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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지역의 농수산물로 제대로 만든

(백진주)쌀조청 26,300원 600g 따비온 경북/안동

10년 숙성 천일염 6,000원 70g ㈜태평소금 전남/신안

1981 생들기름 15,000원 180ml 호야농장 전북/고창

1981 생들기름세트 30,000원 180ml*2 호야농장 전북/고창

1981 참들기름 21,000원 180ml 호야농장 전북/고창

3년 묵은 천일염 4,900원 2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3년 묵은 천일염 12,200원 1kg ㈜태평소금 전남/신안

3년 묵은 세척 천일염 140g 6,000원 140g 소금이오는소리 충남/서산

3년 묵은 세척 천일염 3kg 13,000원 3kg 소금이오는소리 충남/서산

3년 묵은 세척 천일염 700g 7,000원 700g 소금이오는소리 충남/서산

5년 전통된장 22,000원 600g 백연농가㈜ 강원/영월

7년 전통간장 22,000원 250ml 백연농가㈜ 강원/영월

9000파워 55,000원 15ml*32 천삼다초㈜ 전북/무주

가는 천일염 2,500원 2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가마솥 순두부 2,000원 500g 가래울 경기/포천

가마솥 두부 2,000원 380g 가래울 경기/포천

가시오가피 발효식초 33,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가시오가피 순장아찌 12,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간장 7,800원 420ml 백말순등겨장 경북/성주

간장 6,000원 500ml 상록수된장마을 경기/안산

감식초 10,900원 700ml 동상면사람들 전북/완주

감와인 식초 14,500원 500ml 청도감와인 경북/청도

강화토종 순무김치 12,000원 1.4kg 옥림순무작목반 인천/강화

강화토종 순무물김치 11,000원 1.4kg 옥림순무작목반 인천/강화

개복숭아 감식초 13,000원 700ml 동상면사람들 전북/완주

갯뜨락 선물2호 33,000원 1박스(4입) 영백솔트 전남/영광

갯뜨락 식탁용 3,000원 250g 영백솔트 전남/영광

건강한잼 3종세트 22,500원 300g(스틱)*3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3종세트 18,000원 200g(병)*3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딸기 7,500원 300g(스틱)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딸기 6,000원 200g(병)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사과 7,500원 300g(스틱)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사과 6,000원 200g(병)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토마토 7,500원 300g(스틱)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건강한잼 토마토 6,000원 200g(병) 일경팜앤푸드 경기/포천

게와 멸치액젓 35,000원 1kg 꽃젓갈 경북/포항

게와 멸치양념수 13,000원 330ml 꽃젓갈 경북/포항

경산대추진액 39,000원 80ml*30 농업법인한반도 경북/경산

고구마 조청 8,900원 300g 하영농원 경기/이천

고소한 참기름 18,000원 18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고추장 14,000원 400g 구수담 강원/평창

고추장 12,500원 400g 만포농산 경북/영주

고추장 14,000원 450g 정들콩 인천/강화

고추장 25,000원 1kg 정들콩 인천/강화

고추장 튜브세트 11,000원 180g 진남 경북/문경

곤드레장아찌 5,5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곤드레장아찌 7,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골말전통간장 12,000원 500ml 골말전통된장 강원/춘천

골말전통된장 13,000원 500g 골말전통된장 강원/춘천

곰보배추원액 1,5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곰취장아찌 6,9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곰취장아찌 10,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구기자 고추장 9,000원 150g 진남 경북/문경

구아바 멸치맛 쌀국수 1,500원 92g 구아바랜드 경남/의령

구아바 쌀국수 14,500원 920g 구아바랜드 경남/의령

구아바 해물맛 쌀국수 1,500원 92g 구아바랜드 경남/의령

구운 두부 3,000원 150g 주식회사 라라스팜 전북/익산

구절초 자연발효액 5,95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구절초 인진쑥강청 29,000원 500g 솟을터 전북/장수

국간장 4,500원 270ml 만포농산 경북/영주

국산 냉압착 유채유 20,000원 250ml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국찌게용 소금 9,000원 120g 태초솔트 경기/남양주

그때그맛막장 16,500원 900g 영월농협 강원/영월

금흑수흑삼액 3,000원 70ml*1 금산흑삼㈜ 충남/금산

김경숙 순무김치 11,000원 700g 순무명가 인천/강화

김경숙 순무물김치 9,000원 700g 순무명가 인천/강화

김명월 청국장가루세트 29,000원 500g*2 청정태안식품 충남/태안

김명자 명인의 생강 조청 9,000원 2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김명자 명인의 옥수수 조청 7,000원 2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깨끗한 생들기름 14,000원 18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깻잎장아찌 5,5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꽁치김치수 11,000원 330ml 꽃젓갈 경북/포항

꽃젓갈 액젓선물세트 21,000원 330ml*3 꽃젓갈 경북/포항

남도 햇살에 무르익은
수제 석류청

13,000원 200ml 미식생활 전남/고흥

남해섬 흑마늘진액5 45,000원 80ml*30 남해섬흑마늘㈜ 경남/남해

농축액(흑마늘) 44,000원 180g 의성흑마늘 경북/의성

농축액 선물세트 50,000원 375ml*2 폴스베리㈜ 경기/이천

농축진액 48,000원 1박스 의성흑마늘 경북/의성

늦가을 들기름 23,000원 300ml 진도농부 전남/진도

늦가을 생들기름 25,000원 300ml 진도농부 전남/진도

다시마 소금 4,500원 2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대나무 죽염 6,000원 3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대추 발효식초 17,6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대추 천연발효식초 24,000원 500ml 장희 충북/청주

대추 천연발효식초 12,000원 250ml 장희 충북/청주

대추청 18,000원 220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더 건강한 흑마늘 10,000원 12ml*10 남해마늘연구소 경남/남해

더덕 발효식초 22,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더킹스 솔트1호 50,000원 1박스(5입) 영백솔트 전남/영광

도라지 발효식초 22,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도라지고 14,000원 200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도라지 농축액 20,000원 150g 산마을 전북/무주

도라지 유자청 10,900원 1kg 거제옐로팜 경남/거제

도라지정수(스틱형 선물세트) 80,000원 (10g*15)*4 더옳은협동조합 전북/고창

도라지정수(스틱형) 23,000원 10g*15 더옳은협동조합 전북/고창

도라지정수(유리병 선물세트) 70,000원 250g*2 더옳은협동조합 전북/고창

도라지정수(유리병) 40,000원 250g 더옳은협동조합 전북/고창

도라지청 15,000원 150g 산마을 전북/무주

돈가스소스 4,980원 330g 토리식품 경북/상주

동충하초 진액 49,000원 박스 류충현약용버섯 경북/안동

된장 10,900원 400g 구수담 강원/평창

된장 8,500원 400g 만포농산 경북/영주

된장 8,000원 350g 백말순등겨장 경북/성주

된장 8,000원 500g 상록수된장마을 경기/안산

된장 11,000원 450g 정들콩 인천/강화

된장 20,000원 1kg 정들콩 인천/강화

된장 7,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들기름 8,000원 120ml 가래울 경기/포천

들기름 10,000원 150ml 건강보듬 전북/군산

들기름 12,500원 130ml 만포농산 경북/영주

들기름 26,000원 250ml 산엔들 경남/산청

들기름 19,000원 250ml 서원당 강원/원주

들기름 18,000원 300ml 천사의땅 전남/해남

들깨그대로 30,000원 120ml*3 에버그린에버블루 경기/양평

등겨장 9,500원 400g 백말순등겨장 경북/성주

딸기잼 8,800원 580g 군산하늘딸기 전북/군산

뜰안에 보리간장 13,500원 600ml ㈜이삭뜰 경기/남양주

뜰안에 쩜장 22,500원 1kg ㈜이삭뜰 경기/남양주

뜰안에 쩜짜장 9,450원 280g ㈜이삭뜰 경기/남양주

레드키위잼 8,000원 250g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마시는 감와인초 14,500원 500ml 청도감와인 경북/청도

마시는 흑마늘효초 16,000원 500ml 의성흑마늘 경북/의성

만능 양념장 9,600원 500g 영월농협 강원/영월

맑은국 양파장 6,900원 320g 초록당 전남/무안

맑은국 양파장 12,000원 620g 초록당 전남/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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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진양파장 6,900원 320g 초록당 전남/무안

맑은진양파장 12,000원 620g 초록당 전남/무안

맛있는철학자 무농약 청귤청 15,000원 500g 태반의땅제주 제주도/서귀포

맛있는철학자 무농약 청귤청 30,000원 2kg 태반의땅제주 제주도/서귀포

맛장(어간장) 7,000원 500ml 정토담 강원/원주

매실 액기스 19,900원 500ml 창녕도리원 경남/창녕

매실고추장 19,000원 1kg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매실고추장 500g 10,000원 500g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매실엑기스 大 13,000원 1000ml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매실엑기스 小 7,000원 500ml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매실장아찌 15,000원 450g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매화전통쌀조청 8,000원 600ml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매화전통쌀조청 13,000원 1.2kg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면두부 3,000원 80g 주식회사 라라스팜 전북/익산

멸치무침수 7,000원 330ml 꽃젓갈 경북/포항

멸치액젓 8,000원 500ml 정토담 강원/원주

명이장아찌 9,9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명이장아찌 12,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명인딸기 발효잼 5,000원 190g 봉팜푸드 경남/거창

명인딸기 발효잼 8,000원 320g 봉팜푸드 경남/거창

명인딸기 발효잼 16,000원 320g*2 봉팜푸드 경남/거창

명품장아찌 선물세트 39,000원 120g*5p 들애초 강원/평창

명품장아찌 선물세트 68,000원 360g*4p 들애초 강원/평창

모과 자연발효액 5,95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무도라지고 80,000원 32(stick) 천삼다초㈜ 전북/무주

무도라지고 80,000원 500g(bottle) 천삼다초㈜ 전북/무주

무도라지청 7,000원 150g 연호전통식품 경남/의령

무염청국장 3,500원 100g*2팩 솔담콩 경북/울진

무장아찌 9,000원 500g 금강식품 전북/군산

무화과잼 8,000원 250g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물을 넣지 않은 오이피클 7,000원 650g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물을 넣지 않은 오이피클 (소) 3,500원 245g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박국문 식초(사과) 35,000원 375ml 힐링700 강원/평창

박국문 식초(포도) 35,000원 375ml 힐링700 강원/평창

박국문 식초(현미산나물) 35,000원 375ml 힐링700 강원/평창

반딧불이 된장 7,800원 500g ㈜네이처셀 경북/영양

반딧불이 조선간장 9,000원 500ml ㈜네이처셀 경북/영양

방주품 간장 8,000원 420ml 방주명가 경북/울진

방주품 고추장 10,000원 430g 방주명가 경북/울진

방주품 고추장 20,000원 900g 방주명가 경북/울진

방주품 된장 8,000원 430g 방주명가 경북/울진

방주품 된장 15,000원 900g 방주명가 경북/울진

방풍 장아찌 7,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배도라지 생강농축액(병) 20,000원 240g 안성엄마손꾸러미 경기/안성

배도라지 생강농축액(스틱) 28,000원 300g 안성엄마손꾸러미 경기/안성

배애(愛) 담은 홍도라지 9,000원 10ml*10 백초 경남/거창

베리웰 복분자순액 27,000원 700ml 선운산농협 전북/고창

보리고추장 11,000원 500g 상록수된장마을 경기/안산

보물섬 흑마늘 9,400원 12ml*10 남해마늘연구소 경남/남해

복분자잼 9,000원 320g 이수미팜베리 경남/거창

복숭아 무설탕잼 8,000원 250g 풍원농원 경기/이천

복숭아 자연발효식초 4,80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볶음참깨 12,000원 300g 가래울 경기/포천

봉농원 딸기잼 5,500원 300g 봉팜푸드 경남/거창

봉농원 딸기잼 10,000원 600g 봉팜푸드 경남/거창

봉농원 딸기잼 11,000원 300g*2 봉팜푸드 경남/거창

봉농원 딸기잼 20,000원 600g*2 봉팜푸드 경남/거창

봉상 생강농축액 5,000원 340ml 완주봉상생강조합 전북/완주

분말청국장 10,000원 180g 한솔 전남/순천

불고기양념 4,030원 240g 토리식품 경북/상주

브로콜리양배추(즙) 800원 80ml 남해마늘연구소 경남/남해

블랙갈릭 블랙라벨 38,000원 12g*30stick 의성흑마늘 경북/의성

블랙베리잼 8,500원 320g 이수미팜베리 경남/거창

블랙베리진액 20,000원 500g 이수미팜베리 경남/거창

블랙커런트 분잼세트 34,000원 280g100g 산들채움 강원/홍천

블랙커런트 잼잼세트 25,000원 280g*2 산들채움 강원/홍천

블루베리 고추장 9,000원 150g 진남 경북/문경

블루베리농축액 14,000원 10ml×10 솔지원 경북/봉화

블루베리 아로니아농축액 10,000원 10ml×10 솔지원 경북/봉화

블루베리잼 8,500원 350g 석로다원 경북/경주

블루베리잼 9,000원 320g 이수미팜베리 경남/거창

블루베리쨈 15,000원 270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비온듀 유황솔트 15,000원 500g 영백솔트 전남/영광

비온듀 허브솔트 15,000원 500g 영백솔트 전남/영광

비트청 10,000원 250g 남영제약(영) 전북/무주

빛깔좋은 고로쇠 고추장 12,000원 500g ㈜네이처셀 경북/영양

뽕나무 흑염소 강청 45,000원 500g 솟을터 전북/장수

뽕잎식초 11,900원 250ml 초담초담 경기/용인

뽕잎파인애플식초 11,900원 250ml 초담초담 경기/용인

사과잼 12,000원 300g 장수드림협동조합 전북/장수

산애들애 강화약쑥 엑기스 76,000원 80ml*60 산애들애 인천/강화

산애들애 강화약쑥 엑기스 40,000원 80ml*30 산애들애 인천/강화

산야초 자연발효식초 4,80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산양산삼 발효식초 77,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삼보자죽염(결정) 33,000원 110g ㈜삼보죽염 전북/고창

삼보자죽염(분말) 31,000원 110g ㈜삼보죽염 전북/고창

삼보죽염 프리미엄 12,000원 180g ㈜삼보죽염 전북/고창

상황버섯 진액 58,000원 박스 류충현약용버섯 경북/안동

새우멸치어간장 10,000원 430ml 신안새우젓㈜ 전남/신안

새우육젓 16,000원 250g ㈜차인유통 강원/고성

새우추젓 6,500원 250g ㈜차인유통 강원/고성

샐러리장아찌 6,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생강 발효식초 16,5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생강조청 14,300원 270g 따비온 경북/안동

생강조청 19,000원 250g 정드림 전북/남원

생강조청 8,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생들기름 10,000원 120ml 가래울 경기/포천

생들기름 11,000원 150ml 건강보듬 전북/군산

생들기름 22,000원 250ml 서원당 강원/원주

생들기름 15,000원 180ml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생들기름 13,000원 120ml 태백농업 강원/태백

생호두기름 33,000원 300ml 김천황악산호두 경북/김천

서리맞은 무조청 19,000원 250g 정드림 전북/남원

석류진액골드 39,000원 30ml*20 고흥석류친환경 전남/고흥

선가원 투베리잼 꾸지뽕 7,000원 300g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선가원 투베리잼 딸기 7,000원 300g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선가원 투베리잼 블루베리 7,000원 300g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선가원 투베리잼 세트 20,000원 300g*3세트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선가원 투베리잼 아로니아 7,000원 300g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선애든해 마늘자염 6,500원 1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양파자염 6,500원 1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청정고흥 양파자염 10,000원 3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청정고흥 해초자염 10,000원 3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함초자염 6,500원 1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함초자염 10,000원 3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선애든해 해초자염 6,500원 150g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세계 0.1%천일염 5,400원 5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셀러리장아찌 6,000원 200g 주식회사빚고담고 인천/강화

