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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곰실농원(구미)

그린푸드마실로(예천)

김지은팜(청송)

꿀벌나라(칠곡)

라바팜앤푸드(의성)

문장대 천마농원식품(상주)

밀크하우스(경산)

삼도봉천마농장(김천)

송찬정 엄마누룽지(영덕)

수가비농원(구미)

안동반가

안평 청결고춧가루(의성)

연의하루(구미)

예닮맘푸드(포항)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울진)

우봉진의 버섯세상(성주)

울림나무(성주)

의성 만경산농장

참샘영농조합법인(성주)

칠칠곡곡협동조합(칠곡) 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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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실농원
참 좋은 나무의 선물

2대째 걸쳐 가업으로 이어온 품질 좋은 표고버섯입니다. 

오로지 좋은 상품만을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친환경 재배 방법을 

고집해 왔습니다. 참나무 원목 그리고 아침 햇살, 이슬에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곰실농원

대표_권 임 이

054-481-7967

010-5711-7967

구미시 무을면 웅곡길 47-27

(표고슬라이스 120g,분말100g,동고200g)

35,000원  

표고버섯선물세트1호

150g12,000원  

표고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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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곰실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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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꿀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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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푸드 마실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예천에서 생산한 고품질 천연 벌꿀을

1회분 씩 스틱으로 포장하여 먹기 편하고 휴대도 용이합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꿀차 한잔용으로 적당합니다.

그린푸드 마실로

대표_신 현 민

010-7160-0705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68

40,000원  50g

꿀마실 생로얄제리 꿀마실 스틱벌꿀 세트

30,000원  600g

꿀마실 벌화분

20gx45개

12gx30개

(아카시아,야생화,밤꿀)

42,000원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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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팜
제초제 없이 키운 건강한 사과

직접 재배하고 가공하여, 믿을 수 있는 풋사과 분말입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분말형태로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김지은팜

대표_김 지 은

010-3656-4798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41

김지은 풋사과 분말
3gx20개(박스포장 제외)

3~5g 14포(박스포장)

3~5g 14포(파우치포장)

100g(통)

9,800원  

10,500원

9,8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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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청송재벌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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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꿀벌나라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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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나라 
양봉인의 양심을 담다

허니꿀밤 스틱은 천연 벌꿀을 한입에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틱으로 낱개 포장되어 간편하게 짜서 먹을 수 있습니다.

휴대 하기에도 좋아 언제 어디서나 천연 벌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꿀벌나라 

대표_박 민 양

070-4292-3030

010-5339-0985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139

30,000원  1kg

야생화꿀,아카시아꿀

허니꿀밤 유리병 

 2,500원  15gx3개

11,000원  15gx15개

21,000원  15gx30개

야생화꿀,아카시아꿀

허니꿀밤 스틱

20,000원  500g

30,000원    1kg

야생화꿀,아카시아꿀

허니꿀밤 튜브

40,000원

허니꿀밤 유리병500gx2개,허니꿀밤 스틱15gx15개

허니꿀밤 세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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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팜앤푸드
더 건강한 이야기

쾌적한 환경에서 70일간 키운 꽃벵이를 깨끗한 제조실에서 

가공하였습니다. 섭취가 용이 하도록 환으로 제조하였습니다.

라바팜앤푸드

대표_김 성 우

010-5034-8259

의성군 비안면 교화길 822-12

95,000원  150g

더 건강한 꽃벵이 환

45,000원  150g

더 건강한 실솔 환 비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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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더 건강한 꽃벵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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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문장대 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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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 천마농원식품
민간요법 보조식품 

200,000원  (80ml x 10포) x6개

52,000원  (10ml x 10포) x3개

86,000원  (10ml x 10포) x3개

32,000원  (10ml x 10포) x3개

천마진액 골드

황의정 하루천마 마일드

황의정 하루천마 골드

황의정 하루돼지감자 골드

귀농한 딸, 사위와 함께 2대에 걸쳐 친환경 상태에서만 자랄 수 있는

천마와 돼지감자를 직접 생산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천마 100%로 천마 고유의 성분을 최대한 살린 제품입니다.

