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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태된장 선물세트  39,000원

된장 1kg, 간장 500ml 
전남 강진 / 강진된장
061-432-2366
http://gjjang.co.kr

전라남도 추천

보리고추장  17,000원

1kg
경북 구미 / 백야농원
054-482-0090
http://farm.gumi.go.kr

경상북도 추천

인이지 옻된장 세트  28,000원

옻된장 500g, 표고고추장 500g, 옻간장 375ml
전남 순천 / 농업회사법인 고산(주)
061-753-2203
gosanfarm01.cafe24.com

전라남도 추천

죽염장류 바이오세트  36,000원

바이오 죽염된장 490g × 2개, 바이오 죽염간장 300ml
전북 부안 / 삼보식품(주)
063-581-2081
www.samboufood.com

전라북도 추천

송하된장,송하고추장 기획선물세트  45,000원

송하된장, 송하고추장 각 1kg
전남 담양 / (주)누리보듬
061-381-1024
http://www.nuribodm.com

전라남도 추천

맥 명인기획 3종 세트  35,000원

황금빛맥간장, 맥어간장, 맥매실청 각 300ml
경북 청송 /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080-425-1472
www.mcgguroom.com

경상북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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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장아찌세트  23,000원

1kg
전북 군산 / 백년맛찬
063-453-2215
www.백년맛찬.com

전라북도 추천

명품 장아찌 선물세트  68,000원

360g × 4개
강원 평창 / 농업회사법인(주)들애초
033-333-6200
www.drecho.co.kr  

강원도 추천

명인궁중장-황   195,000원

궁중어육된장 550g, 궁중약고추장 550g, 
궁중덧된장 550g, 궁중어육청장(간장) 400㎖ 
경기 용인 / (주)상촌식품
031-332-4289
www.unmal.co.kr

경기도 추천

새뜸선물세트3호   104,900원

간장 1.8L, 된장 2kg, 고추장 2kg
경북 칠곡 / 태장고
054-976-5287
www.taejanggo.com

경상북도 추천

궁골 전통세트3호  100,000원

전통된장 1kg, 전통고추장 1kg, 전통간장 250ml, 
맛간장 250ml
충남 논산 / 궁골식품영농조합법인
041-734-8753
www.gongkol.com

충청남도 추천

고향애 품격세트  75,000원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각 350g
경기 안성 / 고향애
031-653-2538
https://kgfarm.gg.go.kr

경기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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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4호  110,000원

3.5kg
강원 강릉 / 삼영한과
033-641-8278
삼영한과.com

강원도 추천

한지1호 선물세트  65,000원

1,1kg내외
전남 담양 / (주)강성에프앤비 옛사랑한과
061-381-7898
www.gsfnb.co.kr

전라남도 추천

청송애유과4호  60,000원

1kg
경북 청송 / 청송사과한과
054-872-2002
청송사과한과.kr

경상북도 추천

흑마늘 한과 선물세트  65,000원

2.5kg
경북 구미 / 금오산전통식품 
010-4809-1991
http://farm.gumi.go.kr

경상북도 추천

복타원 선물세트  65,000원

900g
전남 담양 /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
061-382-8891
www.anbokja.co.kr

전라남도 추천

전통한과  46,000원

1kg 
강원 양구 / 양구전통한과
033-480-2575
 www.yanggugun.co.kr

강원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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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트리오  29,000원

2kg / 찹쌀, 참깨, 흑임자깨 유과
전북 임실 / 임실전통한과
063-643-5900

전라북도 추천

전통수제약과 1번세트  44,000원

1.2kg내외
전남 담양 / 농업회사법인(유)조진순가마솥식품
061-382-6901
https://smartstore.naver.com/chofood

전라남도 추천

오희숙부각 명인6종 선물세트  40,000원

260g × 6포
경남 거창 / (주)생자연 농업회사법인
061-363-6102
www.ohs.co.kr

경상남도 추천

창평한과 2호 면앙정 선물세트  40,000원

1박스
전남 담양 / 농업회사법인 호정식품(주)
061-383-6446
www.hojeongfood.com

전라남도 추천

정선 수리취떡  50,000원

3kg
강원 정선 / 정서수리취떡 영농조합법인
033-562-9701
http://mall.surichitteok.com

강원도 추천

유과 강정세트  35,000원

1박스
경남 함양 / 허농부
010-5586-7023

경상남도 추천

한과선물세트  25,000원

800g
전남 보성 / 보성녹차식품개발원
061-852-1199

전라남도 추천

수선화 한과 선물세트  40,000원

1kg
전북 장수 / 한비즌한과
063-352-1230
www.장수몰.com

전라북도 추천

김부각1호 선물세트  38,000원

60g × 7봉지
전남 담양 / 농업회사법인(주)안복자한과
061-382-8891
www.anbokja.co.kr

전라남도 추천

연이담한과   38,000원

1박스
경북 포항 / 연이담한과
054-285-0120

경상북도 추천

해찬미소 모싯잎 생송편 세트  19,500원

400g × 5봉지
전북 고창 / 만선영어조합법인
063-563-3223
www.foodreal.co.kr

전라북도 추천

어머니한과3호  33,000원

구기자찹쌀유과, 구기자 참깨유과, 구기자 흑임자유과, 
쌀강정
충남 공주 / 계룡산한과
041-852-5697
www.nongsarang.co.kr

충청남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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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건강즙 흑심 프리미엄  250,000원

80ml × 60포
전남 순천 / (주)대길농업회사법인
070-8164-0624
http://best-goatfarm.com

전라남도 추천

산양산삼 머금고  120,000원

10g × 30입
경남 함양 / (주)함양산양삼 농업회사법인
055-964-9742
http://www.2900.co.kr

경상남도 추천

지황옥고 세트  85,000원

정옥단 4g × 3개, 지황옥고 250g × 2개
전북 정읍 / 칠보농협 옹동제약
063-532-8011
http://chilbonh.com

전라북도 추천

선심원 올마이티  240,000원

25g × 30개 / 5년근 고려인삼
전북 익산 / (주)비엔지삶
063-838-0883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천