셀러리장아찌 14,000원 500g 주식회사빚고담고 인천/강화

소고기 볶음장 10,000원 2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솔잎 발효식초 22,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솔잎 자연발효식초 4,80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수수발효청 5,000원 110g 천삼다초㈜ 전북/무주

수제 목이버섯 피클 5,500원 120g 새암농장 경기/용인

수제잼-1호 11,100원 110g*3 ㈜한터식품 경북/포항

수제잼-2호 22,200원 250g*3 ㈜한터식품 경북/포항

순농가 굴소스 7,000원 65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순농가 굴소스 11,000원 115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순농가 착한버섯간장 6,000원 57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순농가 착한버섯간장 10,000원 103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순마늘진액 1,500원 80ml 남해마늘연구소 경남/남해

스위트콘 3,300원 220g 토리식품 경북/상주

식초 선물세트 31,900원 250ml set 초담초담 경기/용인

식초 선물세트 21,900원 180ml set 초담초담 경기/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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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멸치액젓 3,500원 430ml 신안새우젓㈜ 전남/신안

신안 새우젓 9,000원 250g 신안새우젓㈜ 전남/신안

쌀조청 7,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쌀조청 6,000원 30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쌈두부 3,000원 80g 주식회사 라라스팜 전북/익산

쌈장 15,100원 400g 구수담 강원/평창

쌈장 고추장 4,400원 60g 진남 경북/문경

쑥흑초 35,000원 375ml*3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아나농 전통간장 9,000원 500ml 아나농 충남/청양

아나농 전통고추장 12,000원 500g 아나농 충남/청양

아나농 전통된장 9,500원 500g 아나농 충남/청양

아로니아 농축과립 40,000원 90g*2 소세골농장 충북/단양

아로니아 농축액 25,000원 375ml 폴스베리㈜ 경기/이천

아로니아 발효식초 25,3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아로니아 농축과립60g 15,000원 60g 소세골농장 충북/단양

아로니아 발효청 18,000원 600ml ㈜한터식품 경북/포항

아로니아 수제청 15,000원 375ml 영주마실푸드앤헬스 경북/영주

아로니아 원액 15,000원 80ml*10 구록원 충북/보은

아로니아 잼 9,000원 320g 이수미팜베리 경남/거창

아로니아 잼 12,500원 250g 풍원농원 경기/이천

아빠랑 무설탕 고구마라떼 7,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무설탕잼 5종 딸기잼 7,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무설탕잼 5종 무화과잼 7,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무설탕잼 5종 블루베리잼 8,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무설탕잼 5종 유자잼 7,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무설탕잼 5종 포도잼 7,900원 28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오곡곡물당 7,900원 41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유자 조청 9,200원 20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아빠랑 유자곡물당 7,900원 41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안동생들기름 24,500원 300ml 안동반가 경북/안동

앉은뱅이 밀가루 2,800원 500g 아산제터먹이 충남/아산

앉은뱅이 토종 밀가루 12,000원 2kg 우리씨앗농사 충남/공주

야관문 자연발효액 5,95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야관문 흑마늘 강청 45,000원 500g 솟을터 전북/장수

야관문원액 1,5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야생화꿀흑마늘 25,000원 18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약도라지 진청 35,000원 600g 청강원 강원/원주

양치소금 4,000원 100g 청도산골농장 경북/청도

양평전통가마솥 도라지청 40,000원 200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어간장 15,000원 900ml 옹고집(영) 전북/군산

어성초진액 2,0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엄나무순장아찌 12,000원 30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엄마생각 생강청 플러스 15,000원 250ml 이로움 경북/청도

엄마손맛 멸치맛감초 15,000원 600ml 남도자연발효식품 전남/고흥

엄마손맛 멸치맛감초 8,000원 300ml 남도자연발효식품 전남/고흥

엄마손맛 멸치액젓 10,000원 700ml 남도자연발효식품 전남/고흥

엄마손맛 멸치액젓 20,000원 1.8l 남도자연발효식품 전남/고흥

여주원액 2,0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영지버섯 진액 35,000원 박스 류충현약용버섯 경북/안동

옛향기 들기름 8,000원 110ml 옛향기마을방앗간 충남/서산

옛향기 생들기름 9,000원 110ml 옛향기마을방앗간 충남/서산

옛향기 참기름 13,000원 110ml 옛향기마을방앗간 충남/서산

오가피 자연발효액 5,95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오가피 장아찌 8,5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오고 오미자청 14,000원 500ml 오고농원㈜ 경기/연천

오디 식초 11,900원 250ml 초담초담 경기/용인

오리지널 진저YO 8,500원 300ml 향토건강식품 전북/완주

오미 늘 청 선물세트 36,000원 365ml*3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오미 자연지애 생 오미자청 40,000원 500ml*2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오미 자연지애 생 오미자청 20,000원 500ml*1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오미자 고추장 9,000원 150g 진남 경북/문경

오미자 농축액 19,500원 900ml 청강원 강원/원주

오미자 발효식초 16,5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오미자 원액 16,000원 500ml 인제명품오미자 강원/인제

오미자 정 15,000원 63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오미자 진저YO 9,900원 300ml 향토건강식품 전북/완주

오미자 된장 19,000원 500g 진남 경북/문경

오미자발효청 18,000원 600ml ㈜한터식품 경북/포항

오미자청 13,000원 500ml 독산농원 경북/성주

오미자청 25,000원 500ml*2병 독산농원 경북/성주

오미자청 16,500원 500g 진남 경북/문경

오미자청(pet병) 10,000원 500ml 독산농원 경북/성주

오미자청(pet병) 25,000원 1.5L 독산농원 경북/성주

오색담은 맛있는 청국장 2,000원 150g 금봉산농원 충북/청주

오색담은 맛있는 청국장 3,200원 280g 금봉산농원 충북/청주

오색빛깔 사과식초 6,000원 300ml 금봉산농원 충북/청주

오색빛깔 소고기볶음고추장 8,000원 250g 금봉산농원 충북/청주

오징어젓 5,000원 200g 동화푸드 강원/속초

와송 발효식초 33,0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와송조청 35,000원 780g 다약정 경북/울진

와송즙 58,000원 1박스 다약정 경북/울진

와송천연식초 28,000원 500ml 다약정 경북/울진

와포햇살 들기름 180ml 10,000원 18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와포햇살 들기름 270ml 15,000원 27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와포햇살 생들기름 180ml 11,000원 18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와포햇살 생들기름 270ml 16,000원 27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와포햇살 참기름 180ml 13,000원 18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와포햇살 참기름 270ml 20,000원 270ml 와포햇살 전남/고흥

우리밀 메밀국수 3,900원 400g 한국우리밀농협 광주/광산

우리밀 백밀국수 2,900원 500g 한국우리밀농협 광주/광산

우리밀 통밀국수 2,900원 500g 한국우리밀농협 광주/광산

우리밀 참백밀가루 3,500원 1kg 한국우리밀농협 광주/광산

우리쌀고추장 9,000원 500g 순창장류㈜ 전북/순창

우슬진액 1,5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우엉조청 14,000원 600g 참달성 대구/달성

울금 자연발효액 5,950원 250ml 한국효소 세종/세종

울금진액 1,5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울외장아찌 9,000원 500g 금강식품 전북/군산

유기농 도라지배청(스틱) 10,000원 10g*10ea 농업법인으뜸농부 전북/김제

유기농 도라지배청(스틱) 39,600원 10g*40ea 농업법인으뜸농부 전북/김제

유기농 딸기잼 9,200원 200g 엔자임팜 전남/고흥

유기농 엿기름 4,950원 30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행복한 현미파스타 5,800원 320g 명성제분 전남/나주

유기농 블루베리잼 8,000원 250g 지리산송지 경남/함양

유자 잼 세트 17,600원 380ml 2병 (유)신기원 전남/고흥

유자고 12,100원 380ml (유)신기원 전남/고흥

유자잼 8,470원 380ml (유)신기원 전남/고흥

유자차,잼 세트 15,400원 380ml 2병 (유)신기원 전남/고흥

육쪽 마늘고추장 9,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육쪽 마늘조청 8,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윤왕순 딸기고추장 30,000원 5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윤왕순 어육장 45,000원 400ml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윤왕순 찹쌀된장 20,000원 5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윤왕순 천리장 100,000원 5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이은자 산수유엑기스 13,000원 300ml 선명농원 전남/구례

이은자 산수유엑기스 42,000원 500ml*2병 선명농원 전남/구례

이풀채수 30,000원 250g(25g*10) 이풀약초협동조합 서울/은평

이풀채수 3,200원 25g 이풀약초협동조합 서울/은평

이호재 블루청 30,000원 500ml 홍계와이너리 경북/포항

인삼아빠 김태엽홍삼액 10포 20,000원 80ml(10ea) 백산인삼 전북/김제

인삼아빠 김태엽홍삼액 30포 50,000원 80ml(30ea) 백산인삼 전북/김제

인친쑥청 7,000원 150g 연호전통식품 경남/의령

자연담은 발효청 35,000원 600g*2 ㈜한터식품 경북/포항

자연산 냉동간장새우장 300g 12,000원 300g 송점숙새우장 전남/고흥

자연산 냉동간장새우장 850g 27,000원 850g 송점숙새우장 전남/고흥

자연에퐁당 딸기잼 3,900원 270g 완주로컬푸드 전북/완주

자연에퐁당 복숭아잼 5,800원 270g 완주로컬푸드 전북/완주

자연에퐁당 블루베리잼 9,800원 270g 완주로컬푸드 전북/완주

자연에퐁당 포도잼 4,000원 270g 완주로컬푸드 전북/완주

자연초 청귤초 1,000원 220ml ㈜제주자연초 제주도/제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 생강조청 13,000원 5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조청 7,000원 5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수 생강 강청 29,000원 500g 솟을터 전북/장수

장수순 홍삼액 2,000원 100ml 장수홍삼 전북/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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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염 곰취장아찌 5,500원 20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염 산마늘장아찌 7,500원 20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염 셀러리순장아찌 4,000원 25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염 아삭이고추장아찌 3,500원 25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염 엄나무순장아찌 7,500원 20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염 청양고추장아찌 3,500원 250g 영임푸드 강원/삼척

저온안동참기름 32,500원 300ml 안동반가 경북/안동

전통 무화과고추장(1kg) 15,000원 1kg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전통 무화과고추장(500g) 8,000원 500g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전통 무화과된장(1kg) 15,000원 1kg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전통 무화과된장(500g) 8,000원 500g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전통 참기름 12,000원 180ml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전통간장 7,000원 250ml 고려전통식품 전남/담양

전통고추장 12,000원 320g 고려전통식품 전남/담양

전통고추장골드 10,000원 500g 옹고집(영) 전북/군산

전통된장 10,000원 320g 고려전통식품 전남/담양

정직한 들기름 13,000원 18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제주자연초 미니세트 12,000원 120ml*2/세트 ㈜제주자연초 제주도/제주

제주자연초 버몬트 22,000원 500ml ㈜제주자연초 제주도/제주

제주청귤초 19,800원 500ml ㈜제주자연초 제주도/제주

조리용 소금 9,000원 130g 태초솔트 경기/남양주

조선간장 6,000원 250ml 옹고집(영) 전북/군산

조선간장 10,000원 900ml 옹고집(영) 전북/군산

조청 선물세트 59,600원 1.2kg 따비온 경북/안동

조청세트 2P 35,000원 580g*2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조청세트 3P 35,000원 380g*3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죽염 요리가 살다 5,000원 180g ㈜삼보죽염 전북/고창

지운간장 8,000원 250ml 지운식품 경북/경주

지운고추장 10,000원 300g 지운식품 경북/경주

지운된장 11,000원 500g 지운식품 경북/경주

짜먹는 생들기름 6,500원
50ml
(5ml*10stick)

지리산처럼 전북/남원

찌개된장 24,000원 500g 진남 경북/문경

찰강냉이고추장 22,000원 600g 백연농가㈜ 강원/영월

참기름 12,000원 120ml 가래울 경기/포천

참기름 15,500원 150ml 건강보듬 전북/군산

참기름 14,000원 130ml 만포농산 경북/영주

참기름 31,000원 250ml 산엔들 경남/산청

참기름 26,000원 250ml 서원당 강원/원주

참기름 25,000원 300ml 천사의땅 전남/해남

참기름 13,000원 120ml 태백농업 강원/태백

참당귀장아찌 8,5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참옻명초 75,000원 500ml*3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참한솔 옛날간장 5,000원 500ml 한솔 전남/순천

찹쌀고추장 8,5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찹쌀발효청 4,000원 110g 천삼다초㈜ 전북/무주

찹쌀조청 10,000원 250g 정드림 전북/남원

찹쌀팥고추장 15,000원 450g 홍주발효식품 충남/홍성

천년애 간장 8,000원 500ml 파란나무새 전남/나주

천년애 된장 8,000원 500g 파란나무새 전남/나주

천년초 발효액 25,000원 750ml 풍성한천년초농원 전남/목포

천년초열매추출액 45,000원 100ml*30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년초추출액 15,000원 100ml*10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연맛내기가루 9,000원 18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천연발효사과식초 5,000원 400ml 사과깡패주식회사 경기/포천

천연발효사과식초 10,000원 900ml 사과깡패주식회사 경기/포천

첫눈 토종무잼 8,000원 1박스(6개) 천삼다초㈜ 전북/무주

청국쌈장 9,500원 350g 백말순등겨장 경북/성주

청국장 3,500원 200g 정들콩 인천/강화

청국장 15,000원 1kg 정들콩 인천/강화

청국장(분말) 17,500원 400g 만포농산 경북/영주

청국장가루 14,500원 300g 견불동전통식품 경남/함양

청국장가루 12,500원 백말순등겨장 경북/성주

청국장가루 10,000원 300g 태안푸드 충남/태안

청국장분말 7,500원 200g 장단콩청정식품 경기/파주

청국장환 19,000원 150g 한솔 전남/순천

청귤 진저YO 9,900원 300ml 향토건강식품 전북/완주

청무화과잼 6,000원 200g 무화담㈜ 전남/해남

청참외장아찌 11,000원 500g 금강식품 전북/군산

초석잠원액 3,0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초석잠장아찌 9,9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초정백리 유기농
현미천연발효식초

20,000원 500ml 장희 충북/청주

초정백리 유기농
현미천연발효식초

11,000원 250ml 장희 충북/청주

최영자명인 구절초조청 18,000원 500g 서산명가 충남/서산

최영자명인 도라지조청 18,000원 500g 서산명가 충남/서산

최영자명인 생강조청 18,000원 500g 서산명가 충남/서산

최영자명인 쌀조청 10,000원 500g 서산명가 충남/서산

치악산 황골엿 조청(튜브) 8,000원 5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칡 발효식초 25,3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칡청 7,000원 150g 연호전통식품 경남/의령

케찹 5,090원 250g 토리식품 경북/상주

키즈솔트 2,000원 150g 영백솔트 전남/영광

토굴새우젓(오젓) 20,000원 500g 광천순이네 충남/홍성

토굴새우젓(육젓) 35,000원 500g 광천순이네 충남/홍성

토굴새우젓(추젓) 12,500원 500g 광천순이네 충남/홍성

토마토가 청국장환 10,000원 90g 순창장류㈜ 전북/순창

토판천일염 5,500원 2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튜브사과고추장 4,000원 60g 진남 경북/문경

튜브오미자고추장 4,000원 60g 진남 경북/문경

팜메이드 먹골배청 9,500원 270g 팜아트홀릭 경기/남양주

팜메이드 선물세트 19,000원 270g*2 팜아트홀릭 충북/남양주

팜메이드 토마토잼 9,500원 270g 팜아트홀릭 경기/남양주

팥장 20,000원 450g 홍주발효식품 충남/홍성

표고버섯 볶음장 10,000원 2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표고버섯장아찌 8,500원 300g 소리㈜ 강원/고성

