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대로 친환경 원목 도마
Wood cutting board / 통원목 도마

“ Made in Korea  친환경 항균 도마 입니다.”

www.hi-msmall.com

                             앱을 설치하여 위의 이미지를 촬영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품 정보 검색과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



· 품명: 결대로 캄포 통도마

· 제조국: 대한민국

· 재질: 호주산 캄포나무

            일본산 캄포나무

· 두께 : 26(±2)mm

· 종류 :  양면용, 단면용

 청정지역인 호주에서 자란 최상급의 캄포나무를 사용하여 국내 장인의 숙련된 기술로 제작하였습니다. 캄포나무에서 발산되는 

방향성 물질이 해충을 죽이거나 기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으며 보존성이 높아 예로부터 왕후귀족의 관재 

(棺材)나 궁의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강도 또한 적당하여 칼질을 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검은 줄과 

청기를 띄는 독특한 나무결은 다른 나무에서는 볼 수 없는 캄포나무 도마만의 매력입니다.

캄포나무 도마



www.hi-msmall.com

· 제조국: 대한민국

· 재질: 국산 느티나무

· 제조국: 대한민국

· 재질: 일본산 편백나무

            국산 편백나무

느티나무 도마

편백나무 도마

느티나무는 당산나무로 예부터 마을 입구에 많이 서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규목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를 괴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수가 오래될수록 진한 붉은색을 나타나는게 특징이며 느티나무의 목재는 결이 곱고 

단단해서 밥상이나 가구재 등으로 쓰였고, 불상을 조각하는 데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느티나무 도마는 강도가 단단하여 칼집이 잘 나지 않으며 습기와 

해충에 강해 잘 썩지않아 나무 도마 중에서도 고급  도마에 속합니다.

세균에 대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이 뛰어나 웰빙용품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본에서 

최고급 내장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히노끼'라고도 불립니다.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천연 항균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내수성이 강해 물에 닿으면 고유의 향이 진하게 퍼져 잡냄새도 없애주기 

때문에 최근 도마 재질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편백나무 도마는 일반 

나무도마와 비교했을 때 물에 강하여 빠른 건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나무보다 약 

3배 높은 흡수률을 자랑하며 이러한 편백만의 특장점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입니다.

도마를
요리가 

바꾸면

바뀝니다.

맛있는 요리 비결이

좋은 도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통원목 도마란 나무를 재단하여 이어붙이지 않고 하나의 원목판을 절단 가공한 도마를 말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온 원목 도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성목 도마 제작 시 접착제 용도로 사용되는 이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 구강암, 

혹은 인두암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집성목 도마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통원목 도마인데 나무를 이어 붙이지 

않는 통판 가공을 통해 접착제의 사용이 없고 강도나 자연미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통원목 도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위해요소 없는 안전한 도마입니다.”

안전기준 합격 시험성적서



결대로 도마 품목 리스트
각 제품의 사이즈는 아래의 표기된 치수에서 가로, 세로는 (±5mm) 두께는 (±2m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 도마캄포나무 도마 편백나무 도마

* 우드 서빙 도마 ( 캄포 / 느티 )

특대 : 460 * 280 * 26 mm  특대 : 460 * 280 * 26 mm
대형 : 430 * 250 * 26 mm 대형 : 430 * 230 * 26 mm 대형 : 440 * 240 * 26 mm

중형 : 400 * 220 * 26 mm 중형 : 400 * 200 * 26 mm 중형 : 400 * 220 * 26 mm

소형 : 380 * 200 * 26 mm 소형 : 360 * 180 * 26 mm 소형 : 360 * 180 * 26 mm

미니 : 360 * 180 * 26 mm 집성도마 (대) : 430 * 230 * 26 mm 집성도마 (대) : 440 * 240 * 26 mm

              (중) : 400 * 200 * 26 mm               (중) : 400 * 220 * 26 mm

              (소) : 360 * 180 * 26 mm               (소) : 360 * 200 * 26 mm

대형 : 345 * 420 * 20 mm
중형 : 290 * 350 * 20 mm

대형 : 185 * 460 * 20 mm
중형 : 160 * 400 * 20 mm

대형 : 200 * 460 * 20 mm
중형 : 180 * 400 * 20 mm

대형 : 185 * 460 * 20 mm



원목도마 관리방법 

* 사용 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신 후 사용하세요.

* 물에 장시간 담구어 두지 마세요.

* 사용 후 물과 세제로 잘 닦아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 2~3개월에 한 번씩은 도마의 표면에 식물성 오일(포도씨유 등)을 발라 잘 건조시켜주세요.

   (편백나무 도마의 경우 별도의 오일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용 중 도마의 표면이 거친 느낌이 들거나 칼자국 많이 나있다면 사포로 표면을 살짝 갈아주신 다음

   다시 오일을 발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마를 잘 관리해 주시면 원목 도마는 10년 넘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문 및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너무 뜨거운 물 사용 금지 식기세척기 사용 금지 강한 햇빛 건조 금지 표백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