해오담 흑삼갤  120,000원

10g × 30포
전북 익산 / 백제동성농업회사법인
063-834-9888
https://smartstore.naver.com/haeodam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천

평생팔팔 식물성 오메가3  98,500원

600mg × 120캡슐
경북 경주 / (주)애니닥터헬스케어
010-3420-0995
https://smartstore.naver.com/susosem

경상북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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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애 부추즙 오리지날  49,000원

80ml × 30포
경북 포항 / (주)친정애농업회사법인
054-611-5488
www.chinjunglove.com

경상북도 추천

황의정 하루천마 농축 스틱  86,000원

10ml × 10포 × 3박스
경북 상주 / 문장대천마농원
054-536-5058
http://cheonma.co.kr

경상북도 추천

매실원액&매실고세트  45,000원

500ml × 2병, 100g × 1병
전남 순천 / 참과일촌영농조합법인
061-755-9908
www.chamkwail.com

전라남도 추천

도라지정과  72,000원

700g
전북 무주 / 산마을영농조합법인
063-322-3881
www.산마을.com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농부가 짠 아로니아배즙  42,000원

100ml × 30포
전남 나주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식품
061-332-9616
www.jangsoofood.com

전라남도 추천

의성흑마늘 진액  70,000원

80㎖× 30포 (스파우트 파우치)
경북 의성 / 의성흑마늘사랑 영농조합
054-834-7330
www.bgarlic.kr

경상북도 추천

발효 도라지배 농축액 선물세트  49,000원

스틱 (10g × 30포), 유리병 (220g)
경기 안성 / 태경F&B
031-677-5338
www.tkfarm.co.kr

경기도 추천

삼다원 청옥고정  83,300원

300g (15g × 20포)
경기 안성 / 농업회사법인 삼다원(주)
031-673-3183
https://smartstore.naver.com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해피가피와송  45,000원

500ml × 2병
경북 포항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윤선애선인장
054-231-5335
www.100nc.com

경상북도 추천

홀리스틱 G-120  70,000원

30ml × 21포
경기 성남 / (주)홀리스틱바이오
031-698-2121
www.holisticbio.co.kr

경기도 추천

베리웰 블루베리즙  42,000원

80ml × 30포
전북 고창 / 선운산농협 복분자가공사업소
063-564-5008
www.berrywell.co.kr

전라북도 추천

강산진액  60,000원

70㎖× 30포 / 1박스  
경남 남해 / 남해군흑마늘 주식회사
055-863-2950
www.powergarlic.kr 

경상남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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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가시오가피100%추출액  30,000원

80ml × 30포
경북 포항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윤선애선인장
054-231-5335
www.100nc.com

경상북도 추천

효향 발효식초 세트  40,000원

500ml × 2병
전남 순천 / 농업회사법인 초향
061-744-6855
www.ebtcn.kr/goods

전라남도 추천

꾸지뽕진액  30,000원

70ml × 30포
경남 밀양 / 밀양꾸지뽕영농조합
055-354-9333
www.miryangfarm.co.kr

경상남도 추천

경산대추진액  39,000원

80ml × 30포
경북 경산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반도
053-854-7666
www.hanbandokr.com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건강한 100살 대추스낵  29,000원

80g × 3봉
경북 군위 / 참맛대추
054-382-3380
https://smartstore.naver.com/healthy100

경상북도 추천

인삼열매발효효소  38,000원

4g × 60포
경기 성남 / (주)홀리스틱바이오
031-698-2121
www.holisticbio.co.kr

경기도 추천

안성배도라지생강농축액  30,000원

10g × 14포, 240g × 1병
경기 안성 / 조은이식품
031-671-8217

경기도 추천

통양파즙  40,000원

100ml × 50포 × 2박스
전북 고창 / 선운산농협 복분자가공사업소
063-564-5008
www.berrywell.co.kr

전라북도 추천

뷰티풀핑크스타707  35,000원

80㎖×20개 / 오미자 
강원 삼척 / 오미미술원
010-3228-2123

강원도 추천

옥반 빨간양파즙  33,000원

120㎖ × 50포 / 1박스
전남 무안 /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061-453-6845 
www.okban.co.kr

전라남도추천

오미자양파즙  23,000원

100ml × 330포
경남 함양 / 큰밭농원
055-963-7661
www.2900.co.kr

경상남도 추천

벌꿀  31,000원

1.2kg
경북 칠곡 / 한오백 벌꿀
010-8592-9001
https://smartstore.naver.com

경상북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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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등채반  100,000원

3kg 
강원 횡성 / 어사매횡성더덕영농조합법인
033-343-7117
http://더덕.net

강원도 추천

건꽃송이버섯  80,000원

100g
전남 화순 / 백아산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 
061-374-3356
baegasan.co.kr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자연이 품은 더덕 선물세트  69,000원

1.2kg
경남 창원 / (주)가고파힐링푸드
055-295-1611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건강버섯 한아름 세트  89,000원

표고버섯 150g, 영지버섯 100g, 상황버섯80g
경남 창원 / (주)가고파힐링푸드
055-295-1611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유기농 장흥표고 혼합세트A  75,000원

백화고 150g, 슬라이스 80g, 표고분말 80g × 2개
전남 장흥 / 농업회사법인(주)기쁨농원
070-8848-2800
http://joyfulfarm.co.kr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잣 웰빙세트  65,000원

140g × 6캔
강원 홍천 / 한영농산
033-435-4545
www.jatvill.co.kr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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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애팜표고버섯 프리미엄 선물세트2호  35,000원
건표고버섯 분말 180g, 건표고버섯 슬라이스 50g,
건표고버섯 칩(큐브) 100g
경남 함양 / 지애팜 표고버섯농장
010-6450-8788
www.2900.co.kr

