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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의 농산물 가공제품은

경기도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에서 생산된 가공제품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꿀벌농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허니스틱, 파주장단콩으로 만든 간장•된장 선물세트

무농약 여주즙 및 수제차 선물세트,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사과즙•도라지배즙 등

경기도내 각 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신 농산물 

가공제품으로 특별히 엄선해서 명절 선물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몸과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이때,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가공제품 선물세트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목차

※ 이 책에 표기된 각 상품들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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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순꿀벌농장 다옴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온스(주) 허니순꿀벌농장에서 생산한 허니순 벌꿀은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세

계적인 수준으로 높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옴협동조합은 화성에서 30년 이상 거주 중이신 어머니들의 협동조합으로 좋은 국내산 재료, 신선한 재료

를 엄선하여 자식들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의 손맛이 듬뿍 담긴 제품을 생산합니다. 

문의전화 : 031-924-7471  /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35번길 168-22

      web : https://smartstore.naver.com/onsbee

문의전화 : - 010-2485-7130  /  주소 : -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52, 2층 다옴협동조합

      web : https://smartstore.naver.com/daomcoop

허니순 허니스틱 1상자 (30봉/ 360g)

야생화 사양 허니스틱 

밤숙성꿀 허니스틱

KRW 20,000  /  70,000

다옴 1호 세트
맛간장 270g, 조림간장 270g,육수간장 270g

육수다시팩 150g(15g×10팩)

KRW 45,000

허니순 허니스틱 선물세트  (3상자/ 90봉/ 1,080g)

야생화 사양 허니스틱 

아까시 허니스틱

밤숙성꿀 허니스틱

KRW 50,000  /  90,000  /  150,000

다옴 2호 세트
맛된장 250g, 마늘고추장 250g, 조림간장 270g

KRW 35,000

다옴 3호 세트
육수간장 570g

육수다시팩 150g(15g×10팩)

KRW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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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 좋은술 농업회사법인 대한주조

경기도 평택에 있는 양조장으로 탁주, 약주, 화주 등의 전통주를 판매합니다.

2019년 청와대 만찬주, 2018년·2020년 우리술 품평회 대상, 2021년 최우수상 한·아세안 건배주 선정 

천지수 막걸리는 세계 최초 미슐랭 셰프 추천 일본 최대 쇼핑몰 11년 연속 판매 1위 막걸리입니다.

네이버 리뷰 평점 5점 만점에 4.9점 !한국 런칭 6개월만에 재구매율 30%!!

구매고객 40% 이상 지인선물 동시구매!!!

문의전화 : 010-5300-4786  /  주소 : 평택시 오성면 숙성뜰길 108

      web : https://jsul.modoo.at  /  농식품인증번호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2022년 9월 30일한)

문의전화 : 010-3796-5670  /  주소 : 시흥시 봉우순환로 3번길 46

      web : https://smartstore.naver.com/daehanjujo  /  경기미 햅쌀 100% 시흥 연근분말 함유

오양주세트 500㎖ 

KRW 61,750

천지수막걸리6병세트

KRW 26,000

술그리다,술예쁘다세트 500㎖

KRW 30,400

시흥연막걸리 6병 세트

KRW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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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구본일 발효 농업회사법인 아름담(주)

구본일 발효는 파주장단콩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발효식품을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2019년 참간장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전통식품인증, 경기도 G마크인증 등을 획득하여 품질과 맛

을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장 뿐만 아니라 산

머루 발사믹식초, 사과식초, 알알이 식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름담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무농약 여주, 도라지, 새싹보리 등을 재배하여 직접 가공하는 6차산업인증 

업체로 국내산 좋은 재료 그대로의 높은 함량과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합니다.

