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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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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애된장(포항)

문경한식된장

방주명가(울진)

순조된장(김천)

쉼표마을(영덕)

오덕전통된장(포항)

자양전통장(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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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들(의성)

참맑은 장아찌(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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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류

엄선된 좋은 재료를 고르고

농부의 넉넉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첨가물은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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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청포도 와인(안동)

52

54

56

58

6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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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전통식품(구미)

다인댁의 산골이야기(의성)

매매떡(울진)

매야전통식품(울진)

상주한과

선비촌한과(영주)

성주참외농원

소백산아래(영주)

연이담한과(포항)

예인키토산한과(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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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솔(의성)

금도식품(경주)

농정식품(안동)

독산농원(성주)

배금초(김천)

소백밀크(영주)

소백산 꽃차이야기(영주)

신의터농원(상주)

영주마실푸드엔헬스

오케이농원(김천)

장군이네(문경)

주산지애플(청송)

지오티(문경)

참맛대추(군위)

청송초담

청슬전통도가(포항)

큰들 농업회사법인(문경)

태경(경산)

현이네농산(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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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마을협동조합(칠곡)

소보마실(군위)

예천 어무이 참기름
회룡포장수진품(예천)

참기름/들기름

기타

※ 업체명별 가나다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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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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가을빛고운 의성장마실

감람원(영천)

덕수장(봉화)

두레원식품(상주)

모정애된장(포항)

문경한식된장

방주명가(울진)

순조된장(김천)

쉼표마을(영덕)

오덕전통된장(포항)

자양전통장(영천)

장만나는(김천)

청량애(봉화)

태장고(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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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6 

일반 물엿대신 사과 조청을 이용하여 옛날방식을 이용한 

살아있는 저염식 생고추장입니다.마늘고추장은 의성 마늘로 

만든 마늘 조청을 이용하여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가을빛고운 의성장마실

대표_신 말 숙

010-4520-4819

의성군 가음면 현리낙전길 70

가을빛고운 의성장마실
고운빛깔과 어머니의 손 맛 

사과고추장

10,000원  

20,000원

500g   

1kg

마늘고추장

10,000원  

20,000원

500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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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7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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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8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영천 감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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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9

감람원
몸에 이로운 장을 만들다.

보현산 인근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100% 국산 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균을 접종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최상의 발효가

일어나도록 하여 전통적인 맛을 고수합니다.

감람원

대표_배 주 애

054-337-0280

010-9364-0280

영천시 화북면 연지안길 36

청국장

 10,000원

 

800g

등겨장

15,000원 

 

1kg

된장

20,000원 

 

1kg

45,000원  

(된장 1kg청국장 800g 간장 500ml)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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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0 

봉화군에서 재배된 콩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전통방법으로

손수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덕수장
사람과 장이 함께 익어 가는 곳

덕수장

대표_변 은 란

054-674-0850

010-8719-5722

봉화군 재산면 소내골길 32-4

고추장

20,000원 

40,000원

60,000원 

1kg

2kg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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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1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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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2 

이건 꼭 검색해야 해!

 “두레원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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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3

상주에서 생산한 대두를 100% 사용하였습니다.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깔끔하게 진공포장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두레원식품

대표_송 윤 혜

054-533-6800

010-4701-1852

상주시 외서면 우산로 567-5

두레원식품
자연과 가장 가까운 곳  

10,000원  900ml

두레원간장청국장 분말

13,000원  

22,000원

37,000원  

250g

   500g

1kg

청국장

2,700원  

6,000원

11,000원

3,300원

7,500원

12,500원

170g(일반/저염)

430g(일반/저염)

850g(일반/저염)

200g(무염)

500g(무염)

   1kg(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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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4 

모정애된장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보경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정애된장은 인근 청정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콩을 5년간 발효숙성하여 깊은 맛과 

풍미를 더한 전통장입니다.

모정애된장

대표_모 정 애

010-4047-5098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252

전통된장 고추장 무염청국장 가루

 20,000원      15,000원  

30,000원  

1kg

2kg

20,000원    1kg 500g

간장

10,000원  

15,000원  

900ml

1.5L

생청국장

3,000원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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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5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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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6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예다움 문경한식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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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7

문경한식된장
옛스런 장맛 이야기

문경한식된장

대표_권 용 습

054-555-1883

010-4477-4092

문경시 호계면 부곡막골길 28

직접 재배한 콩과 문경 농산물을 구매하여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전통방식으로 

제조해 전통식품인증을 받았습니다.