경상남도 추천

표고선물세트  60,000원

화고 250g, 동고 300g
경북 구미 / 곰실농원
054-481-7967
http://gomsil897.modoo.at

경상북도 추천

유기농 장흥표고 슬라이스 세트  29,000원

220g
전남 장흥 / 농업회사법인(주)기쁨농원
070-8848-2800
http://joyfulfarm.co.kr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송고버섯  50,000원

1박스
충북 옥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송고
043-733-9009

충청북도 추천

지리산청학 건나물세트  18,000원

쑥부쟁이 50g, 건고사리 50g, 건취나물 50g
경남 하동 / 지리산청학농협
055-882-6025
www.hadongmarket.co.kr

경상남도 추천

실속형 표고혼합 세트 4호  39,500원

흑화고 140g, 동고 100g, 표고채 90g
전남 보성 / 우리애농산
061-853-2849
 www.uriae.com

전라남도 추천

건조표고버섯 선물세트  30,000원

슬라이스 130g × 2개
경남 밀양 / 청정표고마실
010-3801-1332

경상남도 추천

인제산 잣  56,900원

200g × 4병
강원 인제 / 고려농산
033-463-8899
http://skyinje.com

강원도 추천

잣  24,000원

140g × 2병
강원 정선 / 명품정선잣공장
033-592-8520
www.jeongseonshop.com

한국 임업진흥원 추천

하늘연세트  48,000원

표고동고 90g, 표고채 80g, 표고가루 100g × 2개 
전남 강진 / 청림농원
061-433-6826

전라남도 추천

큐브 영지버섯  13,500원

80g
경북 칠곡 / 엄지 영지버섯이야기
010-7196-2258
www.idus.com/cubeyg
경상북도 추천

건표고버섯 선물세트  35,000원

슬라이스 100g, 통표고 140g, 칩 150g 
경남 고성 / 정우네표고농장
010-4556-6994
www.edinomall.com

경상남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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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차세트  43,000원

국화차 10g, 구절초꽃차 각 10g
전북 고창 / 농업회사법인 선운산야생꽃차주식회사
063-564-5000
www.sunwoontea.com

전라북도 추천

대잎차 선물세트 7호  39,000원

30g
전남 담양 / (주)대나무건강나라
061-383-6446
www.ebamboo.co.kr

전라남도 추천

건강차 선물세트 2호  40,000원

꿀생강차, 꿀도라지대추차 각 400g
경북 포항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터식품
054-262-0066
www.hanterfood.com

경상북도 포항

순수비아 선물세트 30,000원  
60티백
전남 담양 /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061-382-1234
www.juksoon.com

전라남도 추천

이도 한차선물세트  120,000원

(1.2g × 3티백) × 2개
경북 포항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도
054-246-7522
www.idotea.kr

경상북도 추천

운해 유기농 녹차세트  50,000원

우전, 세작, 홍차 40g 중 택2종
전남 보성 / 운해녹차
061-853-8469
http://mall.boseong.go.kr

전라남도 추천

하동녹차 우전선물세트  80,000원

80g
경남 하동 / 알프스푸드마켓
055-880-5820
www.hadongmarket.co.kr

경상남도 추천

3색 차세트  45,000원

한라봉, 오미자, 매실차 각 570g
제주 / (주)제주사랑농수산
064-782-1101
www.jeju-love.com

제주도 추천

PREMIUM GIFT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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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백 8종 선물세트  25,000원

8g × 40개
경기 광주 / (주)카페예
1661-5433
www.1kgcoffee.co.kr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천

땅콩새싹차 참싹차 선물세트  29,600원

30포 × 2박스
충북 청주 / 농업회사법인(주)레스베라
02-435-4805
http://resvera.co.kr

충청북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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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농협 심쿵1번지 추석선물세트 1호  50,000원
군고구마말랭이 100g × 10봉, 사과칩 40g × 10봉
전북 김제 / 공덕농협농산물가공사업소
063-545-9993

전라북도 추천

순천만참기름, 들기름세트  49,000원

참기름, 들기름 300ml 각 1병
전남 순천 / 농업회사법인기도서주식회사
061-744-2007
www.kdsoil.com

전라남도 추천

손예담진심조청세트  45,000원

파뿌리조청, 도라지조청, 사과조청 각 500g
경북 청송 / 청송사과한과
054-872-2002
청송사과한과.kr

경상북도 추천

꼬신내 생들기름, 들기름, 참기름  49,000원

180ml × 3종
경남 함양 / 농업법인 지리산흰민들레영토(주)
055-964-9805
www.2900.co.kr

경상남도 추천

건강치즈세트2  48,000원

모짜렐라 500g × 1개입, 치즈하임 100g × 2개입,  
할루미치즈 150g × 2개입
전북 임실 / (영)무지개
063-644-7590

전라북도 추천

그대로말린 천연조미료 감사3호 선물세트  40,000원
더맛 진한요리30g, 더맛맑은요리30g, 
청양고추그대로22g, 마늘그대로40g
전북 익산 / 유니온테크(주)
1833-9238
www.malrin.co.kr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천

인산죽염 9회 자죽염 고체 선물세트  94,000원

9회 자죽염 240g, 인산대소금치약 2개
경남 함양 / 인산죽염 주식회사
055-964-1688
www.2900.co.kr

경상남도 추천

한씨가원 고급선물세트 2호  53,000원

생들기름 180ml × 2병, 생고추씨기름 120ml
경기 연천 / 한씨가원 
010-4439-2138
https://smartstore.naver.com/hangawon 

경기도 추천

자연나눔세트 특호  67,100원

참기름 320ml, 들기름 320ml,  볶은참깨 100g,
들깨가루 100g, 볶은검은깨 100g
전북 부안 / 초록아리울 영농조합법인
063-581-6448
www.chorokariul.com

전라북도 추천

명인 전통조청  50,000원

도라지조청 500g × 3개, 생강조청 500g
충북 충주 / 식품명인 제32호 강봉석
043-852-0714
www.doorechon.co.kr

충청북도 추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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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세트7호  43,000원