문의전화 : 010-5227-0879  /  주소 : 파주시 적성면 선고개길 226-151

      web : https://smartstore.naver.com/bonil  /  전통식품 제1180, 1181, 1182호

문의전화 : 031-855-5575  /  주소 :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2번길 108-16

      web : https://smartstore.naver.com/ab1010  /  무농약인증 제10302211호

구본일 간장세트
한식간장 300ml, 어간장 300ml

KRW 46,000

구본일 장세트
한식간장 300ml, 된장 500g, 고추장 500g

KRW 49,000

구본일 설명절세트
산머루발사믹식초 200ml, 들기름 200ml, 한식간장 200ml

KRW 69,000

수제차선물세트  (여주70g, 도라지70g, 우엉150g)

KRW 38,000

아름담 여주즙 100ml (30포)

KRW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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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원팜 영농조합법인 단드레한과

풍원농원은 이천에서 2대째 40여년 복숭아만 재배하고 직접 생산한 GAP 인증 복숭아로 복숭아말랭이, 잼 

등을 만들어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단드레한과는 이천에서 직접 농사지은 찹쌀과 황기, 참깨, 검정깨, 들깨등 국산원재료를 엄선선별하여 만

든 전통 한과입니다. 부드럽고 달지않은 유과는 남녀노소, 누구나 식사대용 및 간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642-1347  /  주소 :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460-19

      web : https://smartstore.naver.com/peachstory  /  GAP인증(제1017811호)

문의전화 : 031-633-5898  /  주소 : 이천시 단월로38번길 42-48

      web : https://hi-farm.com/hi9966  /  HACCP인증(제2020-3-1286호)

풍원팜 혼합선물세트
복숭아말랭이 50g*2개

복숭아잼 270g

아로니아잼 270g

KRW 29,000

풍원팜무설탕잼 3종세트
이천쌀로만든복숭아잼 250g

이천쌀로만든아로니아잼 270g

이천쌀로만든쌀조청 270g

KRW 27,000

단드레한과 달오름1호 (4단 구성, 1,7kg)

KRW 75,000

단드레한과 달오름2호 (3단구성, 1kg)

KRW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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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이식품

안성에서 생산되는 당도 높은 배, 도라지, 생강, 무를 원료로 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틱형의 배도라

지생강농축액 입니다. 또한 도라지를 5일간 끓이고 식히는 과정의 정성을 듬뿍담아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

게 먹을 수 있는 도라지정과를 생산합니다.

문의전화 : 010-5000-8217  /  주소 : 안성시 보개면 진안로 1296-27

      web : https://smartstore.naver.com/good2food 

정성담은건강세트1호 (10g x 30포)

KRW 28,000

도라지정과 (500g)

KRW 55,000

농업회사법인 주주바팜

직접 농사지은 대추로 만든 조청을 넣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수제 강정입니다. 조청을 넣어 만들어서

너무 달지 않고 딱딱하지 않아 이에 붙지 않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먹기 좋습니다. 

각종 견과류가 들어있어 간편 식대사용이나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문의전화 : 031-672-0101  /  주소 : 안성시 보개면 구송동길 9

      web : htps://smartstore.naver.com/jujubafarm

주주바팜 강정 선물세트
황쌀강정 10개, 검은쌀강정 10개, 참깨강정 4개, 검은깨강정 4개 

들깨강정 4개 / 총32개

KRW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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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들고을

참들고을은 포천시 창수면에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적외선 볶음기

로 저온에 볶아 저온압착 착유기로 착유하고 , 한 번 더 여과를 하기 때문에 찌꺼기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3724-4233  /  주소 : 포천시 창수면 포천로 2505번길 15

      web : https://chamdletown.kr/

종합선물세트 1호
참기름 250ml, 참기름 250ml, 볶음참깨90g

탈피들깨가루 80g

KRW 58,600

종합선물세트 3호
참기름 250ml, 들기름 250ml, 볶음참깨 90g

탈피들깨가루 80g

KRW 49,600

 농업회사법인 한경에프앤비주식회사(송린한과)

송린한과는 2018년도 안성에서 설립하여 현재까지 찹쌀유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성 고삼지역의 백옥 

찹쌀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전통방식을 현대화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677-8926  /  주소 :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362-34

      web : https://smartstore.naver.com/hkfb/products/4655747783 

생강찹쌀유과 선물세트
송린10호 (70g x 5봉)

KRW 15,000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 선물세트 경기도 농산물 가공제품 선물세트16 17

농업회법인 청춘찬가 주식회사

청춘찬가는 친환경농업특구 양평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 및 단체 도시락 전문 납품업체이며, 엘렌커피 브

랜드는 C.Q.I가 규정한 항목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급 수준으로 생산한 커피입니다.