풍성한천년초 진액 1,500원 90ml*1포 풍성한천년초농원 전남/목포

프리미엄진액4종세트 32,000원 80ml*20포 의성농산 경북/의성

하동촌된장 18,000원 1kg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하동촌된장 500g 10,000원 500g 전통이레식품 경남/하동

한시골 생강청 17,000원 470g 한시골친환경밸리 전북/진안

한시골 생강청 25,000원 650g 한시골친환경밸리 전북/진안

한시골 생강청 50,000원 650g*2 한시골친환경밸리 전북/진안

한시골 생강청 30,000원 900g 한시골친환경밸리 전북/진안

한식 보리 고추장 13,000원 4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쌈장 12,000원 4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어간장 8,000원 18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어간장 17,000원 42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재래 간장 12,000원 50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재래 간장 6,500원 25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 전통 된장 11,000원 4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한식간장 8,000원 420ml 순창장류㈜ 전북/순창

한식간장 8,000원 300ml 정들콩 인천/강화

한식간장 14,000원 1L 정들콩 인천/강화

한식된장 8,000원 500g 순창장류㈜ 전북/순창

한식맛능간장 13,000원 620g 초록당 전남/무안

한식맛능간장 7,700원 320g 초록당 전남/무안

한식어간장 37,500원 375ml 남해어간장 경남/남해

한식어된장 7,900원 250g 남해어간장 경남/남해

한식재래간장 8,000원 430ml 구수담 강원/평창

한여름 생참기름 29,000원 300ml 진도농부 전남/진도

한여름 참기름 25,000원 300ml 진도농부 전남/진도

한우볶음장 17,700원 400g 구수담 강원/평창

할라피뇨피클 7,000원 650g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할라피뇨피클 (소) 3,500원 240g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함초소금 5,300원 200g ㈜태평소금 전남/신안

함초자염소금 12,000원 420g 순천만별량염전 전남/순천

해조소금 6,200원 250g ㈜태평소금 전남/신안

해주네갓김치 9,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맛김치 7,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보리열무김치 9,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석박지 6,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절임배추 35,000원 20kg 해주물산 전남/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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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네총각김치 9,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파김치 11,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해주네포기김치 7,000원 1kg 해주물산 전남/해남

햇살소금 새우가루 6,000원 100g 신안새우젓㈜ 전남/신안

햇콩마루 건청국장&청국장가루 32,000원 200g 장흥식품 전남/장흥

햇콩마루 된장,간장,고추장세트 45,000원 500g 장흥식품 전남/장흥

행복한 쌀파스타 4,500원 2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현미 발효식초 16,5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호두기름 45,000원 120ml 정드림 전북/남원

호박 발효식초 16,500원 500ml 들산초 경북/경산

호박보리된장 9,000원 500g 옹고집(영) 전북/군산

홍도라지조청 25,000원 250g 정드림 전북/남원

홍도라지진액 35,000원 120g 나비뜨란 전남/함평

홍도라지진액 60,000원 240g 나비뜨란 전남/함평

홍도라지청 18,000원 120g 백초 경남/거창

홍매명초 7,500원 250ml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홍매초 55,000원 375ml*3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홍매흑초 13,000원 375ml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홍매흑초 35,000원 375ml*3 해밀바이오 강원/화천

홍화원액 1,500원 1포 참달성 대구/달성

화분 청국장 분말 11,000원 200g 솔담콩 경북/울진

황금씨앗 무화과잼 5,500원 290g 황금씨앗 전남/영암

황도잼 8,000원 250g 풍원농원 경기/이천

황진숙발효한삼진액 33,000원 80ml*5 푸새엔지 강원/정선

황태 볶음장 10,000원 2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황토방청국장 5,000원 300g 홍주발효식품 충남/홍성

대추현미산자 6,600원 35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대추현미엿 200g 3,600원 20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대추현미엿강정 3,300원 12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도라지정과 23,000원 160g 서가도라지정과 경북/경주

도라지정과 150,000원 750g 솟을터 전북/장수

딸기칩 4,500원 25g 새아침 경북/상주

똑똑한서리태들깨강정 7,500원 180g 메밀꽃피는항아리 전북/남원

라이스팝심쿵 단호박 3,500원 9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라이스팝심쿵 산들바다 3,500원 9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라이스팝심쿵 양파 3,500원 9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매화장수쌀엿 300g 5,000원 300g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매화장수쌀엿 600g 10,000원 600g 매야전통식품 경북/울진

바나나 쌀과자 1,200원 22g 깊은숲속행복식품 전북/익산

밤양갱 3,100원 (40g*3) 밤뜨래 충남/부여

밤양갱(40g*3*4개)(행사) 11,000원 40g*3*4개 밤뜨래 충남/부여

밤양갱선물세트 9,800원 40g*9 밤뜨래 충남/부여

배칩 4,200원 30g 새아침 경북/상주

보리 누룽지 13,000원 9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보리누룽지 4,800원 30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보은대추유과 2,900원 11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부각 반찬용 2,300원 4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 반찬용 12,000원 22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 전통맛 2,300원 4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 전통맛 12,000원 22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 카레맛 2,400원 4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다시마 2,500원 40g 예미담 전북/남원

부각다시마 13,000원 220g 예미담 전북/남원

사과를품은 '머거바' 15,000원 2g*60포 백만돌이 전북/장수

사과우리밀약과 120g 6,000원 12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사과우리밀약과 180g 10,000원 18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사과칩 4,200원 30g 새아침 경북/상주

사과칩 4,500원 25g 장수드림협동조합 전북/장수

살구칩 4,500원 30g 새아침 경북/상주

생명쌀현미과자 2,600원 6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서리맞은 무엿 33,000원 250g 정드림 전북/남원

서산 감태조청 캬라멜 6,800원 70g/20ea 송원식품 충남/서산

서산 생강조청 캬라멜 6,800원 70g/20ea 송원식품 충남/서산

서해오색한과 4,500원 150g 서해한과 전북/군산

순수오밤칩 6,500원 40g 농사법인㈜유기샘 충북/충주

신공주알밤칩 3,600원 50g 신공주밤생산 충남/공주

쌀강정팩 5,000원 210g 칠갑산어머니한과 충남/청양

쌀누룽지 12,000원 9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쌀누룽지 2,800원 150g 오성푸드 전북/김제

쌀엿강정 6,300원 250g ㈜안복자한과 전남/담양

쌀튀밥강정 4,000원 300g 한비즌 전북/장수

씨튼 우리밀 마늘빵 2,800원 10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아로니아 크런치 4,000원 9.5g *12 폴스베리㈜ 경기/이천

아로니아,현미,귀리오곡칩
세트상품

15,000원 50g*6봉지 가람식품 경기/여주

안복자유과 6,300원 150g ㈜안복자한과 전남/담양

야채 쌀과자 1,200원 22g 깊은숲속행복식품 전북/익산

양파미라인 4,500원 100g 생활개선가공사업 충남/청양

양파스낵 2,500원 6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오곡누룽지 4,800원 30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오희 9,900원 700g 한비즌 전북/장수

와송들깨스낵(볶은발아현미) 4,500원 90g 메밀꽃피는항아리 전북/남원

와송들깨스낵(붉은흑미) 4,500원 90g 메밀꽃피는항아리 전북/남원

우리나라맛밤 2,200원 50g 밤뜨래 충남/부여

우리나라맛밤(50g*5)(행사) 10,000원 50g*5 밤뜨래 충남/부여

우리밀 구운 두부과자 3,500원 10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우리밀손약과 6,600원 40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우리밀약과 4,500원 130g ㈜안복자한과 전남/담양

우리쌀전병 김 5,000원 144g (주)대두식품 서울/서초

우리쌀전병 땅콩 5,000원 144g (주)대두식품 서울/서초

우리쌀전병 세트 14,000원 144g (주)대두식품 서울/서초

우리쌀전병 흑임자 5,000원 144g (주)대두식품 서울/서초

울금한과 6,000원 200g 세종한과 세종/세종

간  식
지역의 농산물로 건강하게 만든

(오곡)건강현미쌀과자 2,300원 7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오곡)건강현미쌀과자 4,300원 18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감자부각 3,000원 35g 소백산아래 경북/영주

강원도 찰강냉이 3,900원 160g 이천쌀강정 경기/이천

검정깨스낵 2,500원 65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고구마말랭이 12,500원 70g*5 하영농원 경기/이천

고구마말랭이 3,000원 70g 하영농원 경기/이천

고소한 깨강정 170g 8,000원 170g 서해한과 전북/군산

고소한 깨강정 350g 15,000원 350g 서해한과 전북/군산

곰보배추누룽지 5,800원 320g 순천順하늘㈜ 전남/순천

공주맛밤 1,550원 50g 농가애 주식회사 충남/공주

구기자미라 인 4,500원 100g 생활개선가공사업 충남/청양

구기자한과사각3호 15,000원 800g 칠갑산어머니한과 충남/청양

구기자한과팩 5,000원 210g 칠갑산어머니한과 충남/청양

구운단호박한과 실속포장 3,000원 3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구절초한과 7,000원 220g 세종한과 세종/세종

김부각 5,400원 60g ㈜안복자한과 전남/담양

깨강정 10,000원 300g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꿩엿 25,000원 250g 제주민속식품 제주도/제주

끓임&탕수 누룽지 6,500원 400g 오성푸드 전북/김제

누룽지 4,000원 280g 참달성 대구/달성

누룽지 10,000원 800g 참달성 대구/달성

누룽지선물 28,000원 150g*10 오성푸드 전북/김제

다온한과 전통쌀엿 7,000원 150g 양동민속한과다온 경북/경주

다온한과 찹쌀유과 12,000원 140g*2 양동민속한과다온 경북/경주

단감칩 4,300원 30g 새아침 경북/상주

단호박 쌀과자 1,200원 22g 깊은숲속행복식품 전북/익산

단호박스낵 2,500원 6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단호박한과 실속포장 230g 12,000원 23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단호박한과 실속포장 90g 4,500원 90g 홍천명품한과 강원/홍천

대바구니세트 29,000원 70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대추유과 340g 7,000원 34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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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과세트 2호 15,000원 55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유기농유아용백미쌀과자 1,200원 22g 깊은숲속행복식품 전북/익산

유기농현미약콩뻥과자 2,000원 75g 비룡유기농 충북/괴산

윤왕순수제편강 15,000원 3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이천쌀 백미 뻥튀기 3,900원 120g 이천쌀강정 경기/이천

이천쌀 현미 강정 5,900원 160g 이천쌀강정 경기/이천

이천쌀 현미 뻥튀기 3,900원 120g 이천쌀강정 경기/이천

자색고구마 쌀과자 1,200원 22g 깊은숲속행복식품 전북/익산

자색고구마스낵 2,500원 6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 갱조각엿 8,000원 4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 땅콩깨
조각엿

10,000원 4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 생강엿 9,000원 4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바우 치악산 황골 흑미엿 10,000원 4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장수사과정과 20,000원
160g 
(5g*32개입)

한비즌 전북/장수

정가네쌀누룽지 15,000원 80g*10 안성들풀 전북/무주

제주밥씸 누룽지 가파도청보리 10,000원 18g*12팩 (주)제주마미 제주도/제주

제주밥씸 누룽지 산듸쌀 10,000원 18g*12팩 (주)제주마미 제주도/제주

조은아이 쌀과자11종 2,500원 30g 한비즌 전북/장수

조청바른유과 백미찹쌀 5,000원 140g 양동민속한과다온 경북/경주

조청바른유과 아로니아 6,000원 140g 양동민속한과다온 경북/경주

조청바른유과 흑미찹쌀 6,000원 140g 양동민속한과다온 경북/경주

직지 5분도 현미 누룽지 5,000원 240g 황악협동조합 경북/김천

진저원 하루편강 800원 15g 향토건강식품 전북/완주

진저원 하루편강믹스 800원 15g 향토건강식품 전북/완주

착한농부쌀과자 2,300원 10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찹쌀누룽지 19,500원 1.7k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찹쌀유과 3,500원 150g 서해한과 전북/군산

찹쌀유과 4,000원 200g 한비즌 전북/장수

찹쌀현미누룽지왕 3,800원 28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찹쌀현미누룽지왕 9,800원 80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채소후레이크 6,800원 20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천수만찹쌀유과 2,900원 100g 천수만생강한과 충남/서산

초코볼 6,800원 24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춘자씨네 사과칩 3,200원 22g 모모씨네 충북/보은

코코아스낵 2,500원 7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파우치 DMZ 초콜릿 10,000원 100g 디엠제트드림푸드 경기/파주

파우치 DMZ 초콜릿 세트 36,000원 400g 디엠제트드림푸드 경기/파주

편강 10,000원 150g 천수만생강한과 충남/서산

포켓누룽지(청현미) 1,200원 50g 어울림(유) 전북/군산

포켓밀누룽지 1,300원 50g 어울림(유) 전북/군산

포켓보리누룽지 1,300원 50g 어울림(유) 전북/군산

포켓통곡물누룽지 1,300원 50g 어울림(유) 전북/군산

표고버섯뻥 5,000원 150g 함지박(주) 충남/청양

하동녹차크리스피롤 10,000원 450g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하효맘감귤과즐 8개입 6,000원
8개입(30g*8EA
_240g)/봉

하효살롱협동조합 제주도/서귀포

해와달과별 6,800원 240g 씨튼재활센터 광주/광주

해초누룽지 1,200원 80g ㈜새벽바다 전남/완도

허니한입강정 2,250원 50g 우포라이스텍 경남/창녕

현미 누룽지 12,000원 460g 토토미누룽지 강원/원주

현미누룽지 4,800원 300g 쌍지뜰전통식품㈜ 전남/순천

현미누룽지 2,800원 150g 오성푸드 전북/김제

현미대추과자 3,300원 70g 보은대추한과 충북/보은

현미미라인 4,000원 100g 생활개선가공사업 충남/청양

호끌락칩스 20g 1,500원 20g (주)제주마미 제주도/제주

호끌락칩스 60g 3,000원 60g (주)제주마미 제주도/제주

호끌락칩스 감귤쌀칩 3,000원 25g (주)제주마미 제주도/제주

황금씨앗 라이스칩 1,200원 40g 황금씨앗 전남/영암

황금씨앗 라이스칩 2,000원 80g 황금씨앗 전남/영암

황치골 누룽지 산채 3,500원 100g 지리산황치마을 전북/남원

황치골 누룽지 세트 28,500원 900g 지리산황치마을 전북/남원

황치골 누룽지 오분도미 3,000원 100g 지리산황치마을 전북/남원

황치골 누룽지 현미 3,000원 100g 지리산황치마을 전북/남원

흑두루미쌀누룽지 6,500원 400g 순천順하늘㈜ 전남/순천

꽁지가 물어온 사과칩 2,500원 15g 안동건씨네 경북/안동

대추칩 22,000원 70g*5 우공원 경북/군위

대추칩 8,000원 70g*2ea 우공원 경북/군위

우리아이 딸기칩 4,950원 15g 장뜰 충북/증평

우리아이 배칩 4,950원 15g 장뜰 충북/증평

우리아이 사과칩 4,950원 15g 장뜰 충북/증평

건강식품
원재료가 좋은 지역의

9곡 미숫가루 5,000원 350g 가래울 경기/포천

KJY숙성꿀 48,000원 1kg 여디디야 전북/무주

KJY완숙꿀 39,000원 300g 여디디야 전북/무주

감로꿀 14,500원 270g 꿀건달 서울/성북

감로꿀 20,000원 350g 꿀건달 서울/성북

개다래생식환 35,000원 200g 참달성 대구/달성

개랭이 고들빼기환 35,000원 180g 순천고들빼기 전남/순천

검정콩가루 12,000원 250g 가래울 경기/포천

경익단 70,000원 5g*10환 구록원 충북/보은

고원정기홍삼 67,500원 90ml*30 진안당 전북/진안

공주알밤진묵가루 1kg 30,000원 1k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공주알밤진묵가루 250g 9,000원 250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공주알밤진묵가루 500g 17,000원 500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광명버섯 분말 6,500원 5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구기자분말 44,000원 120g*1통 나눔 충남/청양