예다움 한식 간장

 8,000원  

15,000원

900ml

  1.8L

예다움 한식 청국장

14,500원  200gx5개입

예다움 한식 된장

 9,000원  

15,000원

28,000원

66,000원

500g

   1kg

2kg

5kg

예다움 사과 고추장

12,000원  

22,000원

40,000원

95,000원

500g

   1kg

2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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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8 

방주명가
소중한 내 이웃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그고 금강송면의 

토종 솔잎을 추출해 몸과 머리를 맑게하는 온 가족 건강 차를

만들었습니다.

방주품 된장

   8,000원  

16,000원  

430g

   900g

방주품 고추장

   10,000원  

21,000원  

430g   

900g

방주품 간장
6,000원

11,000원  

  

420ml

900ml   

방주명가

대표_강 문 필

054-782-8612

010-8739-8612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2길 64-17

맑은 금강솔
10,000원 100mlx10개입   

�����_��_inside2.indd   18 2020-09-19   �� 3:15:25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9

이건 꼭 검색해야 해!

“방주명가”

�����_��_inside2.indd   19 2020-09-19   �� 3:15:30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0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순조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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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1

순조된장
하나하나의 정성을 담은

국산 콩 100% 원재료로 전통방식을 살려 만든 제품들입니다. 

간장을 추출하지 않은 된장, 된장을 만들지 않은 겹간장이 특징입니다.

순조된장

대표_김 순 조

054-436-7957

010-6347-7957

김천시 대항면 대성향천길 1087

11,000원  600g

16,000원    1kg

 

순조집 청국장순조집 간장
   10,000원  

16,000원  

500ml   

900ml

순조집 고추장
14,000원  

26,000원  

500g

   1kg

순조집 된장
   12,000원  

22,000원  

500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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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2 

쉼표마을
한적한 마을의 장 이야기

영덕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전통방식을 더한 재래식 된장, 고추장, 

간장입니다. 경북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옹기장이 만든 항아리에서 

발효된 장입니다.

쉼표마을

대표_김 경 아

010-9226-4650

영덕군 달산면 용평길113

된장
 9,000원  

18,000원  

500g

   1kg

고추장
12,500원  

25,000원  

500g

   1kg

간장
6,000원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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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3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쉼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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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4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오덕전통된장”

�����_��_inside2.indd   24 2020-09-19   �� 3:16:08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5

오덕전통된장
손수 지은 건강한 콩으로 맛있는 전통된장

직접 재배한 콩을 이용하여 대를 이어 오랜 기간 발효시켜 감칠 맛 

나는 오덕된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오덕전통된장

대표_김 경 진

054-243-5093

010-8548-5179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길 27

20,000원  500g

 

쥐눈이콩 청국장 분말

오덕전통된장

   12,000원  

38,000원

55,000원

  

1kg

   3.4kg

5kg

간장

9,000원  

15,000원  

1L

   1.8L

청국장 분말

14,000원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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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6 

18,000원  1kg

34,000원  2kg 

전통 된장

10,000원  1kg

생청국장

25,000원  1kg

45,000원  2kg 

찹쌀 고추장

10,000원  1L

20,000원  2L 

한식간장

자양전통장
전통의 맛을 느끼다.

물 좋고 공기 맑은 영천 보현산 자락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가마솥

에 삶아 전통 발효한 생청국장과 청국장 가루 그리고 항아리에서 

2년 이상 천연 발효한 건강한 전통장 입니다.

자양전통장

대표_이 종 잠

010-2028-7386

영천시 자양면 별빛로 961-14

(흰콩/300g)

(쥐눈이콩/250g)

(서리태/300g)

10,000원

15,000원  

15,000원 

청국장가루

 

자양전통장세트

30,000원

(1호/된장500g,고추장500g,간장500ml) 

60,000원

(2호/된장1kg,고추장1kg,간장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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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7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자양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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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8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장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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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29

12,000원  450g

22,000원  900g 

장만나는 표고 된장

27,000원  

(된장300g,간장320ml ,청국장분말150g)

                      

장만나는 선물세트

장만나는
장만나서 맛을 만나다.

표고버섯을 넣어 1000일의 기다림 끝에 나오는 깔끔한 감칠 맛으로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소담한 농가와 장독대를 찾아오는

된장 집으로 유명합니다.

장만나는

대표_임 미 숙

054-436-8595

010-5383-3121

김천시 구성면 월계3길 17-66

9,000원  320ml

 

국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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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0 

청량애
더하거나 빼지않은 자연전통의 맛

청량애는 청정 봉화에서 재배된 콩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효하여 구수하고 

깔끔한 장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량애

대표_김 미 송

054-673-8926

010-3821-0539

봉화군 재산면 재산로 361-21

45,000원    600g

청국장

5,000원  

13,000원  

300g

1kg

마늘사과 고추장

15,000원 500g

찹쌀고추장

15,000원  500g

약도라지 배 수제조청

35,000원  600g

산돌배 약도라지 수제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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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1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청량애”

�����_��_inside2.indd   31 2020-09-19   �� 3:17:15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2 

이건 꼭 검색해야 해!