참기름 240ml, 들기름 240ml 
경북 예천 / 지보농협참기름가공공장
054-653-3900
www.nonghyupmall.com

경상북도 추천

복숭아 선물세트  30,000원

병조림 500g × 2병, 잼 500g × 1병
전남 순천 / 높은들 고원농장
061-751-1198
 https://smartstore.naver.com/highwon

전라남도 추천

화가의텃밭 국산 참기름  39,800원

참기름 180㎖, 참기름 300㎖
경남 합천 / 로투스코리아
055-933-8848
www.haewain.co.kr

경상남도 추천

화산조청 선물세트  28,000원

420g × 2개
전북 고창 / 농업회사법인 선운도원
070-8299-2061
http://seonfood.com/product/

전라북도 추천

진저YO선물세트  37,000원

오리지널진저yo, 오미자진저yo, 깔라만시진저yo, 레
드자몽진저yo 中택 3병
전북 완주 / 농업회사법인(주)봉동댁
063-224-3369
www.ginger2012.com

전라북도 추천

오미 늘 청 선물세트  36,000원

365ml × 3병
경북 문경 / 문경오미자 밸리 영농조합법인
054-552-9000
www.omijamall.co.kr/goods

경상북도 추천

박사골 옛날쌀엿 2호  40,000원

2kg
전북 임실 / 박사골옛날쌀엿
063-642-7541
www.ssalyot.com

전라북도 추천

현미식초 감식초 세트  30,000원

500ml × 2개입 (현미식초,감식초세트)
경남 밀양 / 감익는 마을 천연식초
010-9327-6651
www.miryangfarm.co.kr

경상남도 추천

흑초3종세트  38,800원

현미흑초180ml, 마늘흑초180ml, 도라지흑초180ml
경북 영천 / (주)생초록농원
054-334-7171
www.chodurumi.kr

경상북도 추천

천연발효 햇살식초  29,000원

250㎖ × 2병
전남 화순 / 발효햇살협동농협
061-373-7088
www.balhyo-haessal.com

전라남도 추천

기
타

친환경쌀과자 선물세트  20,000원

20g × 6개, 30g × 2개
경기 양평 / 농업회사법인 리뉴얼라이프(주)
031-774-9222
www.ddoddomam.com

경기도 추천

밤뜨래선물세트 율1호  23,500원

맛밤 50g × 3봉 × 2팩, 밤양갱 40g × 8개
충남 부여 / 밤뜨래영농조합법인
041-834-7700
http://item.gmarket.co.kr/

충청남도 추천



문화와 전통을 빚는 명인 1호의 사찰법주

전주 모악산의 7부 능선을 넘으면 수왕사를 만날 수 있다. 송화백일주는 선녀가 내려와 마

셨다는 수왕사의 맑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쌀을 술로 빚는다. 모악산 인근에서 매년 한두 

번 윤사월에 산 전체가 송홧가루로 넘치는 시기 직전 송홧가루, 송순, 솔잎 등을 채취하기 

때문에, 송화백일주는 정성으로 빚는 술이라 할 수 있다.

송화백일주 명품 5호
45,000원  

전북 완주

063-221-7047 / www.songhwa1.modoo.at

조영귀
한국전통식품명인
제1호

16대를 전해져 내려온 진짜 인삼주에는 인삼이 없다

인삼의 발효과정을 거쳐 완성된 진정한 의미의 인삼주가 바로 김창수 명인의 금산인삼주다. 

인삼의 효능과 정취를 오롯이 마시기 위한 인삼주. 게다가 그것이 국내 최고의 인삼 재배지인 

금산에서 만들어지니, 금산인삼주야말로 한국 최고의 토산품인 인삼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명주다. 

프리미엄에디션 720
60,000원 

2.2kg / 충남

041-754-3313 / www.insamwine.com

김창수
한국전통식품명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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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명인 제품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를 지켜오는 식품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에 우리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  ‘우리의 맛’을 이어왔습니다.

20년 이상 가업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명인 지정 제도’에 따라 선발된 식품명인들입니다. 

명인들이 묵묵히 지켜온 전통식품에 담긴 우리의 맛을 소개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술을 섭렵한 끝에 만난 가문의 명주

진상품으로 올려지며 이 땅의 최고임을 인증받은 배, 생강, 울금에 계피와 꿀 등 여러가지

약재와 비옥한 전주땅에서 난 쌀로 빚은 것이 바로 이강주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에서 즐기

던 고급 약소주로, 부드러운 향취와 독특한 맛을 지녀 ‘신선과 어울린다’는 평판이었다고

전해진다. 

이강주
별도문의 

전북 전주

063-212-5765 / www.leegangju.co.kr

조정형
한국전통식품명인
제9호

조선시대 인조가 충신에게 하사한 궁중비법의 술

연안 이씨 집안의 가양주인 계룡백일주는 본디 임금의 하사품으로 지금까지 15대를 내려

오고 있다. 여타 백일주가 고두밥이나 백설기를 발효시키는 것과 달리 죽을 쑤어 누룩과 

함께 발효시키기 때문에 맛이 유독 담백하면서도 쌉쌀하고 향긋하다. 거기에 계룡백일주

의 향취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주 지역에서 난 사계절의 재료다.

계룡백일주 
별도문의 

충남 공주

041-853-8511 / www.paegiljumall.com

이성우
한국전통식품명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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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한 돌배 향을 머금은 대한민국 대표 국주

문배주라는 이름은 ‘잘 익은 문배나무 돌배향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증류 후 서늘한 

곳에 밀봉해 1년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특유의 향이 완성된다. 문배주는 40도의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부드러운 감촉과 맛으로 일찍이 국내외로 인정

받았다.

문배술 특7호 
100,000원 

1,000㎖ (2병) + 잔 4개 

경기 / 070-7017-4726 / www.moonbaeju.modoo.at

이기춘
한국전통식품명인
제7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제례의 왕주

종묘제례에 올라가는 술 중 하나가 바로 민속주왕주이다. 민속주왕주는 명성황후 집안의 

가양주에서 비롯되었다.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인 명인의 외조모가 <동의보감>에서 만병

치료법으로 사용하던 왕주를 제조한 것을 명인이 3대째 전수하여 가야곡면의 맛 좋은 천연

암반수로 이어나가고 있다. 