구기자분말 22,000원 150g 알토란 충남/청양

구기자분말 셋트 86,000원 240g(120g*2) 나눔 충남/청양

구기자프로바이오틱스 30,000원 105g 알토란 충남/청양

구지뽕분말 29,000원 100g 다약정 경북/울진

기피들깨가루 10,000원 250g 가래울 경기/포천

꿀에 빠진 벌집꿀 33,000원 280g 어반비즈서울 서울/성동구

꿀에 빠진 숙성꿀 29,000원 280g 어반비즈서울 서울/성동구

남해섬 통흑마늘 40,000원 1Kg 남해섬흑마늘㈜ 경남/남해

너하나면돼 레드비트 파우더 9,000원 50g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늘솔길 맑은울금분말 12,000원 200g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맑은울금환 10,500원 200g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모링가분말 12,000원 100g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모링가환 22,000원 200g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여주환 11,000원 200g 늘솔길(주) 전남/순천

다가진 하루동안 90,000원 10ml*30 ㈜에코파낙스 전북/진안

단호박분말 8,500원 20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달인꿀 밤나무 12,000원 21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달인꿀 밤나무꽃 5,000원 1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달인꿀 아까시아 5,000원 1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달인꿀 아카시아 12,000원 21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달인꿀 야생화 12,000원 210ml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달인꿀 야생화꽃 5,000원 10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더 건강한 풋사과분말 11,000원 80g 숲속에사과 경남/거창

더 건강한 풋사과분말 15,000원 120g 숲속에사과 경남/거창

더진한 다시분말세트 55,000원 6종 기쁨농원 전남/장흥

더진한 다시분말세트 (표고) 30,000원 3종 기쁨농원 전남/장흥

더진한 다시분말세트 (혼합) 31,000원 3종 기쁨농원 전남/장흥

도라지가루 10,000원 50g 하늘농가 경기/남양주

도라지발효고 8,000원 8g*5 남영제약(영) 전북/무주

도토리묵가루 1kg 39,000원 1k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도토리묵가루 500g 20,000원 500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동결건조 순아로니아100 분말 10,000원 100g 가람식품 경기/여주

동결건조 아로니아분말 13,000원 100g 지리산송지 경남/함양

두유가루 8,000원 200g 솔담콩 경북/울진

들깨가루 5,500원 250g 가래울 경기/포천

때죽꿀 17,000원 55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레드비트분말 14,000원 20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력 꽃벵이 환 (1세트) 110,000원 100g*2Bottle 기스락굼벵이 경남/창원

마분말스틱 14,900원 300g 부용농산 경북/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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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분말파우치 11,900원 300g 부용농산 경북/안동

맛깔나게 한스푼 울금분말 5,500원 90g 황금씨앗 전남/영암

명월초생식환 35,000원 190g 참달성 대구/달성

모링가 발효환 35,000원 120g(4g*30) 순천만모링가 전남/순천

모링가 분말 35,000원 100g 순천만모링가 전남/순천

모링가 환 45,000원 170g 순천만모링가 전남/순천

발아오색 미숫가루 7,500원 18g*8ea 미실란 전남/곡성

발아오색 미숫가루 21,000원 18g*30ea 미실란 전남/곡성

발효산양삼 189,000원 5년근 10뿌리 동인발효삼 강원/평창

발효산양삼 환 90,000원 10개입 동인발효삼 강원/평창

발효생강 14,500원 300ml 신의터농원 경북/상주

밤꽃꿀 14,000원 5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밤꽃꿀 10,000원 3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밤꽃꿀 17,000원 55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밤꿀 19,000원 1kg 구봉부부양봉원 전북/진안

밤꿀 14,500원 270g 꿀건달 서울/성북

밤꿀 16,000원 500g 농가벌꿀 전북/진안

밤꿀 23,000원 600g 하니랜드 경기/남양주

벌꿀 아카시아 50,000원 2.4kg 민두벌꿀 강원/양구

벌꿀 야생화 50,000원 2.4kg 민두벌꿀 강원/양구

벌화분 20,000원 300g 허니목화 전북/순창

베담홍 25,000원 60ml*5 삼꽃향기 강원/정선

봉밀홍삼절편 7,000원 20g*1 송화수홍삼 전북/진안

뽕잎환 15,000원 25g 수미다정 전남/해남

산따라 꿀따라 산꿀 12,000원 250g 꿀따는 사람들 충북/영동

산벚꽃꿀 30,000원 1.2kg 농가벌꿀 전북/진안

산벚나무꿀 14,500원 270g 꿀건달 서울/성북

산벚나무꿀 20,000원 350g 꿀건달 서울/성북

산수유환 22,500원 110g 선명농원 전남/구례

산애들애 강화쑥환 20,000원 130g 산애들애 인천/강화

산애들애강화쑥분말 10,000원 200g 산애들애 인천/강화

산약초 마분말 20,000원 500g 북안동농협 경북/안동

산양삼 50,000원 5년근 5뿌리 동인발효삼 강원/평창

삼채환 60,000원 100g ㈜큰빛바이오 경남/진주

색다른청국장 분청 가바 36,000원 4g*60포 참옻들 충북/옥천

색다른청국장 분청 감귤 36,000원 4g*60포 참옻들 충북/옥천

색다른청국장 분청 녹차 36,000원 4g*60포 참옻들 충북/옥천

색다른청국장 분청 아로니아 36,000원 4g*60포 참옻들 충북/옥천

색다른청국장 분청 풋사과 36,000원 4g*60포 참옻들 충북/옥천

생강가루 7,000원 50g 완주봉상생강조합 전북/완주

수비드 라즈베리 13,000원 250g 그랜파 경북/상주

수비드 멀베리 13,000원 250g 그랜파 경북/상주

수비드 블루베리 14,000원 250g 그랜파 경북/상주

수비드 아로니아베리 12,000원 250g 그랜파 경북/상주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12,000원 10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27,500원 240g 오곡백과(주) 충남/예산

아로니아 발효마늘환 60,000원 120g+30g 소세골농장 충북/단양

아로니아 분말 4,000원 30g 주식회사파인베리 경북/봉화

아로니아 분말 11,000원 100g 주식회사파인베리 경북/봉화

아로니아 분말 45,000원 100g*2 폴스베리㈜ 경기/이천

아로니아 분말 25,000원 200g ㈜호성농업법인 전남/나주

아로니아 환 12,000원 100g 주식회사파인베리 경북/봉화

아로니아동결분말 11,000원 100g 싱싱채농원 전남/장성

아로니아분말 30,000원 90g*3 강원청정아로니아 강원/정선

아로니아분말 13,500원 120g 영주마실푸드앤헬스 경북/영주

아로니아분말 40,000원 5g*60 뫼농장가족 경북/상주

아로니아환 17,000원 150g 보령테크 충남/보령

아이사랑선식 30,000원 210g 알토란 충남/청양

아카시아꿀 14,000원 5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아카시아꿀 10,000원 3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아카시아꿀 19,000원 1kg 구봉부부양봉원 전북/진안

아카시아꿀 14,500원 270g 꿀건달 서울/성북

아카시아꿀 20,000원 350g 꿀건달 서울/성북

아카시아꿀 20,000원 600g 하니랜드 경기/남양주

아카시아벌꿀 16,000원 500g 농가벌꿀 전북/진안

안동마 14,000원 10g*30 북안동농협 경북/안동

애담향 생쑥가루 14,000원 100g 애담 인천/강화

야생화꿀 13,000원 5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야생화꿀 10,000원 30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약쑥마당 쑥환 22,000원 150g 애담 인천/강화

어성초생식환 30,000원 160g 참달성 대구/달성

연근가루 15,000원 150g 연의하루 경북/구미

연근분말 9,600원 200g 돈박 경남/밀양

연다원 프리미엄 새싹보리분말 10,000원 150g 다농식품 전북/고창

연잎가루 15,000원 150g 연의하루 경북/구미

연잎분말 12,000원 200g 돈박 경남/밀양

열매분말 15,000원 150g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예뻐지는 아로니아 22,000원 150g 호야농장 전북/고창

옛향기들깨가루 9,000원 300g 옛향기마을방앗간 충남/서산

오래뜰 표고버섯
표고버섯 가루 100g

7,000원 10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옹기숙성 새우가루 7,000원 100g 신안새우젓㈜ 전남/신안

옻나무꿀 17,000원 55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와송분말 20,000원 50g 다약정 경북/울진

와포햇살 들깨가루 8,000원 250g 와포햇살 전남/고흥

요리생강 9,500원 300ml 신의터농원 경북/상주

우리밀백밀가루 2,500원 800g 광의면특품사업단 전남/구례

우리밀통밀가루 2,500원 800g 광의면특품사업단 전남/구례

유기농 발효마늘환 46,000원 200g 소세골농장 충북/단양

유기농 볶음콩가루 7,830원 18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생콩가루 6,650원 18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쌀가루 4,680원 30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울금가루 8,800원 55g 선농생활 경기/이천

유기농 찹쌀가루 5,220원 300g 장뜰 충북/증평

으뜸천마 20,000원 80ml*10 남영제약(영) 전북/무주

은행분 30,000원 250g 은행목원 전남/나주

은행환 13,200원 130g 은행목원 전남/나주

의성농산 구운마늘환 33,000원 250g 의성농산 경북/의성

의성농산 구운마늘환 65,000원 250g*2병 의성농산 경북/의성

작두콩 분말 12,000원 250g 블루팜 전남/장성

잡화꿀 19,000원 1kg 구봉부부양봉원 전북/진안

잡화꿀 20,000원 600g 하니랜드 경기/남양주

장수흑홍삼환 60,000원 120g 장수홍삼 전북/장수

정선장생더덕 2,000원 100ml 그림바위농장 강원/정선

진한모금흑마늘 70,000원 10ml*60포 의성농산 경북/의성

찐생강가루 12,000원 40g 정드림 전북/남원

찔레꽃벌꿀 16,000원 500g 농가벌꿀 전북/진안

착한 프로폴리스 60,000원 100ml 안동착한농장 경북/안동

착한벌꿀(밤꿀) 10,000원 400g 안동착한농장 경북/안동

착한벌꿀(아카시아꿀) 10,000원 400g 안동착한농장 경북/안동

착한벌꿀(야생화꿀) 10,000원 400g 안동착한농장 경북/안동

참쑥분말 9,500원 300g 참달성 대구/달성

천년초 열매분말 30,000원 300g 풍성한천년초농원 전남/목포

천년초 줄기분말 30,000원 300g 풍성한천년초농원 전남/목포

천년초줄기분말 15,000원 150g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마발효고 9,000원 10g*5 남영제약(영) 전북/무주

천마환 46,000원 180g 백초 경남/거창

천삼청과 115,000원 240g 조복산삼 경기/남양주

천연꿀 세트(2종) 27,000원 270g*2 꿀건달 서울/성북

천연꿀 세트(3종) 15,300원 50g*3 꿀건달 서울/성북

천연꿀 세트(3종, 보자기) 21,000원 50g*3 꿀건달 서울/성북

천연조미료-다시마분말 8,000원 9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멸치분말 8,000원 85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보리새우분말 8,000원 8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표고버섯분말 8,000원 35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혼합분말 9,000원 85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홍새우분말 9,000원 7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홍합분말 9,000원 8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천연조미료-황태분말 9,000원 6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청국장환 15,000원 300g 장단콩청정식품 경기/파주

친환경 연근가루 10,080원 180g 장뜰 충북/증평

칡 분말 12,000원 250g 블루팜 전남/장성

콩가루 5,000원 250g 가래울 경기/포천

콩가루 7,500원 30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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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꿀 내츄럴 13,000원 185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크림꿀 딸기 14,000원 185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크림꿀 레몬 18,000원 185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크림꿀 시나몬 14,000원 185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크림꿀 코코아 14,000원 185g 토종벌의 꿈 경기/양평

태백 산죽분말 30,000원 100g*1팩 태백산생태마을 강원/태백

파아프 템페 5,000원 200g 파아프(PaAp) 충남/태안

표고버섯분말 8,000원 100g 가람식품 경기/여주

표고분말 12,000원 150g 곰실농원 경북/구미

표고분말가루 9,000원 20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표고절편 10,000원 20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풋사과분말 12,000원 150g 영주마실푸드앤헬스 경북/영주

풋사과분말 20,000원 200g 잭과사과나무 경북/청도

피나무꿀 17,000원 550g 강원허니원 강원/영월

한담생강가루 6,000원 50g 농업법인에버그린 충남/서산

한입에쏙흑마늘 58,000원 16g*30봉 의성농산 경북/의성

함초분말 42,000원 400g 순천만함초 전남/순천

함초환 55,000원 500g 순천만함초 전남/순천

행복한아이홍삼 1,400원 100ml 장수홍삼 전북/장수

향신 10,000원 20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홍삼도라지 인후보 89,100원 10ml*60 진안당 전북/진안

홍삼정 골드 45,000원 50g 송화수홍삼 전북/진안

활 꽃벵이 분말 (1세트) 110,000원 100g*2Bottle 기스락굼벵이 경남/창원

황실진고 11,000원 10g*5 남영제약(영) 전북/무주

흑삼에브리진생마일드 1,500원 10mL*1 금산흑삼㈜ 충남/금산

흑삼하늘천과 6,300원 30g*1 금산흑삼㈜ 충남/금산

흑삼하루절편 5,600원 20g*1 금산흑삼㈜ 충남/금산

흑화고 12,000원 20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홍삼정과 180,000원 750g 솟을터 전북/장수

농산물
지역의 우수한

상황버섯원물 10,000원 30g 한여울바이오밸리 경기/연천

상황버섯원물 80,000원 250g 한여울바이오밸리 경기/연천

영양버섯밥 4,500원 5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영양산채밥 4,000원 5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5분 ok 곤드레 7,000원 80g 평창팜 강원/평창

가평잣 10,000원 140g 가평군산림조합 경기/가평

가평잣 32,000원 500g 가평군산림조합 경기/가평

가평잣 3캔 33,000원 140g*3 가평군산림조합 경기/가평

가평잣 5캔 53,000원 140g5 가평군산림조합 경기/가평

감또개 5,500원 250g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감말랭이 9,500원 300g 누리는농부 경남/함양

감말랭이 3,500원 250g 상주구마이곶감 경북/상주

감말랭이 파우치 1,600원 63g 네이처팜 경북/청도

강호청찰보리쌀 5,000원 1kg 지내들 전남/영광

개척1호콩으로 볶은 콩알콩알 2,200원 80g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거봉포도 20,000원 2kg 칠갑산포도송이 충남/청양

건 잎새버섯 8,000원 소양강버섯 강원/춘천

건가지 4,000원 200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건가지 100g 2,500원 100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건강한 기찬 꾸러미 35,000원 10kg이내 영암로컬푸드 전남/영암

건고사리 8,500원 80g 금향다원 경남/하동

건고사리 6,000원 1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건고추잎 3,990원 80g 건농 경기/남양주

건나물(고사리) 11,000원 100g 농장새순 전북/순창

건목이버섯 9,990원 50g 새암농장 경기/용인

건무화과 10,000원 100g 수미다정 전남/해남

건슬라이스 표고버섯 3,500원 50g 경주청운농장 경북/경주

건오미자 12,000원 200g 인제명품오미자 강원/인제

건잎새버섯 사각 8,000원 소양강버섯 강원/춘천

건조 노루궁뎅이 버섯 12,000원 50g 청도버섯아재 경북/청도

건조 표고버섯 8,000원 100g 청도버섯아재 경북/청도

건조 흑목이버섯 10,000원 60g 청도버섯아재 경북/청도

건조표고버섯 10,000원 150g 곰실농원 경북/구미

건취나물 4,500원 80g 금향다원 경남/하동

건토란 5,000원 80g 금향다원 경남/하동

경산대추 별초 10,800원 500g 농업법인한반도 경북/경산

경산대추 특초 9,000원 500g 농업법인한반도 경북/경산

경산대추칩 3,900원 50g 농업법인한반도 경북/경산

고대미 삼색 맞춤쌀 15,000원 1kg/1kg/삼종맞춤쌀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고대미 오종 맞춤쌀 13,5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고사리 10,000원 100g 뫼농장가족 경북/상주