 “태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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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3

저염된장

   15,000원

23,000원  

430g

1kg

  

청송에서 계약 재배한 토종 콩 100%만을 사용합니다.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 3년 자연 숙성시킨 재래식 된장과 간장과

나트륨은 25% 줄인 저염된장과 간장도 있습니다.

태장고

대표_정 경 태

054-976-5287

010-2523-5787

칠곡군 동명면 양지길 32

태장고
토종콩이라 더 맛있는 

새뜸청국장

   5,000원  

18,000원  

250g

   1kg

12,000원  

22,000원

44,000원  

500g

   1kg

2kg

새뜸고추장

  10,000원  

18,000원  

900ml

   1.8L

새뜸간장

2kg   

3kg

4.3kg

  34,000원  

50,000원

69,000원

  

새뜸된장

저염간장
   15,000원  9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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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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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5

절임류

대도장아찌(문경)

산에(경산)

샘이 깊은 물(경산)

약초를 사랑한 짱아줌마(봉화)

지당들(의성)

참맑은 장아찌(상주)

해샘원(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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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6

대도장아찌
감칠맛이 일품인 장아찌  

문경 대미산 자락에서 자라는 무공해 산나물로 담은 장아찌입니다. 

맛과 향이 기가 막힌 수제 장아찌입니다.

대도장아찌

대표_최 연 자

010-4809-4355

문경시 문경읍 문희로 17-3

15,000원  450g

가죽 고추장 장아찌

15,000원  450g

두릅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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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7

이건 꼭 검색해야 해!

“대도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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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산에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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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39

5,000원  150g 

두릅 간장 장아찌

5,000원  150g

참가죽나물 장아찌

5,000원  150g

음나무순 장아찌

10,000원  180g 

제피 장아찌

산에
산나물 장아찌

청정지역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가죽나물, 두릅 등 산나물로

만든 장아찌입니다. 항상 바른먹거리에 대해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에

대표_박 광 옥

010-9063-9784

경산시 용성면 육동로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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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40

25,000원  1kg

장아찌

20,000원  1.8L 

장아찌소스

샘이 깊은 물
건강한 먹거리 제공  

팔공산 갓바위 천연 암반수로 담은 저염 장아찌와 각종 채소에

부으면 완성되는 장아찌 소스입니다. 항상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샘이깊은 물

대표_한 선 희

053-768-2172

010-6291-7073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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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건 꼭 검색해야 해!

“갓바위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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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약초를 사랑한 짱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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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43

초석잠 장아찌

17,000원    400g 

양념깻잎 장아찌

15,000원    400g 

산머위 장아찌

15,000원    400g 

약초를 사랑한 짱아줌마
자극적이지 않고 착한 맛

직접 재배, 채취한 제철 약초를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을 

한 껏 살린 건강한 장아찌입니다. 13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용기에 들어있어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합니다.

약초를 사랑한 짱아줌마

대표_황 재 희

054-673-5678

010-3160-5679

봉화군 상운면 하눌로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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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43,000원  

(유기농마늘,마늘쫑,비벼먹는장아찌)

장아찌 3종

13,000원   500g  

마늘쫑장아찌

16,000원   500g

  

비벼먹는장아찌

14,300원   500g  

유기 마늘장아찌

지당들
체계적으로 만든 건강한 유기농  

대대로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주가 유기농 의성마늘을

직접 재배하여 만든 아삭하고 짜지 않은 장아찌입니다.

지당들

대표_이 정 하

054-833-1601

010-4226-5301

의성군 춘산면 효선3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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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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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참맑은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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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000원  400g

15,000원  800g

당귀 장아찌

10,000원  400g

15,000원  800g

마늘 장아찌

10,000원  400g

15,000원  800g

머위 장아찌

10,000원  400g

15,000원  800g

아스파라거스 장아찌

참맑은 장아찌
맑고 깔끔한 맛의 장아찌

약성과 기능이 뛰어난 약초류와 초봄 햇순으로 담아 그 향과

맛이 뛰어나고 좋은 간장으로 달여 소스가 깔끔하고 맑습니다.