궁중술왕주 1325세트
40,000원 

700㎖ / 충남

041-733-1700 

남상란
한국전통식품명인
제13호



좋은 재료 반, 정성 반으로 만드는 전국구 명품 엿

창평쌀엿은 <동의보감>에서도 효능을 기록한 바 있다. ‘광주(당시 창평 지역)의 흰 엿은 폐

와 장을 윤택하게 해주고 가래를 삭혀주며, 만복하면 쉬었다 먹어도 좋다’는 것이다. 오로

지 쌀과 엿기름(겉보리 싹)으로만 만든 천연당분이니 당시엔 약으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터였다.

호정가 창평쌀엿
30,000원 

전남 담양

061-383-6446 / www.hojeongfood.com

유영군
한국전통식품명인
제21호

섬세하게 자연을 다스려 덖은 죽로차

죽로차는 이름 그대로 대나무 밭에서 나는 차잎을 덖은 것이다. 홍소술 명인은 50년간 차

를 덖었다. 차를 덖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의 수많은 변수를 조절하는 일이다. 때에 따라 

습도가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빛이 다르니, 그것을 잘 관장하는 것이 명인의 힘이다. 홍소

술 명인은 그것을 오랜 경험으로부터 쌓았다. 

죽로차
35,000원

경남 하동

055-883-2233 / www.dalinmall.kr

홍소술
한국전통식품명인
제30호

17대째 내려온 전통 작설차

작설차는 이른 봄 청명, 곡우 절기에 찻잎이 참새의 혀만큼 자랐을 때 채취하여 제다한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참새 작(雀)에 혀 설(舌)을 써서 작설차다. 이 차는 일찍이 청허 휴정

(1520~1604)으로부터 시작되어 승가로 그 맥이 면면이 이어져 16대 용곡스님에 이르렀

고, 현재는 17대 신광수 명인이 선친의 뒤를 이어 500여 년 세월의 제다법을 계승하고 있다.

진향
550,000원

전남 순천

061-754-5235 / www.jagsul.com

신광수
한국전통식품명인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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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
한국전통식품명인
제17호

발군의 맛으로 일제시대를 견뎌낸 술

과하주는 임금에게 바치는 공물이었으며, 상류층이 즐기던 귀빈 접대용 명주다. 쌀과 누룩

으로만 술을 빚는데 산미와 감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은은한 국화향까지 풍기니 신기한 

조화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김천과하주 맛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역시 신기한 점이다. 

과하주
17,000원 

1.4kg / 경북

054-436-4461 / http://gwahaju.farmmoa.com/index.html

전통에 아이디어를 보강한 쫄깃한 한과

김현의 명인의 한과는 재래종 찹쌀 중에서도 붉은수염찹쌀이라고 하는 품종을 고집한

다. 신품종 찹쌀을 쓰면 한과 속이 텅 비게 되는데, 붉은수염찹쌀을 쓰면 한과 속이 꽉 

차서 벌집처럼 빈틈 없이 들어찬다. 재료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한과에 사

용되는 검은들깨까지도 직접 농약 없이 재배한 것을 쓴다.

매화
50,000원 

경남 의령

055-573-6565 / www.hanga.co.kr

김현의
한국전통식품명인
제46호

근면한 연구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전통 김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김치와 연구소의 스마트한 과학의 만남. 언뜻 묘하게 들리지만 포기

김치 명인으로 선정된 유정임 명인은 과학을 바탕으로 김치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

치는 계절에 따라, 재료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섬세하게 레시피를 달리

해야 최상의 맛으로 숙성되기 때문이다.

유정임 포기김치
50,000원 

경기 수원

031-296-8168l / www.pungmi.uriweb.kr

유정임
한국전통식품명인
제38호

세월을 먹으며 맛이 깊어지는‘ 순창 고추장’의 비법은 정성

순창은 이제 고추장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수식어다. ‘순창 고추장’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화되어 있으며, 이제는 맑은 물과 공기 외엔 아무 것도 없는 농촌 마을이었던 순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까지 조성되었다. 그 시작이 바로 문옥례 

명인이다. 

선물세트
78,000원 

전북 순창

063-653-7736 / www.koreansauce.com

문옥례
한국전통식품명인
제36호

360년 내력의 씨간장을 가진 종가의 간장

기순도 명인의 장맛은 150m 지하에서 퍼올린 맑고 깨끗한 물과 직접 구운 담양의 죽염에

서 연유한다. 기순도 명인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하

나하나 자식 돌보듯 숙성시킨 장에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부끄럼 없는 장맛을 세간에 나눠

주고 있다.

기순도 명인진장
75,000원

500ml / 전남 담양

080-383-6209 / www.ksdo.co.kr

기순도
한국전통식품명인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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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유래된 연잎 곡차의 전통

사찰에서 빚어오던 연잎 곡차의 기술을 전수받아 100년에 걸쳐 3대째 이어가는 유서 깊은

신평양조장에서 주조하고 있는 백련 연잎주. 예로부터 정화의 의미가 있는 하얀 연꽃(백

련)의 잎을 발효과정에 첨가하여, 마치 연잎을 우려내어 향을 더한 연잎차처럼 은은한 향

과 깔끔한 맛을 입힌 명품 연잎 탁주이다.

백련 맑은 술 1병 선물세트
가격문의

충남 당진

041-362-6080 / www.koreasul.co.kr

김용세
한국전통식품명인
제79호

우리쌀로 만든 건강한 옛날 쌀엿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접대용으로 내놓던 바삭바삭 씹는 맛이 일품인 우리쌀로 만든 전통

쌀엿. 원이숙 명인의 쌀엿에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직접 싹을 틔

워 기른 엿기름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자란 우리쌀로만 만들어 착한 단맛과 부드러운 윤

기를 자랑한다.