고사리 7,900원 5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고추랑가루랑 햇살초
GOLD순한맛

32,000원 1kg 청양고추가공공장 충남/청양

고춧가루(매운맛) 13,000원 5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고춧가루(보통맛) 12,000원 5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곤드레 5,500원 1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곤드레 4,950원 5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곰취 5,300원 5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곶감 17,000원 370g 누리는농부 경남/함양

곶감 5,000원 5개 뫼농장가족 경북/상주

곶감 1과 1,200원 1팩 상주구마이곶감 경북/상주

곶감 2과 1,800원 1팩 상주구마이곶감 경북/상주

곶감선물세트 35,000원 60g+100g*4 네이처팜 경북/청도

광명버섯 쌀 5,000원 5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국산 무농약 귀리쌀 19,000원 1k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국산 무농약 메밀쌀 10,000원 500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국심미 19,800원 1.8kg ㈜국심 경남/창원

기찬미 14,500원 2.5kg 우포라이스텍 경남/창녕

나눔딸기 9,900원 1kg 나눔딸기 충남/서산

나물 눈개승마 12,000원 80g 평창팜 강원/평창

누리찰보리쌀 3,000원 1kg 지내들 전남/영광

눈개승마 8,800원 6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당신의미인 대추칩 3,000원 60g 구록원 충북/보은

동고 종합선물세트 38,900원 340g 기쁨농원 전남/장흥

말린시래기(무청) 3,000원 180g 뫼농장가족 경북/상주

메밀가루 10,000원 500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메밀가루 12,000원 600g 한라산아래첫마을 제주도/서귀포

메밀쌀 11,000원 600g 한라산아래첫마을 제주도/서귀포

무농약 배 55,000원 7.5kg(10~11과) 성림농장 전북/김제

무농약 배 45,000원 7.5kg(12~13과) 성림농장 전북/김제

무농약자연건조목이버섯 10,000원 35g 안성엄마손꾸러미 경기/안성

무말랭이 4,000원 2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미니곶감 20,000원 1kg 네이처팜 경북/청도

미모현미 3,000원 140g 우포라이스텍 경남/창녕

미역취나물 5,000원 1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믿음봄과가을세트1호 45,000원 420g 믿음 전남/강진

반건시 10,000원 10개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반건시 곶감 9,000원 500g 은자골정보화마을 경북/상주

발아 보리 8,000원 500g 물과산소 경기/김포

발아 팥 12,000원 400g 물과산소 경기/김포

발아밀 8,000원 400g 물과산소 경기/김포

발효귀리 6,500원 400g 상생 경북/상주

밥은행 10,000원 130g 은행목원 전남/나주

밥할때 울금 6,500원 3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밥할때 표고 6,500원 3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배 시세 7.5kg(8~13개) 경일농원 경기/안성

백아산꽃송이버섯 80,000원 100g(50g*2) 백아산꽃송이버섯 전남/화순

보은건대추 13,000원 1kg 보은대추산외농원 충북/보은

보은건대추 7,000원 500g 보은햇살푸드 충북/보은

보은건대추(특) 18,000원 1kg 보은햇살푸드 충북/보은

보은대추스넥 2,000원 40g 보은대추산외농원 충북/보은

보은대추편 4,600원 100g 구록원 충북/보은

복숭아말랭이 7,500원 80g 풍원농원 경기/이천

볶은 발아오곡 15,000원 450g 청도산골농장 경북/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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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둥글레 7,500원 2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볶은무말랭이 5,500원 150g 건강보듬 전북/군산

볶은콩 백태 3,000원 100g 디엠제트드림푸드 경기/파주

볶은콩 서리태 4,000원 100g 디엠제트드림푸드 경기/파주

볶음땅콩 10,500원 450g 선운산농협 전북/고창

부지깽이 5,000원 1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블루베리 상품1kg 28,000원 1k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블루베리 선물세트 40,000원 520g*2 블루베리로이 경기/연천

비단초고춧가루 7,000원 110g 영월농협 강원/영월

사과 만생종(제수용) 60,000원 5k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사과 부사 43,000원
특대(5kg)
:12-14과

장수 민채네사과 전북/장수

사과 조생종(제수용) 65,000원 5k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사과 홍로 43,000원
특대(5kg)
:12-14과

장수 민채네사과 전북/장수

산꿀자연송이 48,000원 110g*3 대솔 강원/양양

산꿀자연송이 38,000원 200g*2 대솔 강원/양양

산나물(각종나물) 5,500원 80g 농장새순 전북/순창

산수유건피 6,000원 110g 선명농원 전남/구례

삼백초 5,000원 1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상황버섯 28,000원 90g 행복한상황 경남/산청

생 건무화과 8,000원 100g 무화담㈜ 전남/해남

샤인머스켓 3수 45,000원 1kg(포장상자) 홍영귀 경북/상주

샤인머스켓 4수 40,000원 1.5kg(포장상자) 홍영귀 경북/상주

샤인머스켓 5수 29,000원 5수 홍영귀 경북/상주

샤인머스켓 600g 16,500원 600~700g(송이) 홍영귀 경북/상주

쇠비름 5,000원 15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수세미 3,500원 5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숲에서 자란 건 고사리 6,500원 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숲에서 자란 건 곤드레 4,000원 5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숲에서 자란 건 취나물 3,500원 4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숲에서 자란 건 표고버섯 6,500원 60g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스페샬산양유발효미강 50,000원 500g 청도산골농장 경북/청도

시월넛 3호 50,000원 우리호두 경북/김천

시월넛 알호두 세트 30,000원 1kg 우리호두 경북/김천

시월넛6호 50,000원 우리호두 경북/김천

신공주알찬깐밤 진공포장 4,000원 200g 신공주밤생산 충남/공주

신공주알찬깐밤 진공포장 6,700원 500g 신공주밤생산 충남/공주

신공주알찬깐밤 컵포장 6,300원 250g 신공주밤생산 충남/공주

신공주알찬깐밤 컵포장 9,000원 450g 신공주밤생산 충남/공주

실속반건시 10,000원 45g*10 네이처팜 경북/청도

실속형 24구 23,000원 24구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썸머블랙포도 20,000원 2kg 칠갑산포도송이 충남/청양

아산맑은쌀 18,500원 5kg 영인농협미곡 충남/아산

앉은뱅이 통밀쌀 2,500원 500g 아산제터먹이 충남/아산

애기수염 5,000원 1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애니락 11,000원 20개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어성초 5,000원 1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엽록소통밀 3,900원 500g 어울림(유) 전북/군산

엽록소통보리 3,900원 500g 어울림(유) 전북/군산

엽록소통쌀 3,900원 500g 어울림(유) 전북/군산

엿기름가루 4,000원 500g ㈜새암푸드먼트 전남/영광

영월잣 12,000원 180g 영월잣 강원/영월

영주사과(1.5kg) 10,000원 1.5kg 인우호농장 경북/영주

영주사과3kg(인우호농장) 12,000원 3kg 인우호농장 경북/영주

옛향기볶음참깨 6,000원 120g 옛향기마을방앗간 충남/서산

오래뜰 단일품종 백미 10kg 38,000원 10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단일품종 백미 1kg 4,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유기농 건표고버섯 동고 10,500원 15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유기농 건표고버섯
슬라이스

7,900원 10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유기농 쌀귀리 7,9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진도검정쌀(찰진주) 1kg 6,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진도검정쌀(찰흑미) 1kg 5,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찰수수 10,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찹쌀/찰현미 1kg 5,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찹쌀가루 800g 8,000원 80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팥 13,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표고버섯 슬라이스
건표고버섯 250g

15,000원 25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표고버섯 슬라이스
건표고버섯 80g

6,000원 8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흑미제분(진흑미) 800g 8,000원 800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래뜰 흰찰보리 1kg 4,000원 1kg 성원영농 전남/진도

오색찰보리쌀 5,000원 1kg 지내들 전남/영광

유기 엿기름가루 5,000원 500g ㈜새암푸드먼트 전남/영광

유기농 발아 현미 8,000원 500g 물과산소 경기/김포

유기농 발아오색미 500g 15,000원 500g 미실란 전남/곡성

유기농 발아현미 500g 7,500원 500g 미실란 전남/곡성

유기농 장흥표고 동고 35,000원 250g 기쁨농원 전남/장흥

유기농 장흥표고 슬라이스 22,900원 150g 기쁨농원 전남/장흥

유기농 장흥표고 흑화고 80,000원 400g 기쁨농원 전남/장흥

자두 만생종 40,000원 3.5k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자두 중생종 30,000원 3.5kg 의성군농업연구회 경북/의성

자소엽 5,000원 1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자수정찰보리쌀 5,000원 1kg 지내들 전남/영광

자연송이산삼배양근세트2호 65,000원 500g 대솔 강원/양양

잣 9,500원 140g 한영농산 강원/홍천

잣 9,000원 100g 태백농업 강원/태백

장흥 고대미 가바 현미 6,3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 고대미 가바찰 현미 6,3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 고대미 녹토미 11,0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 고대미 라이신현미 6,3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 고대미 적토미 22,5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 고대미 흑토미 10,000원 1kg 정남진아카데미 전남/장흥

장흥표고와 해물이만났네 9,000원 180g 정남진장흥표고㈜ 전남/장흥

정선건곤드레SET 12,000원 200g(100g*2) 정선군산림조합 강원/정선

정선잣 140g 12,000원 140g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선잣 140g*3 32,400원 140g*3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선잣 140g*5 54,000원 140g*5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선잣 300g 25,000원 300g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선잣 500g 36,000원 500g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선잣 600g 42,000원 600g 명품정선잣공장 강원/정선

정읍명품귀리 9,500원 800g 정읍명품귀리 전북/정읍

진양콩으로 볶은 콩알콩알 2,000원 80g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찰보리가루 5,000원 500g 지내들 전남/영광

찹쌀가루 6,000원 500g 지내들 전남/영광

천년고수6호 32,000원 30ea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천사의땅 해남 고춧가루
(고추장용/매운맛)

14,000원 5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고춧가루
(고추장용/보통맛)

13,000원 5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고춧가루(매운맛) 26,000원 1k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고춧가루(보통맛) 24,000원 1k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고춧가루(청양) 19,000원 5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볶은참깨 7,000원 2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사의땅 해남 생검정깨 10,000원 200g 천사의땅 전남/해남

천연해물다시팩 8,000원 150g 정성깃든 부산/남구

취나물 4,950원 50g 태백농업협동조합 강원/태백

캠벨포도 25,000원 4kg 칠갑산포도송이 충남/청양

큰 곶감 8,800원 8개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토종쌀 녹토미 1kg 8,000원 1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녹토미 3kg 24,000원 3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녹토미 500g 5,000원 500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대추찰 1kg 8,000원 1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대추찰 3kg 24,000원 3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대추찰 500g 5,000원 500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버들벼 1kg 8,000원 1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버들벼 3kg 24,000원 3k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토종쌀 버들벼 500g 5,000원 500g 버들방앗간 충남/공주

통건조 표고버섯 10,000원 100g 경주청운농장 경북/경주

펀치볼씨래기 5,000원 100g 다산푸드시스템 경기/남양주

평창취나물 6,700원 80g 평창팜 강원/평창

평창한끼곤드레 10,000원 10g*5 평창팜 강원/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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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

표고버섯 선물세트 35,000원 450g 곰실농원 경북/구미

표고버섯 선물세트 20,000원 200g 곰실농원 경북/구미

표고슬라이스 10,000원 150g 곰실농원 경북/구미

표고의모든것 60,000원 460g 믿음 전남/강진

한련초 5,000원 100g 건강보듬 전북/군산

해풍 부는 "진도" 건구기자 10,000원 100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해풍 부는 "진도" 건구기자 19,000원 200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햇살대추칩 4,000원 80g 보은햇살푸드 충북/보은

혼합3구 곶감 34,000원 32개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혼합4구 곶감 50,000원 4구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황금씨앗 슬라이스 건 무화과 8,500원 100g 황금씨앗 전남/영암

황잣 지퍼백 32,000원 500g 한영농산 강원/홍천

흑찰보리쌀 5,000원 1kg 지내들 전남/영광

흑화고 종합 선물세트 48,900원 370g 기쁨농원 전남/장흥

흙살림 토종 아주까리밤콩 6,000원 400g 흙살림푸드 충북/괴산

해풍 부는 "진도" 
건구기자 200g

19,000원 200g 메밀꽃유채향 전남/진도

햇살대추칩 4,000원 80g 보은햇살푸드 충북/보은

혼합3구 34,000원 32개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혼합4구 50,000원 4구 상주곶감유통센터 경북/상주

황금씨앗 슬라이스 건 무화과 8,500원 100g 황금씨앗 전남/영암

황잣 지퍼백 32,000원 500g 한영농산 강원/홍천

흑찰보리쌀 5,000원 1kg 지내들영농조합(마) 전남/영광

흑화고 종합 선물세트 48,900원 370g 기쁨농원 전남/장흥

흙살림 토종 아주까리밤콩 6,000원 400g 흙살림푸드 충북/괴산

미용/생활용품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명함집 11,5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컬러링북 17,000원 a4 size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

전북/전주

SALT&BODY로션 39,000원 250g ㈜태평소금 전남/신안

SALT&BODY비누 5,500원 110g ㈜태평소금 전남/신안

SALT&BODY스크럽 49,000원 450g ㈜태평소금 전남/신안

Trend jak 미니파우치 블랙 20,000원 10*12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미니파우치 아이보리 20,000원 10*12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미니파우치 와인 20,000원 10*12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미니파우치 카키 20,000원 10*12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아이패드 집 블랙 80,000원 27.5*21.5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아이패드 집 와인 80,000원 27.5*21.5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Trend jak 아이패드 집 카키 80,000원 27.5*21.5cm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그린티 케어솔루션
마이크로 스크럽 폼

12,000원 150g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그린티 케어솔루션 세트 25,000원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그린티 케어솔루션
에센스 마스크

15,000원 27g*10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그린티 페이셜 마스크 10,000원 23g*10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꽃새안경수건 2세트 6,000원 20*20cm 그랑 서울/종로

꽃새안경수건 낱개 3,000원 20*20cm 그랑 서울/종로

녹차 비누 8,000원 120g 맥녹 전남/보성

마사지솔트 1,500원 500g 영백솔트 전남/영광

물맑은세수 클렌징워터 17,000원 20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미네랄 에센스 30,000원 60ml 영백솔트 전남/영광

민화 안경수건겸 파우치 5,000원 9*18cm 그랑 서울/종로

민화부채 10,000원 32대나무살 그랑 서울/종로

민화쁘띠 스카프 60,000원 55*55cm 그랑 서울/종로

민화손수건 12,000원 45*45cm 그랑 서울/종로

민화스카프 88,000원
180*55/
90*90cm

그랑 서울/종로

민화에코백 25,000원 37*47cm 그랑 서울/종로

민화에코백(소) 10,000원 그랑 서울/종로

민화텀블러 17,000원 350ml 그랑 서울/종로

비온듀 마스크팩 12,000원 8매입 영백솔트 전남/영광

산야초미스트 18,000원 10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산야초세럼 30,000원 5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소옥 하회우산 27,500원 위즈 경북/안동

손목가방 72,0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손수건 8,000원 45x45 백연농가㈜ 강원/영월

솔트 입욕볼 4,000원 75g ㈜태평소금 전남/신안

수성에센스 26,500원 4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스카프 25,000원 180x60 백연농가㈜ 강원/영월