참맑은 장아찌

대표_권 기 화

054-533-6605

010-9773-3535

상주시 만산8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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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절임배추

23,000원  

40,000원  

10kg

   20kg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해샘원
직접 키운 명품 배추  

GAP인증된 배추를 선별부터 절임, 세척, 포장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금도 천일염만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샘원

대표_정 태 란

054-243-1896

포항시 북구 기계면새마을로 

1525번길 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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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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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통주/와인

미송주가(경산)

석전상온전통주가(칠곡)

수도산 와이너리(김천)

이루화(의성)

젤코바와이너리(상주)

264 청포도 와인(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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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000원  375ml

경산대추약주'추'

10,000원  750ml

대추막걸리

50,000원  200ml

(황성지황주,독계주)

한약주

미송주가

대표_권 미 송

053-856-2294

010-9451-2024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967-4

경산의 특산품인 대추의 효능을 살려 정성껏 빚었습니다.

청아하고 은은한 빛깔에 깊고 깔끔한 맛의 전통주입니다.

미송주가
경산 제 1호 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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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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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석전상온전통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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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55

석전상온전통주가
삼양주법으로 빚은 약주

35,000원  750ml

설련

50,000원  500ml

홍로

광주 이씨 문중에서 9대를 이어온 가양주이며 찹쌀 70%,

백미 30%와 백련 꽃을 넣어 삼양주법으로 빚은 약주(설련) 그리고 

설련주를 전통방식으로 증류해 차조기로 색을 낸 증류주(홍로)입니다.

석전상온전통주가

대 표_곽 우 선

054-976-3552

010-2807-7997

칠곡군 왜관읍 동산2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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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56

50,000원  750ml

산머루와인 크라테 드라이

50,000원  750ml

산머루와인 크라테 스위트

수도산 와이너리
유기농 빈티지 와인

유기농 빈티지 산머루 와인으로 3년 이상 숙성시켜 맛과 향이

가득한 레드와인입니다. 우리 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와인입니다.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_백 승 현

054-439-1518

010-6403-3077

김천시 증산면 금곡리 3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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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수도산 와이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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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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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00원  750mlx20병

대빵막걸리

40,000원  750mlx20병

의성산수유막걸리

이루화
효모가 살아 숨쉬는

대빵막거리는 저온으로 오랫동안 발효하여 효모 균이 많고

목 넘김이 부드러우며 뒷맛이 개운합니다. 의성 산수유 막걸리는 

젊은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막걸리입니다.

이루화 

대 표_오 순 조

054-861-2588

010-3535-0136

의성군 도안로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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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375ml

32,000원  500ml

45,000원  750ml

17,000원  375ml

25,000원  500ml

36,000원  750ml

젤코바 프리미엄 머루 와인젤코바 스페셜 머루 와인

62,000원  750ml40,000원  375ml

젤코바 유기농 켐벨 와인젤코바 아이스 와인

젤코바와이너리
오크통 숙성 머루와인

평생을 술과 함께한 일급 주조사가 직접 재배하는 무농약인증

머루로 만들며 무가당 발효로 장기간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만든 머루와인 젤코바입니다. 외국 어느 와인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정통 와인입니다.

젤코바와이너리

대표_강 창 석

054-534-7232

010-4507-7232

상주시 청리면 남상주로 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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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머루와인 젤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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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264 청포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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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청포도 와인
풍부한 향과 산뜻한 산미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인 청포도 '청수'를 사용하여 맛과 향이

우수하고 우리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청포도 시(時)로 유명한 

이육사 시인의 고장 안동에서 제조한 화이트와인입니다.

264 청포도 와인

대표_이 동 수

054-859-0264

010-3034-6807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157

19,000원  375ml

30,000원  750ml

청포도와인스위트청포도와인 미디움 스위트

19,000원  375ml

30,000원  750ml

19,000원  375ml

30,000원  750ml

청포도와인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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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조청/떡

고띄마실(성주)

금오산전통식품(구미)

다인댁의 산골이야기(의성)

매매떡(울진)

매야전통식품(울진)

상주한과

선비촌한과(영주)

성주참외농원

소백산아래(영주)

연이담한과(포항)

예인키토산한과(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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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띄마실
9증9포 홍도라지로 조청을 고우다 

지역에서 생산한 4년생 도라지를 찌고 말리기를 9번!

9증9포한 홍도라지는 기관지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띄마실

대표_이 계 자

010-6772-6613

성주군 대가면 동강한강로 824

55,000원

홍도라지조청 250gx3병

홍도라지조청 선물세트

45,000원  550g

흑마늘조청

17,000원  250g

30,000원  500g

52,000원    1kg

홍도라지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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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고띄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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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금오산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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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전통식품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전통 조청 한과

구미에서 3대째 직접 농사지은 쌀과 흑마늘로 한과를 만듭니다.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 고유의 맛과 향이 느껴지는 한과입니다.