문장대 천마농원식품

대표_정 애 경 (외 1명)

054-536-5058

010-8514-8381

상주시 외서면 삼령로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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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하우스
더 건강한 이야기

신선한 우유와 생유산균으로 만든 순수한 요거트와 치즈,

할아버지가 짠 우유를 엄마가 가공하고 아이가 먹는 제품입니다.

밀크하우스

대표_배 규 미

053-814-1102

010-5066-0019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

10,000원  120gx6개

          10,000원  80gx7개 (베이비)

요거쪽쪽

7,000원  150g(구워먹는치즈)

7,000원  100g(찢어먹는치즈)

꾸치/찢치

   8,000원  300g

13,000원  500g

수제 그릭요거트

   8,000원  160g

밀크잼/얼그레이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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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경산 밀크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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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삼도봉천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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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봉천마농장
하늘이 내린 신비의 식품

천마 재배의 최적 자연환경인 김천 삼도봉 자락에서 자란 천마를 

사용했습니다. 천마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등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삼도봉천마농장

대표_김 건 형

054-437-0025

010-8852-6679

김천시 부항면 대야길 44-12

55,000원  6gx50개

천마환(스틱형)

50,000원  6gx50개

천마분말(스틱형)

80,000원  500g

천마분말

90,000원  500g

천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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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정 엄마누룽지
더 건강한 이야기

직접 재배한 벼를 오분도미로 도정하고 각종 곡물을 혼합하여 

다양한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미의 영양과 백미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 맛과 영양면에서 부족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인기있는 간식입니다. 

송찬정 엄마누룽지

대표_송 찬 정

054-732-8082

010-9447-8110

영덕군 남정면 산정로 70

6,000원  240g 1팩

          

현미해초스낵

6,000원  240g 1팩

          

누룽지(현미귀리/현미들깨)

5,500원  240g 1팩

          

누룽지(현미/보리/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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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송찬정 엄마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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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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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비농원
천연 간수로 만드는 수제 두부

3대가 함께 농사지은 콩으로 엄마 농부가 직접 만든 국산 100%

수가비콩 두부입니다. 인위적인 유화제, 첨가물 등은 넣지 않고 

아이에게 먹일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가비농원

대표_최 숙 희

054-481-2766

010-3327-5400

구미시 옥성면 선상서로 526

4,000원  700g

수가비콩 두부

4,000원 900g

수가비콩 떠먹는순두부

6,000원  1L

수가비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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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반가
함께의 가치를 알고 나눔을 실천해가는

안동에서 생산한 생강을 직접 착즙하여 생산된 제품입니다.

알이 굵고 껍질이 얇은 좋은 품질의 안동생강을 선별하여

손으로 일일이 다듬고 깨끗하게 세척해 유기농 원당을 

첨가했습니다.

안동반가

대표_이 태 숙

054-841-0050

010-6517-2357

안동시 북후면 밤실길121-12

18,000원  250ml

안동생강진액

35,000원  250mlx2병

안동생강진액2종세트

27,000원  530g

안동생강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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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안동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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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의성안평 청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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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 청결고춧가루

16,200원  500g

          

안평 청결고춧가루

맛깔난 고운 빛깔

어머니의 마음으로 키운 의성 고추100%입니다. 

수작업으로 꼭지를 제거해 오직 깨끗한 건고추만을 갈았습니다.

안평 청결고춧가루

대표_송 영 자

010-3805-4656

의성군 안평면 기도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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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30g

연잎차티백

15,000원  150g

연근가루

15,000원  150 g

백연잎가루

18,000원  210gx4개

36,000원  210gx8개

연잎밥

7,000원  

연잎키우기

연의하루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

연근가루와 연잎 차는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온전히 직접 재배한

연을 사용하고 연잎밥에 들어가는 고명은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여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연의하루

대표_정 말 순

010-7399-9565

구미시 해평면 금호연지1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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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연의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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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예닮맘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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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30gx10봉(개별포장)

          

건강한 아침한끼

8,000원  30gx10봉(개별포장)

          

누룽지야 고마워

7,000원  15gx10봉(개별포장)

          

키토산누룽지

3,500원 120g

          

참깨 누룽지칩

예닮맘푸드
건강한 아침 한끼

직접 재배한 쌀을 5분도 현미로 도정하여 만든 누룽지입니다.