슬리미 50,000원 동흔요 전남/강진

시에라리 the Original
2단 우양산

79,200원 위즈 경북/안동

실크넥타이 32,000원 1개 실키안 경남/통영

실크스카프(1) 18,000원 1개 실키안 경남/통영

실크스카프(2) 32,000원 1개 실키안 경남/통영

아로마 솔트 9,500원 250g ㈜태평소금 전남/신안

아이&영양크림 26,500원 30g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앞치마 65,000원 free 백연농가㈜ 강원/영월

엄지왕두피수 50,000원 200ml 참달성 대구/달성

엄지왕비누 7,000원 1ea 참달성 대구/달성

엄지왕샴푸 35,000원 300ml 참달성 대구/달성

여권지갑 18,0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오일에센스 30,000원 4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우엉때비누 4,500원 1ea 참달성 대구/달성

이순신 크림 10,000원 25g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이지은바를거리 로션 28,000원 13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이지은바를거리
물맑은멱감기 올인원샴푸

17,500원 25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이지은바를거리 미안수 25,500원 13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이지은바를거리 얼굴단장 물분 27,500원 35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자연쑥미인 9,000원 50ml 애담 인천/강화

장지갑(여) 55,0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중지갑(여) 45,0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쪽비누 (올리브) 7,000원 1개 (재)나주시천연염색 전남/나주

참깨 바디 스크럽 18,000원 180g 지리산처럼 전북/남원

참깨 오일로션 25,000원 250ml 지리산처럼 전북/남원

참깨 페이셜 스크럽 15,000원 50g 지리산처럼 전북/남원

참깨오일 마스크팩 12,000원 23ml*4pcs 지리산처럼 전북/남원

천년초 겔(gel) 10,000원 150ml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연수제비누 10,000원 3ea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연수제비누(낱개) 5,000원 1ea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천연염색 기본스카프 40,000원 1개 (재)나주시천연염색 전남/나주

천연염색 넥타이 55,000원 1개 (재)나주시천연염색 전남/나주

천연염색 쪽 넥타이 70,000원 1개 (재)나주시천연염색 전남/나주

천연염색 쪽스카프 100,000원 1개 (재)나주시천연염색 전남/나주

큰빛 삼채비누 60,000원 110g*3 ㈜큰빛바이오 경남/진주

키홀드 14,000원 1개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타이슬링 20,000원 동흔요 전남/강진

파우치 대 27,000원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파우치 소 9,000원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파우치 중 18,000원 민들레누비 경남/통영

퍼퓸 향수졈 멀티 디퓨져 20,000원 100ml 그랑 서울/종로

풋 솔트 3,500원 50g ㈜태평소금 전남/신안

프리미엄 비누 10,000원 120g 맥녹 전남/보성

한국의꽃 차량용디퓨져 8,000원 8ml 그랑 서울/종로

한국의꽃 향수 10,000원 10ml 그랑 서울/종로

한지사 양말세트 18,000원 2족세트 쌍영방적주식회사 전북/익산

핸드폰받침대(꽃) 15,000원 동흔요 전남/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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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서해, 남해, 동해 바다를 품은

음  료
지역의 농산물로 건강하게 만든

호랑이미니에코백 13,000원 24*24cm 그랑 서울/종로

호연지기 로션 28,000원 15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호연지기 미안수 26,500원 15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호연지기 미안수 쉐이빙&워시 22,000원 200ml ㈜이지네이처 서울/금천

화조도손거울 10,000원 10cm(Ø) 그랑 서울/종로

편백치약 10,000원 120g 백련동 편백농원 전남/장성

간장이랑밥이랑 1,000원 1봉 별식품 충남/홍성

간장이랑밥이랑 박스 10,000원 10봉 별식품 충남/홍성

간편미역 8,500원 5g*36 완도바다식품 전남/완도

간편밥다시마 7,000원 8g*20 주식회사바다명가 전남/완도

건다시마 3,500원 200g ㈜새벽바다 전남/완도

건다시마 10,000원 200g*3 주식회사바다명가 전남/완도

건매생이 1봉 1,300원 기장사람들 부산/기장

건멸치(대멸) 6,500원 250g 명선수산 경남/거제

건멸치(세멸) 10,000원 250g 명선수산 경남/거제

건멸치(소멸) 10,000원 250g 명선수산 경남/거제

건멸치(중멸) 10,000원 250g 명선수산 경남/거제

건새우(보리새우) 15,000원 3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건새우(중하새우) 15,000원 3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건새우(홍새우) 20,000원 230g 무안수산 전남/무안

건오징어 1미 5,900원 65g 거창수산 경북/포항

건오징어 3미 16,000원 210g 거창수산 경북/포항

건오징어 5미 25,000원 350g 거창수산 경북/포항

건톳(나물톳) 10,000원 500g 주식회사바다명가 전남/완도

건홍합 15,000원 3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고소한김밥용김 1,500원 1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고소한김밥용김 11,000원 10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고추장굴비 60,000원 600g 대한굴비 전남/영광

곱창재래김 20,000원 100장 주식회사바다명가 전남/완도

구운김[전장10매] 2,300원 20g 장흥무산김㈜ 전남/장흥

구운김[전장5매] 1,150원 10g 장흥무산김㈜ 전남/장흥

굴비(10미) 50,000원 10미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굴비(5미) 25,000원 5미 옥당골신선유 전남/영광

기장다시마 2,500원 80g 기장사람들 부산/기장

기장미역 2,500원 50g 기장사람들 부산/기장

기장하트미역 1,650원 1개 기장사람들 부산/기장

꼬시래기 3,000원 30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매일먹어도 맛있는 구운김 1,700원 20g/5ea 송원식품 충남/서산

매일해초 1,500원 7g ㈜새벽바다 전남/완도

명품미역 140g 5,000원 140g 무안수산 전남/무안

명품미역 420g 13,000원 420g 무안수산 전남/무안

무안갯벌 돌자반볶음 2,800원 60g 무안수산 전남/무안

무안갯벌구운김 20매 3,500원 40g*20 무안수산 전남/무안

무안갯벌구운김(10매) 2,000원 10ea 무안수산 전남/무안

미역귀 5,000원 25g 주식회사바다명가 전남/완도

미역줄기 3,000원 30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바닷바람미역 3,500원 1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밥 지을 때 다시마 8,000원 300g 완도바다식품 전남/완도

밥 지을 때 톳 7,000원 200g 완도바다식품 전남/완도

밥에싸먹는구운감태 6,800원 18g/5ea 송원식품 충남/서산

밥할때 다시마 6,500원 3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밥할때 톳 6,500원 3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불에살짝구운김 1,700원 12g/5ea 송원식품 충남/서산

뿌리다시마 15,000원 600g 무안수산 전남/무안

삼단도시락 1,580원 1팩(3봉) 장흥무산김㈜ 전남/장흥

쇠미역 3,000원 30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싸먹는감태 5,500원 1팩(10매)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쌈다시마 3,000원 30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약찬 다시마 5,000원 200g ㈜씨스타 전남/순천

영광법성포굴비 30,000원
30~31cm,
2.1kg(이상)

대한굴비 전남/영광

영광법성포굴비 가정용 왕특장대 130,000원
22~24cm,
2.2kg(이상)

대한굴비 전남/영광

영광법성포굴비 선물용 오가1호 80,000원
23~24cm,
1.2kg(이상)

대한굴비 전남/영광

옛날애 뱅어포양념구이 5,300원 55g(2ea) 식약동원 충남/공주

옛날애 청태 양념구이 4,800원 50g(4ea) 식약동원 충남/공주

완도 일품 재래김 35,000원 1set(6입) 바다향기 전남/완도

유기혼합1호세트 43,000원 234g 만전식품 경기/하남

일반김 9,000원 100매 장흥무산김㈜ 전남/장흥

입자가고운 감태분말 10,000원 20g 송원식품 충남/서산

자른미역 3,000원 5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자연그대로 생감태 6,000원 10g/5ea 송원식품 충남/서산

조미김[전장5매] 1,450원 15g 장흥무산김㈜ 전남/장흥

쥐치포 21,000원 300g 해광종합식품 경남/삼천포

지주식곱창돌김 8,000원 5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지주식곱창돌김 100매 17,000원 10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지주식곱창돌재래김 100매 29,000원 10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지주식곱창돌재래김 50매 15,000원 50매 무안수산 전남/무안

초살 첫 미역 4,600원 200g ㈜씨스타 전남/순천

컷트미역 600원 10g ㈜새벽바다 전남/완도

톳 3,000원 200g 자연의선물 전남/장흥

학꽁치 16,000원 400g 해광종합식품 경남/삼천포

할아버지 김 8,000원 56g 만전식품 경기/하남

함초자반볶음 3,500원 70g 무안수산 전남/무안

해초모듬 15,000원 100g 바다향기 전남/완도

황태채 12,000원 200g 용대황태 강원/인제

황태포 15,000원 5ea 용대황태 강원/인제

상황버섯액상차 10,000원 90cc*5 한여울바이오밸리 경기/연천

4종 삼각티백 set 16,000원 0.8g*5T*4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7가지 채소차 25,000원 100g 석로다원 경북/경주

DTX-BLACK(디티엑스블랙) 2,000원 340ml 이도 경북/포항

DTX-음료 16,000원 340ml*8 이도 경북/포항

가바녹차 34,900원 2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간디생강차 23,000원 500ml 간디숲속마을 경남/산청

감 발효차 17,900원 500ml 창녕도리원 경남/창녕

감잎차 15,000원 8g 100번길11 경기/화성

감잎차(유리병) 8,000원 15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결명자차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결명자차 틴케이스 14,000원 100g 금향다원 경남/하동

고소한 감로차 3,800원 12g 감로700 강원/강릉

고욤잎차 4,000원 12g 긴물찻집 전북/장수

고흥석류플러스 33,500원 375ml*2 고흥석류친환경 전남/고흥

곰보배추티백차 11,000원 28T 순천順하늘㈜ 전남/순천

광명버섯 차 10,000원 18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굉장한도라지배즙 1,000원 80ml 한도라지 충남/예산

굉장한도라지배즙 박스 29,000원 80ml*30 한도라지 충남/예산

굉장한도라지배즙*10 10,000원 80ml*10 한도라지 충남/예산

굉장한도라지배즙*5 5,000원 80ml*5 한도라지 충남/예산

구기자 전통차 60,000원 60g*2ea/2box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구기자 티백차 5,000원 1.3g*25ea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구기자 티백차 소 18,000원 1.3g*25ea/4box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구기자 티백차 중 24,000원 1.3g*25ea/6box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구수한 감로차 4,800원 12g 감로700 강원/강릉

구아바 잎 12,500원 100g 구아바랜드 경남/의령

구절초꽃차 20,000원 12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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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차 23,000원 40g 석로다원 경북/경주

국화차 20,000원 10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국화차(감국) 30,000원 20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귤피차 100T 12,000원 100g 제주다 제주도/제주

귤피차(선물용) 5,200원 2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긴물차 4,000원 10g 긴물찻집 전북/장수

꽃뫼 맥문동구기차 5,800원 45g 꽃뫼 충남/청양

꽃뫼 맥문동보리차 5,800원 45g 꽃뫼 충남/청양

꽃뫼 맥문동차 5,800원 45g 꽃뫼 충남/청양

꽃뫼 맥문동차 3종세트 18,900원
45g*3박스
(각1박스씩)

꽃뫼 충남/청양

꽃뫼 맥문동차 주전자용 5,800원 40g 꽃뫼 충남/청양

꾸지뽕차 18,400원 2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꿀도라지대추차 7,400원 250g ㈜한터식품 경북/포항

꿀생강차 7,400원 250g ㈜한터식품 경북/포항

꿀차&꿀잼 세트 15,000원 50g*5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나정연근차 25,000원 22.5g*15t 코리아바이오피아 경북/경주

나정연근차골드 30,000원 80g 코리아바이오피아 경북/경주

나정연잎차 25,000원 15g 코리아바이오피아 경북/경주

냉식혜 2,500원 500ml ㈜새암푸드먼트 전남/영광

너하나면돼 레드비트차 23,000원
Gift Set
(25T+Bottle)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너하나면돼 레드비트차 10T 3,500원 1.2g*10T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너하나면돼 레드비트차 25T 11,000원 1.2g*25T(Gift)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너하나면돼 레드비트차 30T 8,000원 1.2g*30T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너하나면돼 비트사과(즙) 33,000원 110ml*30ea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너하나면돼 빨간사과(즙) 25,000원 110ml*30ea (주)예쁘르팜 충북/청주

노각차 8,000원 9.6g ㈜모리 경남/거창

녹차 세작 지통 13,000원 30g 금향다원 경남/하동

농부가짠도라지배즙 800원 120ml 장수식품 전남/나주

농부가짠배즙 600원 120ml 장수식품 전남/나주

농부가짠유자플러스배 1,000원 100ml 장수식품 전남/나주

늘솔길 로스팅 도라지 티백 6,300원 1g*30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로스팅 모링가 티백 6,900원 1g*20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로스팅 여주차 티백 6,500원 1.5g*30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로스팅 작두콩차 티백 6,200원 1g*50 늘솔길(주) 전남/순천

늘솔길 발효아로니아즙 26,000원 100ml*30 늘솔길(주) 전남/순천

다고담차 맥문동차 13,000원 30g(1gx30개) 다고 전남/해남

다고담차 야관문차 13,000원 30g(1gx30개) 다고 전남/해남

다고담차 오가피차 13,000원 30g(1gx30개) 다고 전남/해남

단풍차 15,000원 9g 100번길11 경기/화성

당아욱차 16,000원 3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대추방울토마토즙 700원 1포 세도방울공선 충남/부여

대추차 35,000원 100ml*15 전북수제전통차 전북/익산

더막걸리 6,000원 200g 상생 경북/상주

도라지배바르게 15,000원 120ml*10 (주)참든건강과학 전남/장성

도라지배즙 1,000원 1포 농업회사녹색식품 전남/함평

도라지배즙 24,000원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도라지차 4,900원 50g 부용농산 경북/안동

도라지차 10,000원 1.5g×10 솔지원 경북/봉화

도라지차 틴케이스 14,000원 80g 금향다원 경남/하동

돼지감자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돼지감자차 12,000원 100g 수미다정 전남/해남

돼지감자차 틴케이스 14,000원 50g 금향다원 경남/하동

돼지감자차 파우치 8,500원 150g 금향다원 경남/하동

돼지감자차(티백) 10,000원 30T 모던팜 전남/순천

디티엑스화이트 2,000원 340ml 이도 경북/포항

뚱딴지꽃차 20,000원 10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라벤다(티백) 4,000원 0.8g*5T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레모니(티백) 4,000원 0.8g*5T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로스팅 보리차 3,000원 300g 지내들 전남/영광

로이스티 고급세트 10,000원 1g * 7 블루베리로이 경기/연천

로즈마리(티백) 4,000원 0.8g*5T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마시는 모링가차 8,900원 13g(1g*13) 아들래㈜ 전남/완도

맑은금강솔(액상차) 11,000원 100ml10개입 방주명가 경북/울진

맑은자연 포도즙 5,000원 110ml*5 영동대벤처식품㈜ 충북/영동

맘스초이스 배주스 1,000원 100ml 예당식품주식회사 충남/예산

맘스초이스사과주스 1,000원 100ml 예당식품주식회사 충남/예산

맛있는 헛개나무열매차 5,000원 30g(1.5g*20) 코리아바이오피아 경북/경주

맛있는철학자 감귤즙 8,000원 1000ml 태반의땅제주 제주도/서귀포

매화차 34,000원 8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맥문동 볶음 22,000원 500g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맥문동 일반 17,000원 500g 청양구기자원예 충남/청양

맨드라미차 16,000원 5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메리골드차 15,000원 12g 100번길11 경기/화성

메리골드차 16,000원 8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명작 문경사과주스 30,000원 120ml*20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명작 문경오미자주스 30,000원 120ml*20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명작 문경오미자주스 1ea 1,500원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모과차 15,000원 120g 석로다원 경북/경주