금오산전통식품

대표_김 정 희

054-474-0616

010-4809-1991

구미시 도개면 도개2길 19-82

24,900원  400gx2ea

흑마늘한과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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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댁의 산골이야기
청정지역 자연 그대로의 쑥

19,800원  1kg

(1kg 구매시 콩고물 100g 기본제공)

쑥 절편

19,800원  1kg

(1kg 구매시 콩고물 100g 기본제공)

쑥 인절미

25,900원  1kg

쑥 두텁떡

39,800원  1.5kg

        39,800원  1.5kg(흑미)

영양 찰떡

의성군 다인면의 산골에서 떡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자란 

재료만을 고집하고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다인댁의 산골이야기

대표_권 영 옥

054-862-2849

010-2499-5306

의성군 다인면 산내길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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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다인댁의 산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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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매매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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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1kg 12,000원  1kg 10,000원  750g

콩 가래떡 쑥 찰떡 쑥 찹쌀떡

매매떡
처음 단단한 마음그대로

'매매'는 경상도 방언으로 '단단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재료 없이 오직 직접 키운 쑥과 콩, 찹쌀과 멥쌀을 사용합니다. 

진한 쑥 향과 고소한 콩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떡입니다.

매매떡

대표_최 태 숙

054-783-8182

010-9517-7125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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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1.2kg

32,000원  2.4kg

매화전통 쌀조청

45,000원  700g

매화명품 쌀조청

42,000원  

(생강조청 380g,도라지조청 380g,쌀조청 380g)

매화전통 3p 세트

매야전통식품
170년 전통의 기술을 담은

식품명인(최송자)이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깃든 명품 전통 

쌀조청입니다. 조청은 곡물을 이용하여 만든 꿀이라는 뜻으로,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전통식품입니다. 

매야전통식품

대표_최 송 자

010-5527-7269

010-6391-3043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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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매야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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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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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36.5x36.5x6(cm)

예감세트 2호
10,000원  150gx2개

25x25x15(cm)

오디한과

상주한과
전통과 현대의 그 맛

상주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먹거리에 현대적인 포장을 더하여 맛있고 아름답게 만든 

한과세트입니다. 특히, 작은예감세트 2호는 '2015년 경북 발효 

식품대전' 한과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상주한과

대표_조 상 희

054-533-8742

010-3535-7430

상주시 외서면 관현1길 43-13

33,000원  150gx6개

34x20.5x29(cm)

작은 예감세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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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120g

선비촌유과

4,000원  150g

영주사과강정

4,000원  150g

선비촌조청오란다

20,000원

(유과2개,사과유과1개,사과강정1개,조청오란다1개)

선비촌세트 1호

선비촌한과
따뜻함을 품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들고 2대째 내려오는 전통한과의

맛을 그대로 살려 온가족 건강 간식으로 좋습니다.

선비촌한과

대표_권 오 영

054-638-8900

영주시 창진로 195번길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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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선비촌한과”

�����_�����.indd   79 2020-09-19   �� 3:33:48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80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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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kg

생강도라지 조청

50,000원  1kg

참외고추장참외조청 생강도라지 조청참외고추장

성주참외농원
참외의 은은한 향이 담긴

참외 농축 과즙 6.6%를 함유한 참외 조청(특허)과 참외 농축액을

넣어 천연의 단맛을 가미한 고추장입니다.

성주참외농원

대표_민 영 희

054-933-3339

010-2806-6636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1-8

38,000원  

(참외조청500g,생강도라지조청500g,스틱포장30개)

영희 참외조청 세트

500g

1kg

500g

1kg

17,000원  

35,000원

15,000원  

35,000원

500g

1kg

10,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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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0원  35gx6개

김,고추,당근,우엉,감자,호박,우엉차

한부각 선물세트 6종

3,000원  35g

김,고추,당근,우엉,감자,호박

부각

소백산아래
그마음, 그정성, 그대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부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인들의 입 맛에 맞게 

개발해 간식 및 안주로 인기상품입니다.

소백산아래

대표_추 경 희

054-633-2488

영주시 단산면 동원로 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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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소백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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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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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x33x8cm) (57x33x8cm)

65,000원  

한과세트A

50,000원  

한과세트B

연이담한과
설탕과 조청의 황금비율

연이담한과는 직접 만든 조청을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만듭니다. 옛날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열정과 정성으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는 연이담한과가 되겠습니다.

연이담한과

대표_이 미 연

054-248-1399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홍계길

220번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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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예인 키토산 한과 바구니

35,000원  중

50,000원  대

예인 키토산 한과세트

예인키토산한과
영덕군의 대표 농특산물

유기농 찹쌀을 직접 재배해 정성껏 생산한 한과입니다. 