개별 포장을 통해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예닮맘푸드

대표_이 은 정

054-255-6191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2751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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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머쉬룸팜 버섯가루

꽃내풀네 해방풍차/ 솔잎차

5,000원  80g

무르무르 농장 동결건조 취나물

   8,000원  200g

12,000원  300g

왕피천 블루베리 잼
16g(해방풍)

20g(솔잎)

7,000원  

10,000원

120g(표고버섯가루)

100g(노루궁뎅이버섯가루)

10,000원  

20,000원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

청정 울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뭉쳐 

직접 가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

대표_김 은 숙

010-3275-5204

010-9055-6638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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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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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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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우봉진의 버섯세상”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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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50g

 노루궁뎅이 버섯분말

우봉진의 버섯세상
자연에서 자연을 담다.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노루궁뎅이 버섯을 100% 원료로 합니다. 

각종 요리의 천연 조미료 및 음료와 함께 음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입니다.

우봉진의 버섯세상

대표_배 영 자

010-9209-5647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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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0원 (2g x 10포)x3개

그라비올라 골드 스틱

울림나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직접 재배한 그라비올라 분말에  동결건조 참외 분말을 첨가했습니다.

개별 스틱 포장으로 휴대와 섭취가 용이하며 '2019 농식품 창업

컨테스트' 투자왕 리그 결선 top10 아이디어로 제품 개발 되었습니다.

울림나무

대표_이 정 민

054-931-0016

010-7507-2241

성주군 금수면 광산 3길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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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울림나무 그라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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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단밀 가지아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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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만경산농장
보랏빛 웰빙식품

가지를 키우는 것에서부터 수확, 가공까지 농부가 직접 작업합니다.

직접 재배하기에 건강한 가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의성 만경산농장

대표_박 귀 자

010-9091-4577

의성군 단밀면 도안로 1457

5,000원  300g

말린가지 꼭지

5,000원  100gx3봉

말린가지

10,000원

말린가지100gx3봉지

말린가지 꼭지1봉지

세트(말린가지,가지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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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샘영농조합법인
사계절 즐겨먹을 수 있는 참외

참외 마들렌은 참외 말랭이가 버터와 만나 조화를 이룬 조개 

모양의 프랑스식 티 구움 과자입니다. 참외 휘낭시에는 고소한 

아몬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참외잼이 함유된 금괴 모양의 

프랑스식 케이크입니다.

참샘영농조합법인

대표_김 영 옥

054-931-8480

010-3936-8569

성주군 월항면 월항로 560

10,000원 

참외 마들렌20gx5개

참외 휘낭시에30gx5개

성주참외 구움과자세트
7,000원  150g

수제 성주참외잼
   7,000원  210ml

15,000원  750ml

  20,000원  1300ml

수제 성주참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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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참샘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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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칠칠곡곡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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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칠곡곡협동조합
농부의 농산물가공 협동조합

칠칠곡곡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100% 칠곡군

농산물로 만들었습니다. 엄선된 원료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제품 생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칠칠곡곡협동조합

대표_손 제 순

054-977-1880

칠곡군 동덕로 146 

농업기술센터 내

30,000원

표고버섯분말 80g,동결건조 과일칩 3종 

산채나물 40g, 미니잼 120g 3종

프리미엄선물세트 1호

아로니아잼/딸기잼

3,000원  120g

5,000원  300g

우리쌀조청

3,000원  12g (사과,참외,딸기)

동결건조과일칩

6,000원

8,000원

300g (딸기)

300g (아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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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표기된 각 상품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편집기획

발행처

디자인/인쇄

푸드스타일리스트

2020년 9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농촌지원국장

농촌자원과장

식품창업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T.053.320.0260

Studio W.E./교육사

T.053.951.0755

김선우

최기연

김현옥

조영숙

김명원,정명숙,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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