박사골옛날 쌀엿
52,000원

전북 임실

063-642-7541 / www.ssalyot.com

원이숙
한국전통식품명인
제80호

맛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전통식혜

명절날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난 뒤, 한 잔으로 개운하게 입가심을 할 수 있었던 시원하면

서도 달달한 식혜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전통 음료이다. 문완기 명인은 번거롭고 손이 많

이 가더라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엿기름을 8시간 침전하여 하루 한번만 생산함으로써 

전통의 맛을 고집하고 있다.

하늘청 식혜 농축
55,000원 

790ml

031-761-4564 / www.sejunfood.co.kr

문완기
한국전통식품명인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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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기슭에서 500년 명맥을 이어온‘ 산성 막걸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막걸리 분야의 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유청길 명인은 일본식 배양균을 

사용하는 입국법 대신 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누룩방에서 

술을 제조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주류와 발효 전문가들이 명인의 누룩방에 상

당한 문화재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금정산성막걸리 
20,000원 

10병 / 부산

051-517-0202 / www.sanmak.kr

유청길
한국전통식품명인
제49호

탐라시대부터 전래되어온 제주도의 귀중한 명주, 제주고소리술

지금까지 4대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고소리술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좁쌀, 보리쌀과 전통누

룩,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주원료로 하여, 술 빚는 사람의 정성 어린 손맛이 함께 더해

진 순곡의 증류주이다. 맛과 향을 내기 위한 일체의 인공 첨가물이 없으며, 오랜 기간 항아리

에서 숙성시키기에 제주고소리술은 천연의 과실향이 나고 부드러워 목 넘김이 아주 좋다.

오메기 맑은 술
25,000원 

500ml / 제주

064-787-5046 / www.jejugosorisul.com

김희숙
한국전통식품명인
제84호

엿기름의 깊은 감칠맛과 향이 녹아나는 쌀엿

경북 울진에 위치한 매야전통식품 입구에 들어서면 진한 엿기름의 냄새가 풍겨 나온다. 최

송자 명인의 쌀엿은 인공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쌀을 엿기름으로만 18시간 동안 천

연 발효시킴으로써 조청과 쌀엿에 엿기름의 깊은 감칠맛과 향이 배어 있으며, 손으로 정성

껏 당겨 만든 쌀엿은 이에 붙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매화전통 쌀엿
가격문의 

300g, 600g / 경북 울진

054-782-1807l / www.maeyafood.com

최송자
한국전통식품명인
제83호

정성을 다해 조리해야 하는 전통적 효(孝)음식, 가리구이

가리구이는 갈비구이의 옛 명칭으로, 청정 담양에서 질 좋은 한우갈비를 선별해 맛과 식감

을 유지하는 독특한 가공 및 조리방법에서 비롯된 뛰어난 풍미를 간직한 음식이다. 박규완

명인의 가리구이는 결에 따라 잔칼질을 하고 갖은 양념을 한 뒤, 주물러 재어 구워내는 전

통 가리구이 제조 방법을 재현하여 갈비 고유의 쫄깃하고 담백하게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다.

한우콤보떡갈비 세트
99,000원 

전남 담양

061-381-7881 

박규완
한국전통식품명인
제82호

토종 백옥쌀의 새하얀 멋을 3代의 손맛으로 승화시킨 사평기정떡

예로부터 쌀은 만백성들의 살이며, 생명이요, 무량한 복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쌀을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모후산 자락에서, 3대에 걸쳐 남도인의 

참맛과 멋으로 승화시킨 사평기정떡은 새하얀 우리 토종 백옥쌀로 빚어 전통 왕실과 사대

부가에서 즐겨 먹던 술떡이다. 자연발효와 숙성으로 잘 소화되어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다.

웰빙기정떡 
가격문의    

전남 화순

061-372-6522 / www.ricewinecake.com

구경숙
한국전통식품명인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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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련, 홍로 l 35,000원  36p

홍삼명주 선물세트 l 37,000원  36p

명인담은 세트 2호 l 38,000원  35p

유기농이도 14세트 l 38,000원  35p

만나포도주고급선물세트 l 38,200원  35p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l 40,000원 35p