100% 수작업으로 생산하여 맛과 영양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인 키토산 한과

대표_김 명 란

054-732-2390

010-4163-2390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길 59-1

   80,000원   중

100,000원  대    8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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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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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음료

가람솔(의성)

금도식품(경주)

농정식품(안동)

독산농원(성주)

배금초(김천)

소백밀크(영주)

소백산꽃차이야기(영주)

신의터농원(상주)

영주마실푸드엔헬스

오케이농원(김천)

장군이네(문경)

주산지애플(청송)

지오티(문경)

참맛대추(군위)

청송초담

청슬전통도가(포항)

큰들 농업회사법인(문경)

태경(경산)

현이네농산(예천)

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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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500ml 사과

24,000원  500ml 솔잎

24,000원  500ml 현미

항아초

24,000원  500ml 사과

21,000원  500ml 솔잎

19,000원  500ml 현미

항아마시는초

가람솔
정통 항아리 발효 숙성 항아초

가람솔 항아초는 HACCP 인증 업체로 정치발효를 통한 천연발효

식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정이나 각종 농축액을 사용하지 않고

100% 국내산 천연 재료만을 가지고 항아리에서 장기간 숙성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납니다.

가람솔

대표_정 다 해

054-861-2411

010-6349-0594

의성군 구천면 조성길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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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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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가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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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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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가바사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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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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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120mlx20개

25,000원  120mlx50개

가바사과즙

금도식품
친환경 명품 사과즙

두뇌 활동을 돕는 GABA 물질이 함유된 사과를 HACCP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해낸 사과즙입니다.

금도식품

대표_손 금 도

054-763-4540

010-3333-4540

경주시 강동면 현풍길 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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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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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식품
건강한 맛의 재해석

직접 재배한 사과를 NFC 공법으로 착즙하고 저온 살균하여 

가공한 사과즙입니다.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어린이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농정식품

대표_김 유 나

054-823-3321

010-2122-3321

안동시 길안면 의성길안로 2559

17,000원  100mlx30개

사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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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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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유나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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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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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독산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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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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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농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경북 성주의 가야산 자락 700m 고지에 위치한 재배지에서 생산된 

GAP 인증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청입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로 그대로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독산농원

대표_이 현 주

054-932-5760

010-8534-5760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로 1015

25,000원  500mlx2개

가야산 오미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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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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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초
1000일의 기다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자연발효 식초는 100% 수제로 만들어 

10년 이상 숙성된 식초만 판매하며 물을 섞지 않은 전통주는

1년을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배금초

대표_정 현 선

054-437-7616

010-6309-7616

김천시 구성면 부항로 2156

15,000원  300ml

25,000원  500ml

현미,복숭아,포도,감,찹쌀 막걸리

식초(발효초)

7,000원  500ml

13,500원  1000ml

배금주(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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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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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배금초”

이건 꼭 검색해야 해!

“배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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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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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영주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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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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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 

3,000원  

 9,000원  

2,300원 

5,100원  

 9,700원  

150ml

500ml

1,000ml

150ml

500ml

1,000ml

영주 요거트

2,300원  150ml

5,100원  500ml

   9,700원  1,000ml풍기인삼 요거트

소백밀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37년 목장을 경영하며 국내 최초로 수삼 요구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물을 섞지 않은 1등급 원유와 지역 명품 6년근 풍기 인삼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듭니다.

소백밀크

대표_안 일 윤

054-632-1132

영주시 의상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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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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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0원

수레국화 외 9종(10g 단품은 9,000원)

여시화세트 10종꽃차

8g(메리골드,팬지,당아욱,맨드라미)

17g(국화)

16,000원  

16,000원

소백산 꽃차이야기
본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GAP, 무농약 인증으로 직접 재배하여 안전하게 생산된 식용 꽃으로

꽃차를 만듭니다. 

소백산 꽃차이야기

대표_이 연 희

054-632-0054

010-3728-1443

영주시 안정면 대평로 229번길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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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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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소백산 꽃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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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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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신의터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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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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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300mlx2병

생강으로 차마시생

생강으로 요리하생

12,000원  300ml

생강이야기 2종

생강으로 담근 식초

52,000원  300mlx3병

생강으로 차마시생

생강으로 요리하생

생강으로 담근식초

생강이야기 3종

30,000원  110mlx40팩 (1박스)

생강&배

신의터농원
신이 내린 자연의 선물

유기농 생강과 상주배를 사용해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 재료뿐 아니라 건강음료로도 좋습니다.