모링가 건조잎 7,200원 50g 아들래㈜ 전남/완도

모링가 차 7,000원 10T 순천만모링가 전남/순천

모링가분말 18,000원 80g 모던팜 전남/순천

모링가차 4종 셋트 30,000원 1g*10(40g) 순천만모링가 전남/순천

모링가차(티백) 15,000원 25T 모던팜 전남/순천

목련꽃차 15,000원 8송이 100번길11 경기/화성

목련꽃차 20,000원 15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목련차 30,000원 8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무 발효차 18,000원 100g 석로다원 경북/경주

무농약 당근착즙쥬스 2,000원 120g ㈜엠알케이 경기/김포

무말랭이차 13,000원 100g 석로다원 경북/경주

무심차 26,500원 4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무우차 7,000원 100g 사비팜 충남/부여

무차(유리병) 8,000원 50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무차(지퍼백) 6,000원 50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무차(티백 유리병) 8,000원 9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무차(티백 지퍼백) 6,000원 9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미니사과주스 15,000원 100ml*20팩 사과깡패주식회사 경기/포천

미니사과주스 30,000원 100ml*50팩 사과깡패주식회사 경기/포천

박종락의 문경오미자주스 30,000원 80ml*30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박종락의 문경오미자주스 1,000원 80ml 문경오미자밸리 경북/문경

박하잎차 대 13,000원 18g 이오두막 충북/영동

박하잎차 소 7,000원 9g 이오두막 충북/영동

발효 콤부차 16,900원 1000ml 강산농원 전남/보성

발효국화꽃차 15,000원 15~19g 100번길11 경기/화성

발효도라지차 9,000원 1.2g*7T 이도 경북/포황

발효적하수오차 9,000원 1.2g*7T 이도 경북/포황

발효차 지통 14,000원 40g 금향다원 경남/하동

발효커피백 17,000원 7gX10 발효미생물(리던) 전북/순창

밥할때 녹차 6,500원 380g 명성제분 전남/나주

백년초차 15,000원 40g 100번길11 경기/화성

백목련차 13,000원 100g 수미다정 전남/해남

백향과잎차 15,000원 8송이 100번길11 경기/화성

버라이어티 7,000원 1g*15+2g*5 제주다 제주도/제주

베툴라워터 3,000원 병 문래농원 강원/정선

보은대추차 5,000원 100ml*5 구록원 충북/보은

보은대추차 23,000원 120ml*25개 보은대추산외농원 충북/보은

보은황토대추즙 25,000원 30포 우송 충북/보은

보은황토대추즙(선물용) 30,000원 30포 우송 충북/보은

복숭아차 34,000원 8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볶은여주차(티백) 12,000원 30T 모던팜 전남/순천

블랜딩 세트 16,000원 40T 보성제다 전남/보성

블루베리 38,000원 80ml*15봉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블루베리 2,500원 80ml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블루베리잎차 18,000원 50g 석로다원 경북/경주

블루베리즙 참조아라 30,000원 80ml*6 홍계와이너리 경북/포항

비트차(티백) 10,000원 25T 모던팜 전남/순천

뽕잎차 4,000원 12g 긴물찻집 전북/장수

뽕잎차 15,000원 25g 수미다정 전남/해남

뽕잎티백 11,000원 25T 수미다정 전남/해남

사과가든 리얼사과주스 25,000원 100ml*25ea 농업회사장수물산 전북/장수

사과가든 리얼사과주스 1,100원 100ml 농업회사장수물산 전북/장수

사과즙 15,000원 30포 백초 경남/거창

사과즙 120g 600원 1개 애플빌 경기/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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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개 1,000원 100ml 사과랑밭이랑농장 강원/정선

산수유발효차 7,500원 (80g*5) 선명농원 전남/구례

산애들애 강화약쑥차 8,000원 1g*30T 산애들애 인천/강화

삼채발효차 60,000원 20g*2 ㈜큰빛바이오 경남/진주

새싹농부 양배추즙 3,500원 100ml*5ea 새싹농부 충남/서산

새싹농부 양배추즙 박스 18,000원 100ml*30ea 새싹농부 충남/서산

새싹농부 양파즙 3,500원 100ml*5ea 새싹농부 충남/서산

새싹농부 양파즙 박스 18,000원 100ml*30ea 새싹농부 충남/서산

생강나무꽃차 15,000원 14g 100번길11 경기/화성

생강나무작설차 4,000원 10g 긴물찻집 전북/장수

생사과즙 1,100원 110ml 장수드림협동조합 전북/장수

생생양파즙 28,000원 120ml*30포 자연나라 전남/무안

생생양파즙 45,000원 120ml*50포 자연나라 전남/무안

서산황토생강즙 17,000원 500g 농업법인에버그린 충남/서산

석류꽃향 8,000원 80ml*10 고흥석류친환경 전남/고흥

선물세트 30,000원 80g 연의하루 경북/구미

속리산 황토사과즙 1,000원 110ml 우송 충북/보은

속리산 황토사과즙(파우치) 500원 110ml 우송 충북/보은

솔잎차 2,500원 500ml 청강원 강원/원주

수국차 17,000원 25g 참달성 대구/달성

수세미도라지배즙 10,000원 100ml*10 구록원 충북/보은

수연차-특급 65,000원 4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수플러스 900원 100ml 인제명품오미자 강원/인제

숙성쑥차 17,000원 2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순수양파즙 13,500원 120ml*30포 자연나라 전남/무안

순수양파즙 21,500원 120ml*50포 자연나라 전남/무안

숨쉬다 15,000원 12g(1.2g*10T) 이도 경북/포항

식혜,보라(300ml) 3,000원 300ml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싱싱세종복숭아즙 7,500원 100g*10 일오삼식품 세종/세종

쌍화차 프리미엄 45,000원 100ml*20 전북수제전통차 전북/익산

쑥꽃차 15,000원 18g 100번길11 경기/화성

쑥차 20,000원 50g 제주다 제주도/제주

쑥차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쑥차 틴케이스 14,000원 30g 금향다원 경남/하동

쑥차 표일배세트 30,000원 쑥잎차+표일배 제주다 제주도/제주

아로니아 생즙 20,000원 45ml*20 연천DMZ블랙 경기/연천

아로니아 생즙 30,000원 45ml*30 연천DMZ블랙 경기/연천

아로니아 착즙주스 35,000원 70ml*10 우송 충북/보은

아로니아100 착즙원액 31,080원 60ml*30 보령테크 충남/보령

아로니아과즙 2,000원 100ml 폴스베리㈜ 경기/이천

아로니아생착즙 12,000원 500ml ㈜호성농업법인 전남/나주

아로니아순100%(원액) 11,700원 50ml*10 영주마실푸드앤헬스 경북/영주

아름다운 가루녹차 5,000원 50g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녹차(다향) 17,000원 30g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녹차(예향) 12,000원 30g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녹차라떼 5,000원 200g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보성녹차 5,500원 50T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보성현미녹차 4,500원 50T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름다운 홍차(금홍) 12,000원 30g 보성제다 전남/보성

아마란스차 15,000원 10g 100번길11 경기/화성

아빠건강커피차 10,000원 96g 약식동원 경기/파주

아카시아꽃차 20,000원 10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아카시차 16,000원 5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알로에베라겔 18,000원 1,050ml 알로에팜 경남/거제

애담향 쑥차 9,500원 30g 애담 인천/강화

야관문차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야관문차 틴케이스 14,000원 30g 금향다원 경남/하동

야관문차(티백) 12,000원 25T 모던팜 전남/순천

야생초잎차 3종지관세트 30,000원 80g 제주다 제주도/제주

야생초차 3종세트 20,000원 각20g*3종 제주다 제주도/제주

야채수 1,200원 1포 농업회사녹색식품 전남/함평

야채수티백 13,900원 1.2g*20 강산농원 전남/보성

양배추사과즙 1,000원 1포 농업회사녹색식품 전남/함평

어가행렬연근차류 8,000원 3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어가행렬우엉차류 8,000원 3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어가행렬장단삼백세트 28,000원 9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어가행렬흑콩차 1,000원 2g 약식동원 경기/파주

어가행렬흑콩차세트 19,000원 3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어린쑥차 4,000원 10g 긴물찻집 전북/장수

어린작두콩깍지차 7,500원 70g 그린로드 전북/익산

어린작두콩깍지차티백 6,600원 1g*15ea 그린로드 전북/익산

어성초 감로차 4,800원 12g 감로700 강원/강릉

엄마건강커피차 10,000원 48g 약식동원 경기/파주

여주차 6,700원 15g 감성 경남/의령

여주차 12,000원 70g 수미다정 전남/해남

여주향기 40,000원 130ml*30 감성 경남/의령

연근연잎차 5,000원 30g(1.5g*20) 코리아바이오피아 경북/경주

연근차 4,500원 50g 돈박 경남/밀양

연근차 4,900원 50g 부용농산 경북/안동

연근차 20,000원 80g 석로다원 경북/경주

연근차 10,000원 150g 참달성 대구/달성

연근차 티백 15,000원 1.5g×34T 연의하루 경북/구미

연잎차 4,000원 10g 긴물찻집 전북/장수

연잎차 15,000원 30g 연의하루 경북/구미

연잎차 9,550원 2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연잎차 티백 15,000원 1g×30T 연의하루 경북/구미

연잎차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연잎차 틴케이스 14,000원 20g 금향다원 경남/하동

열매차 5,000원 1.5g*10T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오리지날식혜(300ml) 3,000원 300ml 강화농가의부엌 인천/강화

오리지널 감로차 6,000원 3.6g 감로700 강원/강릉

오미자꿀차 15,000원 450g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오미자차 2,500원 500ml 청강원 강원/원주

오미자청_수 17,000원 500ml ㈜알에프 전북/장수

오미자청_수(세트) 30,000원 500ml*2 ㈜알에프 전북/장수

옹기대추즙 1,200원 100ml 정스웰 충북/보은

와송발효차 23,000원 500ml 다약정 경북/울진

우엉누룽지차 10,000원 35g(35T) 참달성 대구/달성

우엉솔잎차 10,000원 35g(35T) 참달성 대구/달성

우엉차 4,900원 50g 부용농산 경북/안동

우엉차 13,000원 100g 석로다원 경북/경주

우엉차 12,000원 100g 수미다정 전남/해남

우엉차 7,900원 80g 하늘농가 경기/남양주

우엉차 티백 6,600원 1g*15ea 그린로드 전북/익산

우엉차 티백박스 9,500원 20t 금향다원 경남/하동

우엉차 틴케이스 14,000원 40g 금향다원 경남/하동

우엉차(유리병) 8,000원 70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우엉차(지퍼백) 7,000원 70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우엉차(티백 유리병) 8,000원 15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우엉차(티백 지퍼백) 7,000원 15g 하이청도시새댁 경북/포항

우엉차(티백) 12,000원 25T 모던팜 전남/순천

우엉차70 8,500원 70g 참달성 대구/달성

우엉차티백 10,000원 35g(35T) 참달성 대구/달성

우전-녹차 35,000원 20g 엠트러스트 경남/하동

웰빙 돼지감자차 5,500원 1.5gx20T 문장대천마농원 경북/상주

웰빙 연잎차 6,000원 1g*20T 문장대천마농원 경북/상주

유기농 감잎차 13,000원 30g 동상면사람들 전북/완주

유기농 발아현미차 8,460원 40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보리차 5,580원 300g 장뜰 충북/증평

유기농 우엉차 11,200원 1g*20T 오대산식품 강원/평창

유기농 타타리 메밀차 13,000원 100g 오대산식품 강원/평창

유기농감귤즙 8,000원 1000ml 유기촌 제주도/서귀포

유기농구기자차 10,500원 1.1g*20포 나눔 충남/청양

유기농블루베리즙 45,000원 100ml*20봉 지리산송지 경남/함양

유기농양배추즙 1,000원 1포 농업회사녹색식품 전남/함평

유기농타타리메밀차 티백 9,900원 2g*20T 오대산식품 강원/평창

유기농햇살깃든 현미식혜 3,000원 340ml 햇살깃든식혜 경기/화성

유기농햇살깃든식혜 단호박식혜 3,000원 340ml 햇살깃든식혜 경기/화성

유별난 리얼 토마토즙 1,000원 100ml 유별난농장 전북/완주

유별난 리얼 토마토즙 19,000원 100ml*20ea 유별난농장 전북/완주

유자즙 770원 115ml (유)신기원 전남/고흥

유자차 6,050원 380ml (유)신기원 전남/고흥

윤왕순보리차 13,000원 7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윤왕순찰옥수수차 13,000원 700g 대둔산산내골식품 전북/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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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발효한차 세트 3호 55,000원 43.2g(1.2g*36T) 이도 경북/포항

이도발효한차 세트 4호 30,000원 28g(1g*28T) 이도 경북/포항

이라바 꽃벵이과립 130,000원 200g*10포 백만돌이 전북/장수

일라이트 한모금 700원 400ml 대오푸드홀딩스 충북/영동

자색돼지감자차 11,500원 180g 참달성 대구/달성

자색돼지감자차티백 11,500원 35g(35T) 참달성 대구/달성

자색양파즙 17,500원 100ml*60포 자연나라 전남/무안

자색양파즙 낱개 300원 100ml 자연나라 전남/무안

작두콩차 8,000원 100g 블루팜 전남/장성

작두콩차 5,000원 50g 수미다정 전남/해남

작두콩차 선물세트 24,000원 150g*2 기쁨농원 전남/장흥

작두콩차(티백) 10,000원 25T 모던팜 전남/순천

잘잔다 15,000원 1.2g*10 이도 경북/포항

장단삼백차 2,000원 6g 약식동원 경기/파주

정선산수국차 15,000원 1g*30 유정농원 강원/정선

정선황기차 10,000원 1g*30 해비즌협동조합 강원/정선

제주 용암수 600원 500ml ㈜제이크리에이션 제주도/제주

제주 한라+오미자250 15,000원 250g*2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제주 한라+오미자500 30,000원 450g*2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제주 한라+청귤 250 15,000원 250g*2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제주 한라+청귤500 30,000원 450g*2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제주귤피차 5,200원 2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제주꾸지뽕차 4,300원 1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제주담음3종 세트 20,000원 250g*3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제주두충차 4,300원 1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제주조릿대차 4,300원 1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조릿대차(선물용) 4,300원 1g*15/팩 제주다 제주도/제주

줄이다 15,000원 1.2g*10 이도 경북/포항

진달래차 16,000원 8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진영 무&.원두 차 12,000원 4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국화 차 14,000원 45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둥굴레 차 12,000원 40.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상황버섯 차 20,000원 4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서리태 차 13,000원 40.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솔잎 차 15,000원 4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오미자 차 15,000원 4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진영 무&흑임자 차 14,000원 48g(24T) 진영무차 강원/화천

찔레차 40,000원 15g 하늘바라기 경남/창원

착한 제주의 선물 35,000원 70g 제주다 제주도/제주

착한제주 4종선물세트 19,000원 75g 제주다 제주도/제주

참 연근차티백 10,000원 35g(35T) 참달성 대구/달성

참든생강바르게 13,000원 120ml*10 (주)참든건강과학 전남/장성

참든수세미바르게 14,000원 120ml*10 (주)참든건강과학 전남/장성

참옻물 12,000원 1500ml 참옻들 충북/옥천

참옻티백 100g 4,000원 100g 참옻들 충북/옥천

참옻티백 50g 2,500원 50g 참옻들 충북/옥천

천년초줄기차 5,000원 3g*10T 행복앤거제천년초 경남/거제

첫눈 토종무차 25,000원 70G 천삼다초㈜ 전북/무주

청귤차 7,000원 250g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청년건강커피차 10,000원 6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청무화과즙 1,000원 100ml 무화담㈜ 전남/해남