한산소곡주 선물 세트 l 40,000원  35p

다래와인 2호 선물세트 l 41,000원  35p

세종대왕어주 약주 l 44,000원  34p

심향 l 45,000원  34p

동몽, 만강에 비친 달 l 45,000원  34p

진심인삼주 l 48,700원  34p

김치·장
오색소반포기김치 l 30,000원  39p

참자연마을 알타리김치 l 30,000원  39p

약선김치세트 l 33,000원  39p

맥 명인기획 3종 세트 l 35,000원  41p

죽염장류 바이오 세트 l 36,000원  41p

깐깐 송도순 김치 l 38,900원  39p

예소담김치 l 39,000원  39p

서리태된장 선물세트 l 39,000원  40p

송하된장,고추장 기획선물세트 l 45,000원  40p

한과·떡
어머니한과3호 l 33,000원  44p

유과 강정세트 l 35,000원  44p

연이담한과 l 38,000원  44p

김부각1호 선물세트 l 38,000원  45p

수선화 한과 선물세트 l 40,000원  44p

창평한과 2과 면앙정 선물세트 l 40,000원  44p

오희숙부각 명인6종 선물세트 l 40,000원  45p

전통수제약과 1번세트 l 44,000원  44p

전통한과 l 46,000원  43p

건강식품
안성배도라지생강농축액 l 30,000원  51p

꾸지뽕진액 l 30,000원  51p

포항가시오피 100% 추출액 l 30,000원  51p

벌꿀 l 31,000원  51p

옥반 빨간양파즙 l 33,000원  50p

뷰티풀핑크스타707 l 35,000원  50p

인삼열매발효효소 l 38,000원  50p

경산대추진액 l 39,000원  50p

효향 발효식초 세트 l 40,000원  50p

통양파즙 l 40,000원  50p

농부가짠아로니아배즙 l 42,000원  49p

베리웰 블루베리즙 l 42,000원  49p

매실원액&매실고세트 l 45,000원  49p

해피가피와송 l 45,000원  49p

목우촌한돈 명품1호 l 62,900원  24p

포크빌 정육세트 1호 l 63,000원  24p

한우드소 종합1호 l 66,600  24p

수산
한아름세트 l 50,000원  29p

장어 선어 세트 l 51,800원  29p

황태버터구이 l 56,000원  29p

기장특산물세트 2호 l 65,000원  28p

프리미엄 멸치세트 1호 l 65,000원  30p

주류
청주신선주  약주 l 50,000원  33p

시나브로 와인세트 l 50,000원  33p

병영소주,병영설설사또주 l 50,000  33p

핀꽃 2인세트 l 50,000원  34p

미담 약주, 탁주 l 50,000원  34p

산머루와인 크라테 l 63,000원  33p

김치·장
명품 장아찌  선물세트 l 68,000원  41p

한과·떡
정선 수리취떡 l 50,000원  45p

청송애유과4호 l 60,000원  43p

흑마늘 한과 선물세트 l 65,000원  43p

한지1호 선물세트 l 65,000원  43p

복타원 선물세트 l 65,000원  43p

건강식품
강산진액 l 60,000원  48p

삼·버섯·나물
송고버섯 l 50,000원  54p

인제산 잣 l 56,900원  54p

표고선물세트 l 60,000원  54p

잣 웰빙세트 l 65,000원  53p

자연이 품은 더덕 선물세트 l 69,000원  53p

차
운해 유기농  녹차세트 l 50,000원  56p

기타
명인 전통조청 l 50,000원  58p

공덕농협 심쿵1번지 추석선물세트 1호 ㅣ 50,000원  59p

한씨가원 고급선물세트 2호 l 53,000원  58p

자연나눔세트 특호 l 67,100원  58p

친정애 부추즙 오리지날 l 49,000원  49p

발효도라지 배 농축액 선물세트 l 49,000원  49p

삼·버섯·나물
건조표고버섯 선물세트 l 30,000원  55p

건표고버섯 선물세트 l 35,000원  54p

지애팜표고버섯 프리미엄 선물세트2호 l 35,000원  55p

실속형 표고혼합 세트 4호 l 39,500원  54p

하늘연세트 l 48,000원  54p

차
순수비아  선물세트 l 30,000원  57p

대잎차 선물세트 7호 l 39,000원  57p

건강차 선물세트 2호 l 40,000원  57p

꽃차세트 l 43,000원  57p

3색 차세트 l 45,000원  56p

기타
복숭아  선물세트 l 30,000원  61p

현미식초 감식초 세트 l 30,000원  61p

오미 늘 청 선물세트 l 36,000원  60p

진저yo 선물세트 l 37,000원  60p

흑초3종세트 l 38,800원  60p

화가의 텃밭 국산 참기름 l 39,800원  60p

그대로말린 천연조미료 감사3호 선물세트 l 40,000원  59p

박사골 옛날 쌀엿 2호 l 40,000원  60p

참기름 세트 7호 l 43,000원  60p

손예담진심조청세트 l 45,000원  59p

건강치즈세트2 l 48,000원  59p

꼬신내 생들기름 l 49,000원  59p

순천만참기름,들기름세트 l 49,000원  59p

과일
탑마루 사과 ㅣ 53,000원  11p

알이속찬 명품사과 l 58,000원  11p

축산
지리산순한한우 알뜰정육세트 l  50,000원  25p

알뜰정육세트31호 l 53,000원  25p

참예우 한우 선물세트 l 54,900원  25p

인삼포크한마리 l 55,000원  24p

도드람 으뜸구이세트 2호 l 55,000원  24p

5만원이상
7만원미만 

과일
달콤하고  아삭한 배 l 30,000원  13p

예산황토사과 l 31,700원  12p

황산벌 황토 달과배 l 32,000원  13p

천안하늘그린배 l 36,000원  12p

상주곶감 l 37,000원  15p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 가격대별

과일
감말랭이ㅣ10,000원  15p

밀양이팜길대추ㅣ12,000원  15p

하동배ㅣ20,000원 13p

레드멜론ㅣ20,000원   14p

양구멜론ㅣ20,000원   14p

보은(건)대추ㅣ20,000원  15p

쌀·잡곡
싱그런선물세트 l 17,000원  19p

철원 오대쌀 l 17,500원  18p

생금들 스틱 잡곡세트 l 18,000원  19p

이사금쌀 l 19,000원  18p

탑라이스 l 20,000원  17p

대왕님표 여주쌀 햅쌀 l 20,000원  17p

국산잡곡선물세트 l 22,000원  19p

귀리3호선물세트 l 22,500원  19p

오색현미선물세트 l 24,900원  19p

축산
착한들 한우진한 사골곰탕선물세트 l 29,000원  25p

수산
서천명품김 선물세트 l 11,000원  31p

바다향 고군산 함초김 l 20,000원  31p

재래식탁, 파래식탁 김 l 20,400원  31p

더해담 해초 선물세트 4호 l 22,000원  31p

대천김 선물세트 l 24,000원  31p

주류
한산소곡주 l 12,000원  37p

송산포도고리 l 15,000원  37p

내장산복분자주 l 16,500원  37p

장수 오미자주 l 23,000원  37p

정고집 옛날 생동동주 l 23,000원  37p

지니루스 l 25,000원  37p

낭주그라선물세트 8호 l 26,000원  36p