신의터농원

대표_김 갑 남

054-533-9292

010-8859-7290

상주시 화동면 선교1길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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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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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110mlx16포

사과랑 아로니아 

29,000원  10mlx60포

풋사과농축액

15,000원  

110mlx30포(스탠딩),20포(스파우트)

애플순

32,000원  10mlx30포

효소아로니아농축액

영주마실푸드엔헬스
고품질 영주 사과를 담은 건강함

고품질, 고당도,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100% 영주 사과를 이용하

여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착즙주스, 농축액 등

다양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마실푸드엔헬스

대표_김 미 숙

010-9378-7416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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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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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영주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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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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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오케이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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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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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10mlx20팩

36,000원  110mlx40팩

프룻다이어리 배주스

22,000원  110mlx20팩

40,000원  110mlx40팩

프룻다이어리 포도주스

오케이농원
바른농사,농부의 일기

황악산 청정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의 배를 재배해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맞춘 배즙과 착즙한 포도를 숙성시켜 텁텁함 없이

맑은 포도즙입니다.

오케이농원

대표_이 상 남

054-436-0077

010-3531-7473

김천시 대항면 괘방령로 1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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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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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300g

5,000원  500g

오미자청

청국장

15,000원  1kg

30,000원  2kg

된장

13,000원  1kg

생강청

장군이네
청정자연에서 가져온 먹거리 식품

100% 국산 재료를 이용하며 첨가물 없이 제조합니다.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군이네

대표_김 은 희

010-6480-9495

문경시 농암면 북실길 78-1

1kg

1.8kg

10kg(당절임)

17,000원  

3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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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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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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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12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긴 꼭 방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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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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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20mlx30개

청송 사과와 비트

20,000원  120mlx50개

청송 사과 하나

주산지애플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청송에서 생산한 사과와 비트를 황금비율로 섞어 만든 색다른 

맛의 착즙 주스로 재배 단계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깨끗한 시설에서 

제조한 건강음료입니다.

주산지애플

대표_류 영 희

010-9355-5938

청송군 부남면 얼음골로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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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14

45,000원  120mlx30개

스마트 오미자업

70,000원  700ml

산삼 품은 오미자청

24,000원  120mlx20개

문경 오미자즙

문경 오미자청
700ml

700mlx2개

28,000원  

56,000원

지오티
믿고 먹을 수 있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청정지역 문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만을 고집하여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탕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며 산삼 품은 오미자청은 조직배양삼을 

넣은 고급 상품입니다.

지오티

대표_김 미 영

054-552-5288

010-3513-8396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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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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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마이 오미자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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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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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참맛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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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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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100mlx30개

건강한 100살 대추엑기스

25,000원  250ml

45,000원  500ml

쥬쥬베베 대추청

53,000원  250mlx2병

쥬쥬베베 대추청 선물세트

건강한 100살 대추스낵
50g

50gx10개

4,500원  

45,000원

참맛대추
건강한 하루, 건강한 100살

쥬쥬베베 대추청은 직접 생산한 최상품 대추만을 골라 50시간 

우려낸 후 저온에서 50brix 이상이 될 때까지 농축한 무설탕 농축액입니다.

대추스낵은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전 연령층의 건강간식입니다.

참맛대추

대표_이 재 혜

054-382-3380

010-9398-6742

군위군 우보면 철길로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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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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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원  1p

28,000원  2p

38,000원  3p

솔향고을 사과 식초 솔향고을 솔 식초 솔향고을 대추 식초

청송초담 
맑은 청송을 마시다.

청송의 친환경 농산물로 빚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원리 그대로 옹기에서 오랜기간 숙성한 발효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상큼함, 솔식초는 청량함, 대추식초는 달콤함을 담았습니다.

청송초담

대표_이 해 영

010-9441-4034

010-8586-4034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1914

500mlx1p

500mlx2p

500mlx3p

17,000원  

28,000원

38,000원

500mlx1p

500mlx2p

500mlx3p

17,000원  

28,000원

38,000원

500mlx1p

500mlx2p

500mlx3p

17,000원  

28,000원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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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19

이건 꼭 검색해야 해!

“청송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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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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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청슬전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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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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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슬전통도가
자연을  빚어 그대로 담은

우리 옛 조상들이 발효시킨 전통 막걸리를 이용하여 만든 

막걸리 식초입니다. 오랜 기간 발효ㆍ숙성하여 자연의 풍미를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청슬전통도가

대표_정 광 욱

054-232-7272

010-9700-1144

포항시 북구 기북면 구관길 245번길40

8,500원  1L

막걸리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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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122

큰들 농업회사법인
농부의 땀방울로 만든

농부의 정성과 땀에 자연을 더해 최상의 맛이 나는 9월의 오미자만을 

사용합니다. 오미자에 맥문동과 홍삼, 아카시아 꿀로 기능성을 더한 

한방 파워젤은 스포츠 매니아의 인기상품입니다.

