

⑥ 제조원: 제조원 및 판매원 

⑦ 보관방법/보관상주의사항: 냉동(-180도 이하)보관하십시오.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 시키지 마십시오. 
                                     개봉한 제품은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빨리 드십시오. 

SAMIHU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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