감사블루선물세트 l 26,000원  36p

김치·장
보리고추장 l 17,000원  41p

양념장아찌세트 l 23,000원  41p

잘담근 포기김치 l 24,500원  39p

인이지 옻된장 세트 l 28,000원  41p

한과·떡
해찬미소  모싯잎 생송편 세트 l 19,500원  45p

한과선물세트 l 25,000원  45p

청풍명월 트리오 l 29,000원  45p

건강식품
오미자양파즙 l 23,000원  51p

건강한 100살 대추스낵 l 29,000원  51p

삼·버섯·나물
큐브 영지버섯 l 13,500원  55p

지리산청학 건나물 세트 l 18,000원  55p

잣 l 24,000원  55p

유기농 장흥표고 슬라이스 세트 l 29,000  55p

차
드립백 8종 선물세트 l 25,000원  57p

땅콩새삭차 참싹차 선물세트 l 29,600원  57p

기타
친환경쌀과자 선물세트 l 20,000원  61p

밤뜨래선물세트 율1호 l 23,500원  61p

화산조청 선물세트 l 28,000원  61p

천연발효 햇살식초 l 29,000원  61p

3만원미만 

안성마춤 배 l 38,000원  12p

청도생생곶감 l 38,000원  15p

봉화사과 l 40,000원  11p

정선사과 l 40,000원  12p

한옥토 사과·배 혼합세트 l 40,000원  13p

장수 신농 사과 l 42,000원  11p

충주사과 l 45,000원  11p

슈퍼오닝 배 l 45,000원  12p

행복한 사과·배 혼합세트 l 45,000원  13p

곡성멜론 l 45,000원  14p

다디단 반건시 선물세트 l 45,000원  14p

안동 사과 l 47,000원  11p

경산대추선물세트 명품1호 l 48,000원  15p

아람드림 배 l 48,900원  12p

사과·배 혼합세트 l 48,900원  13p

청도지게곶감 혼합 2호 l 49,000원  14p

쌀·잡곡
청원생명쌀눈 l 30,000원  19p

청원생명쌀 l 32,000원  17p

안성마춤고시히카리쌀 l 34,000원  17p

초록잎새 잡곡 선물세트 l 34,000원  18p

하이러브 연천쌀 l 35,000원  17p

지평선 방아찧는날 골드 l 36,000원  17p

강대인 생명의 쌀 정농 5종세트 l 40,000원 18p

반하다 선물세트 B-1호 l 43,000원 18p

도리깨잡곡선물세트6호 l 49,000원 18p

축산
태흥마음A세트 l 49,000원  25p

거인황금팜 한우 알뜰세트 l 49,900원  25p

수산
벌교꼬막 3구선물세트 l 30,000원  31p

멸치3종세트 ㅣ 32,900원  30p

명품천일염선물세트 l 33,000원  30p

소금별 선물세트 3호 l 35,000원  30p

바다로운세트 3호 선물세트 l 36,000원  30p

안동간고등어 l 38,000원  30p

황태선물세트 l 40,000원  29p

이미지세트 2호 l 40,000원  29p

맛톡톡 선물세트 l 45,000원  29p

주류
명인안동소주 l 30,000원  36p

두레앙일반증류주 l 35,000원  36p

3만원이상
5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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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횡성한우  실속알뜰세트 l 100,000원  23p

토바우 정육 선물세트 A l 100,000원  23p

합천황토한우 등심선물세트1호 l 100,000원  23p

대관령한우 골드 1호 l 116,000원  23p

장수한우 실속세트 1호 l 119,000원  22p

김해한우 선물세트 l 119,000원  23p

정성한우 명품 1호 l 124,000원  22p

녹색한우 정육세트3호 l 130,000원  22p

로스세트 1호 l 134,500원  22p

솔잎한우찜 갈비세트 l 135,000원  22p

의성마늘소 사랑 선물세트 1호 l 140,000원  21p

한약우실속2호 l 140,000원  22p

황토조랑우랑 실속형 정육세트 l 149,000원  21p

팔공상강한우 등심정육 선물세트 2호 l 149,000원  21p

경주천년한우 특선1호세트 l 150,000원  21p

안성마춤 후레쉬 3호 l 185,000원  21p

한약우 1호 l 200,000원  21p

수산
해찬미소 복분자 간장게장세트 l 100,000원  28p

하루방옥돔 으뜸1호 l 109,000원  27p

풍천장어구이 l 110,000원  27p

건강품은 민어건정 3호 l 120,000원  27p

참굴비 가을오가 l 125,000원  27p

명품옥돔 3미 l 135,000원  27p

토막갈치 특대 선물세트 l 161,000원  27p

주류
풍정사계 춘하추동 4종 세트 l 115,000원  33p

김치·장
궁골 전통세트3호 l 100,000원  40p

새뜸선물세트3호 l 104,900원  40p

명인궁중장 황 l 195,000원  40p

한과·떡
경포대4호 l 110,000원  43p 

과일
부여대봉곶감 l 73,500원  14p

축산
총체보리한우 정육 51호 l 88,000원  24p

등심정육세트 1호 l 93,000원  23p

수산
살고등어 선물세트 l 75,000원  28p

황태선물세트 3호 l 75,000원  28p

은갈치세트 l 80,000원  28p

완도활전복 프리미엄세트 l 99,000원  28p

주류
허니비와인세트 l 70,000원  33p

김치·장
고향애  품격세트 l 75,000원  40p

건강식품
의성흑마늘 진액 l 70,000원  48p

홀리스틱  G-120 l 70,000원  48p

도라지정과 l 72,000원  48p

삼다원 청옥고정 l 83,300원  48p

지황옥고 세트 l 85,000원  47p

황의정 하루천마 농축스틱 l 86,000원  48p

평생팔팔 식물성 오메가3 l 98,500  47p

삼·버섯·나물
유기농 장흥표고 혼합세트 A l 75,000원  53p

건꽃송이버섯 l 80,000원  53p

건강버섯 한아름 세트 l 89,000원  53p

차
하동녹차  우전선물세트 l 80,000원  56p

기타
인산죽염 9회 자죽염 고체 선물세트 l 94,000원 58p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 이상

건강식품
산양삼산  머금고 l 120,000원  47p

해오담 흑삼갤 l 120,000원  47p

선심원 올마이티 l 240,000원  47p

흑염소 건강즙 흑심 프리미엄 l 250,000원  47p

삼·버섯·나물
더덕 등채반 l 100,000원  53p

차
이도 한차선물 세트 l 120,000원  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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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www.holidaygift.co.kr)을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