청무화과즙(박스) 30,000원 100ml * 30봉 무화담㈜ 전남/해남

친환경 연근차 10,620원 60g 장뜰 충북/증평

친환경 우엉차 9,900원 60g 장뜰 충북/증평

친환경 작두콩차 10,440원 80g 장뜰 충북/증평

칡즙 21,000원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캐모마일(티백) 4,000원 0.8g*5T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콩알차티백 6,900원 1.5g*15개입 그린로드 전북/익산

킹빈 드립 11,000원 6g*8ea 그린로드 전북/익산

킹빈 오리지널 15,000원 100g 그린로드 전북/익산

타타리 메밀차 10,000원 100g 오대산식품 강원/평창

타타리 메밀차 티백 3,500원 1.5g*20 오대산식품 강원/평창

태백 산죽차 6,000원 1g*12 태백산생태마을 강원/태백

트리플민트차 15,000원 7g 100번길11 경기/화성

티_라벤더 16,000원 16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티_레모니 16,000원 12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티_로즈마리 16,000원 24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티_캐모마일 16,000원 16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티_타임 16,000원 20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티_페파민트 16,000원 20g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파주DMZ사과농부들 사과즙 18,000원 120ml*20ea 디엠지사과농부 경기/파주

페퍼민트(티백) 4,000원 0.8g*5T 평창라벤다팜 강원/평창

포도즙 7,500원 110ml*10 일오삼식품 세종/세종

풋사과즙 1,000원 100ml 잭과사과나무 경북/청도

퓨어플랜 슬림on석류 18,000원 110ml*10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퓨어플랜 슬림on석류 36,000원 110ml*20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퓨어플랜 슬림on유자 16,000원 110ml*10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퓨어플랜 슬림on유자 32,000원 110ml*20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퓨어플랜 클린유자 33,000원 500ml*2 맑고밝고따뜻한 전남/고흥

하동 잭살차 30,000원 40g 하동녹차연구소 경남/하동

한도라지헬스 1,500원 80ml 한도라지 충남/예산

한도라지헬스 박스 39,000원 80ml*30 한도라지 충남/예산

한도라지헬스*10 15,000원 80ml*10 한도라지 충남/예산

한도라지헬스*5 7,500원 80ml*5 한도라지 충남/예산

한라봉꿀차 7,000원 250g 더불어주식회사 제주도/제주

해가준 사과생즙 500원 110ml 아이파머스㈜ 충남/예산

해가준 사과생즙 박스 13,500원 110ml*30 아이파머스㈜ 충남/예산

해가준 애플로니아 1,000원 100ml 아이파머스㈜ 충남/예산

해당화꽃차 20,000원 7g 선운산야생꽃차 전북/고창

현미국화차 11,000원 50g ㈜국심 경남/창원

홍도라지차 12,000원 80g 나비뜨란 전남/함평

홍차 틴케이스 14,000원 30g 금향다원 경남/하동

홍화차 15,000원 9g 100번길11 경기/화성

황의정 천마골드 25,000원 10mlx10 문장대천마농원 경북/상주

황의정 천마마일드 15,000원 10mlx10 문장대천마농원 경북/상주

황하코스모스차 15,000원 2g 100번길11 경기/화성

흑콩차 7,800원 30g 약식동원 경기/파주

전통주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남산애 45,000원 750ml 예인화원 경북/경주

동몽 31,000원 500ml(17%) 예술 강원/홍천

레돔로제스파클링 38,000원 750ml 작은알자스 충북/충주

레돔시드르 32,000원 750ml 작은알자스 충북/충주

만강에 비친달 12,000원 500ml(10%) 예술 강원/홍천

무작53 95,000원 350ml(53%) 예술 강원/홍천

무작53 190,000원 500ml(53%) 예술 강원/홍천

문배술 명작 110,000원 문배술40% 문배주양조원 경기/김포

문배술 용상 34,000원 문배술40% 문배주양조원 경기/김포

문배술 특1호 48,400원 문배술40% 문배주양조원 경기/김포

문배술 특2호 59,500원 문배술40% 문배주양조원 경기/김포

문배술25 헤리티지세트 27,800원 문배술25% 문배주양조원 경기/김포

미인약주 18,400원 500ml * 병 최행숙전통주가 경기/파주

미인탁주 9,800원 500ml * 병 최행숙전통주가 경기/파주

부자1호세트 24,000원 375ml,잔2개 ㈜배혜정도가 경기/화성

부자2호세트 24,000원 375ml,잔2개 ㈜배혜정도가 경기/화성

비원 15,000원 750ml/
드라이레드

산막와이너리 충북/영동

비원퓨어 22,000원 750ml/
드라이레드

산막와이너리 충북/영동

산막와인 화몽 12,000원 750ml/
드라이레드

산막와이너리 충북/영동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20,000원 720ml 술빚는전가네 경기/포천

세종대왕어주 약주 22,000원 500ml 장희 충북/청주

세종대왕어주 탁주 14,000원 500ml 장희 충북/청주

소곡화주 21,000원 375ml 한산항아리소곡주 충남/서천

심향골드 45,000원 500ml 동인발효삼 강원/평창

아황주 14,700원 500ml * 병 최행숙전통주가 경기/파주

우곡주세트 38,000원 375ml*
2,잔2개

㈜배혜정도가 경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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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주방용품
지역의 장인이 만든

진도성원홍주 375ml 15,000원 375ml 성원홍주 전남/진도

진도성원홍주 500ml 19,000원 500ml 성원홍주 전남/진도

진도성원홍주 700ml 24,000원 700ml 성원홍주 전남/진도

캐주얼 커플 와인 '와이니' 9,000원
250ml/
80x80x130

청년농부협동조합 강원/원주

커피냑 한라(한라산 커피 명주) 20,000원 200ml 제주커피수목원 제주도/서귀포

한산소곡주 8,000원 375ml 한산항아리소곡주 충남/서천

해미읍성딸기와인 20,000원 500ml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해미읍성딸기와인 60,000원 500ml*2병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해미읍성모과와인 20,000원 500ml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해미읍성모과와인 60,000원 500ml*2병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해미읍성오가피와인 20,000원 500ml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해미읍성오가피와인 60,000원 500ml*2병 해미읍성딸기와인 충남/서산

1인여행다기 50,000원 순도예 전남/강진

꽃잎수저받침세트 7,000원 10*3.3*1.5 순도예 전남/강진

꽃잎오색찻잔세트 37,500원 7.5*7.5*4 순도예 전남/강진

미니연잎찻잔 50,000원 순도예 전남/강진

새가앉은찻잔 35,000원 순도예 전남/강진

청자4절나눔접시 70,000원 1058g 명품동인요 전남/강진

청자꽃입2인다기세트 50,000원 287g 명품동인요 전남/강진

청자모란꽃커피잔세트 60,000원 413g 명품동인요 전남/강진

청자육각모란꽃과반 35,000원 776g 명품동인요 전남/강진

편백도마_사각 35,000원 43*24*3(cm) 백련동 편백농원 전남/장성

편백도마_핸디 32,000원 43*24*3(cm) 백련동 편백농원 전남/장성

15곡건강참마밀 6,000원 300g 엔초이스 강원/횡성

19곡 수다밥 2,700원 210g 화심 충남/아산

Dry된장쿡세트 10,000원 45g 농업회사 우리진 경북/울진

가벼운하루 10,000원 90g ㈜국심 경남/창원

간편 Dry된장쿡세트 10,000원 60g 농업회사 우리진 경북/울진

간편삼계재료 2,490원 40g 건농 경기/남양주

간편조리 곤드레 9,000원 10g*5 포천친환경산채 경기/포천

간편조리 시래기 9,000원 10g*5         경기/포천

간편조리 참취 9,000원 10g*5 포천친환경산채 경기/포천

건깍두기 10,000원 10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건슬라이스 10,000원 10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건육수 10,000원 16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결명자검은콩마죽 6,000원 300g 엔초이스 강원/횡성

곤드레나물밥 9,000원 380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곤드레수다밥 2,900원 210g 화심 충남/아산

곤드레톡 10,000원 8g*5 해비즌협동조합 강원/정선

광명버섯쌀 10,000원 150g 광명협동조합 경북/경주

낭만부부꼬마가래떡 2,500원 250g 메밀꽃피는항아리 전북/남원

단팥죽 5,1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단호박죽 4,9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닭가슴살야채죽 3,960원 45g 장뜰 충북/증평

닭녹두죽 5,2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더덕구이 4,900원 150g 구수담 강원/평창

도토리 잡채(매운맛) 5,000원 130g 지리산맑은물춘향골 전북/남원

도토리 잡채(불고기맛) 5,000원 130g 지리산맑은물춘향골 전북/남원

돼지고기육포(매운맛) 6,000원 100g 은정훈제육포 전남/강진

돼지고기육포(순한맛) 6,000원 100g 은정훈제육포 전남/강진

든든한끼 곤드레 1,000원 35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든든한끼 통곡물 1,000원 35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든든한끼 허니곤드레 1,200원 35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든든한끼 허니통곡물 1,200원 35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똑똑한치즈아이떡볶이 4,200원 250g 메밀꽃피는항아리 전북/남원

맛있는 햅쌀누룽지(컵) 1,250원 33g 오성푸드 전북/김제

모링가영양선식(컵) 2,600원 36.5g 아들래㈜ 전남/완도

몸에좋은 현미누룽지(컵) 1,250원 33g 오성푸드 전북/김제

미모애 3,300원 140g 우포라이스텍 경남/창녕

미소담은 고인돌떡갈비 6,500원 350g (주)그린팜푸드 전북/완주

미소담은 돈까스 7,000원 480g (주)그린팜푸드 전북/완주

바지락미역죽 5,9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버섯더덕마죽 6,000원 300g 엔초이스 강원/횡성

블랙선식 15,000원 450g 청도볕뉘농원 경북/청도

삶은부지갱이 6,000원 500g 울릉도참섬지기 경북/울릉

삼계녹두죽 6,5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새우들깨죽 5,8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소고기야채죽 5,9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소고기육포(매운맛) 10,000원 100g 은정훈제육포 전남/강진

소고기육포(순한맛) 10,000원 100g 은정훈제육포 전남/강진

소문난편육 6,000원 300g (유)뽕의도리 전북/부안

속노랑고구마죽 4,9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쇠머리찰떡 7,990원 200g 웬떡마을 경기/용인

시래기나물밥 9,000원 380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시래기연잎밥 4,000원 230g 사비팜 충남/부여

씨알 담백한 사골 곰국물 5,070원 700g 선농생활 경기/이천

아침든든영양죽 3,960원 45g 장뜰 충북/증평

약식 7,990원 200g 웬떡마을 경기/용인

연잎밥 6,200원 210g 웬떡마을 경기/용인

오곡찰밥 5,800원 210g 웬떡마을 경기/용인

온가족삼계재료 3,990원 100g 건농 경기/남양주

완도 전복밥 4,900원 210g 화심 충남/아산

울릉도비빔나물 6,000원 120g 울릉도참섬지기 경북/울릉

은행마죽 6,000원 300g 엔초이스 강원/횡성

임진밤묵 3,000원 400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장어탕 9,000원 550g 미식생활 전남/고흥

전복죽 6,500원 300g (주)강화드림 인천/강화

정선영양곤드레톡 15,000원 12g*5 해비즌협동조합 강원/정선

제주올레떡 6구 4,000원 240g/박스 제주다 제주도/제주

취나물밥 9,000원 380g 푸른솔푸드(주) 강원/정선

토란흑미누룽지밥 120g 4,500원 120g 미실란 전남/곡성

토종쌀 버들벼 떡국떡 10,000원 1kg 공주밤식품 충남/공주

팥죽 2,330원 230g 토리식품 경북/상주

한우 소고기 미역국 8,000원 600g 미식생활 전남/고흥

한우고기버섯죽 3,960원 45g 장뜰 충북/증평

한우장조림 6,500원 150g (주)그린팜푸드 전북/완주

해방풍나물밥세트 10,000원 60g 농업회사 우리진 경북/울진

현미누룽지밥 120g 4,000원 120g 미실란 전남/곡성

호박마죽 6,000원 300g 엔초이스 강원/횡성

호박죽 2,440원 280g 토리식품 경북/상주

활기찬하루 15,000원 90g ㈜국심 경남/창원

황태구이 4,900원 200g 구수담 강원/평창

훈제굴 3종 8,300원 255g 통영수산물마트 경남/통영

훈제굴 가미 8,300원 255g 통영수산물마트 경남/통영

훈제굴 매콤 8,300원 255g 통영수산물마트 경남/통영

훈제굴 오리지널 8,300원 255g 통영수산물마트 경남/통영

훈제오리 13,200원 350g 선농생활 경기/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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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데코

축산물
지역의

껍질째 통째로 넣은
진짜두유 개척콩

2,000원 180ml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껍질째 통째로 넣은
진짜두유 꿀

2,000원 180ml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껍질째 통째로 넣은
진짜두유 생강

2,000원 180ml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껍질째 통째로 넣은
진짜두유 진양콩

1,800원 180ml 완주로컬푸드조합 전북/완주

모짜렐라치즈 250g 10,000원 250g 무지개 전북/임실

모짜렐라치즈 500g 19,000원 500g 무지개 전북/임실

산양유발효미강 35,000원 500g 청도산골농장 경북/청도

살루떼 수제 모짜렐라 9,000원 150g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스트링치즈 7,000원 100g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스트링치즈 13,000원 200g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요구르트 9,000원 1000ml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요구르트 2,000원 150ml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요구르트 5,000원 500ml 미르목장 전남/영광

살루떼 수제 할로미치즈 12,000원 200g 미르목장 전남/영광

순수자연치즈 11,000원 300g 제주축산업조합 제주도/제주시

스트링치즈 7,000원 100g 무지개 전북/임실

스트링치즈 4,000원 50g 베따르망 인천/강화

스트링치즈 8,000원 100g 베따르망 인천/강화

애돈인 발효소시지 5,000원 50g 땅끝애돈 전남/해남

올레길치즈 3,000원 100g 제주축산업조합 제주도/제주시

요거트 2,200원 150ml 무지개 전북/임실

요거트 5,500원 500ml 무지개 전북/임실

요거트 10,000원 1000ml 무지개 전북/임실

요구르트 9,500원 1L 베따르망 인천/강화

요구르트 1,800원 150ml 베따르망 인천/강화

요구르트 5,000원 500ml 베따르망 인천/강화

요구르트 무가당 5,000원 500ml 베따르망 인천/강화

우리콩 두유 1,500원 160ml 한솔 전남/순천

임실산치즈 10,000원 100g 무지개 전북/임실

콜비치즈 10,000원 100g 무지개 전북/임실

콩물 5,000원 900ml 가래울 경기/포천

콩물 9,000원 1800ml 가래울 경기/포천

콩콩이 유기농두유 1,000원 135mL 지티-엠피 경기/김포

콩콩이 유기농두유 세트 10,000원 135mL*10 지티-엠피 경기/김포

한돈 햄슬라이스 5,000원 150g 땅끝애돈 전남/해남

할루미치즈 250g 14,000원 250g 무지개 전북/임실

해남 고구마 소시지 6,000원 180g*3개입 땅끝애돈 전남/해남

해남 고구마 스테이크 3,000원 90g 땅끝애돈 전남/해남

가야금미니어처 150,000원 55x15cm 난계국악기제작촌 충북/영동

소망나무등 20,000원 보석박물관 전북/익산

인센스 스틱 9,500원 30g 아모르데이 경북/경주

제주 누름꽃 아크릴 컵받침 15,000원 95g(8*1.5cm) 제주고장 제주도/서귀포

제주 누름꽃 액자 39,000원
320g
(17.5*22.5cm)

제주고장 제주도/서귀포

제주 누름꽃 책갈피 7,000원 8g(4.5*14.5cm) 제주고장 제주도/서귀포

제주 누름꽃 천 컵받침 10,000원 11g(12*12cm) 제주고장 제주도/서귀포

청자장구 330,000원 34x27cm 난계국악기제작촌 충북/영동

한글LED조명등 20,000원 1ea (주)예담공예 전북/완산

향낭 4,900원 15g 아모르데이 경북/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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