큰들 농업회사법인

대표_임 정 수

054-555-9966

010-6324-6904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2365

35,000원  100mlx50개 45,000원  20gx30포

9월의 오미자즙 9월의 오미자청 기플러스 한방파워젤
700mlx1p

250mlx2p

25,00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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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큰들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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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건강차 만드는집 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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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건강 차 만드는 집

무농약 인증 보리를 7cm까지 키워 뿌리 통째로 가공하였습니다.

용도에 따라 티백, 분말, 과립 형태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태경

대표_이 상 포

010-3545-6116

경산시 남산면 설총로 141-11

12,900원  180g

새싹보리 분말

22,900원  300g

석류품은 새싹보리 차 
12,900원  60g

(2g x 30티백)

새싹보리 맥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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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네농산
맑고 건강한 무농약 농산물

아버지와 아들이 정성껏 재배한 마와 우엉에 어머니의 손맛을 더해 

차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현이네농산

대표_유 경 자

010-3808-7693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1348-23

우엉뿌리차 슬라이스
   50g

100g

250g

5,000원  

12,000원

20,000원

마분말
200g

300g

500g

15,000원

20,000원

30,000원

우엉차 /비트차 티백
15g(우엉차,비트차)

20g(우엉차)

25g(비트차)

50g(우엉차,비트차)

4,000원  

10,000원

10,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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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현이네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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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들기름

각산마을협동조합(칠곡)

소보마실(군위)

예천 어무이 참기름

회룡포장수진품(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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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말하는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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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원식품

대표_송 윤 혜

054-533-6800

010-4701-1852

경북 상주시 외서면 삼령로505

각산마을협동조합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말하는 은행나무마을에서 생산된 참깨와 들깨를 저온에서 착유해 맑고 

고소하고 수제로 만든 부각은 남녀노소 영양간식으로 좋습니다. 

각산마을협동조합

대표_장 광 원

054-975-8600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331

17,000원  180ml

28,000원  300ml

말하는 은행나무 참기름

3,000원  35g

(김,당근,감자,얌빈,고구마,비트)

크런치 톡(부각)

15,000원  180ml

25,000원  300ml

말하는 은행나무 생들기름

14,000원  35gx5개

(김,당근,감자,얌빈,고구마,비트)

크런치 톡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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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마실
맑고 깨끗함을 담은 

직접 농사지은 깨를 저온 착유 방식으로 가공하여 기름이 맑고 

깨끗합니다. 정성들여 키운 벼에서 도정한 쌀로 직접 뽑아낸

떡국 떡은 기호에 따라 백미와 현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소보마실

대표_박 신 주

054-382-4415

010-6340-4415

군위군 소보면 위성2길 7-3

25,000원  300ml

6,000원  900g

참기름

백미떡국떡

25,000원  300ml

7,000원  900g

생들기름

현미떡국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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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소보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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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어무이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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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원

(참기름300ml,들기름300ml,깨200g)

18,000원  5mlx30포

참기름 특호4호

생들기름 스틱형

92,000원

(참기름500ml,들기름500ml)

9,000원  75ml

미송나무 2호

참기름(미니)

두레원식품

대표_송 윤 혜

054-533-6800

010-4701-1852

경북 상주시 외서면 삼령로505

예천 어무이 참기름
어무이 정성이 가득담긴

100% 국산 참깨를 착유하고 여과 공정을 통해 충진하므로 침전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탄 맛이 없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합니다.

생들기름은 건조 공정 특허 기술을 적용해 볶지 않아도 비린 맛 없어 

오메가3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천 어무이 참기름

대표_송 재 근

054-652-0069

010-2505-9478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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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참기름300ml,들기름300ml)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

8,000원  900ml 

23,000원

35gx8개입(꿀스틱8개포함)

옛맛국간장

꼬시다 으뜸미숫가루

17,000원  1kg

옛맛된장

회룡포장수진품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예천의 자랑,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는 나들목에 자리한 

회룡포장수진품은 현재 4대가 한집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통방식의 장류와 바쁜 현대인을 위해 물이나 우유만

부어 바로 마실수 있는 미숫가루를 만듭니다.

회룡포장수진품

대표_박 명 희

054-652-4025

010-8711-4025

예천군 개포면 우감2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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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꼭 검색해야 해!

“회룡포장수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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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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indd   157 2020-09-19   �� 3:48:44



어머!이건 꼭 알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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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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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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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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