문의전화 : 031-772-5355  /  주소 :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504번지

      web : https://smartstore.naver.com/ccck

포마이도터 블랜드 (500ml)

KRW 16,500

나쿠펜더 블랜드 (500ml)

KRW 16,500

일경농원

농부가 직접 만든 건강한 잼으로 저온진공농축 기술로 과육의 영양분을 최대한 살리고, 수분을 날리는 방

식으로 과일의 단맛과 영양분을 그대로 맛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로 농부가 직접 만든 건강한 과일청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3909-4720  /  주소 :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길 19

      web : https://smartstore.naver.com/funberry606

과일청 4종
딸기청 500ml, 패션푸르츠청 500ml, 레몬청 500ml

키레몬청 500ml

KRW 12,000

과일스틱잼 3종세트
딸기잼 240g, 사과잼 240g, 토마토잼 240g

KRW 20,000

우아한 블랜드 (500ml)

KRW 16,500

엘렌라떼 블랜드 (500ml)

KRW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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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비공동체

가평콩순이네 잣만주는 청정지역 가평에서 생산되는 잣으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디저트 먹거리이며 선물용

으로 좋습니다. 생제비공동체는 좋은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마을기업입니다.

-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마을기업 생제비공동체 -

문의전화 : 070-7016-9120  /  주소 : 가평군 설악면 한갑골길76-20

      web : https://smartstore.naver.com/sangjebibakery

가평콩순이네 잣만주

잣만주40g 10개입

잣만주40g 15개입

잣만주40g 20개입

KRW 22,000

KRW 30,000

KRW 38,000

가평콩순이네 흑임자만주

흑임자만주40g 10개입

흑임자만주40g 15개입

흑임자만주40g 20개입

KRW 23,000

KRW 31,000

KRW 39,000

성문농장

농부가 직접 만든 건강한 잼으로 저온진공농축 기술로 과육의 영양분을 최대한 살리고, 수분을 날리는 방

식으로 과일의 단맛과 영양분을 그대로 맛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로 농부가 직접 만든 건강한 과일청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606-7188  /  주소 : 여주시 강천면 가정긴골길 200

      web : https://smartstore.naver.com/sm62

성문농장 EM사과즙
EM사과즙 120㎖ * 50봉

KRW 30,000

성문농장 EM 도라지 배즙
EM도라지배즙 120㎖ * 50봉

KRW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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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반디농부(주)

반디농부는 연천으로 귀농한 농업인이 지역의 양봉청년농부와 협업으로 코끼리마늘을 가공하여 마늘꿀스

틱 상품의 개발을 시작으로 새싹당콩을 키워 벌꿀을 배합한 새싹땅콩벌꿀스틱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간

편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섭취 가능한 스틱형으로 맛과 영양을 담은 신제품입니다. 

문의전화 : 010-9441-0339  /  주소 :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 2299-2

      web : https://smartstore.naver.com/bandinongbu

농업회사법인 잣과나무

저희 가평의 잣과나무에서 만드는 전통한과는 가평의 친환경 우렁농법의 무농약인증쌀을 이용하여 만드는 

전통한과로 몸에좋은 우리 통곡물인 현미, 흑미, 찹쌀백미와  수제쌀조청으로 오랫동안 정성들여 만들어낸

우리의 건강한 전통한과 입니다.

문의전화 : 031-582-8422, 010-9033-8422  /  주소 :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42-61

      web : https://smartstore.naver.com/jattree

가평 전통한과 선물세트
내용물: 현미한과 + 흑미한과 + 백미한과 = 2단구성

내용량 700g

규격: 35x32x8cm

KRW 33,000

가평 전통한과 혼합세트 (지퍼백포장)

내용물: 현미한과 + 흑미한과 + 백미한과

내용량 420g

규격: 31x19x18cm

KRW 15,900

마늘꿀스틱 선물세트
단상자 3상자입 세트

1상자 (10g x 30입 스틱)

KRW 49,000

새싹땅콩벌꿀스틱 선물세트
단상자 3상자입 세트

1상자 (10g x 30입 스틱)

KRW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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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순발효갤러리

전통주를 빚어 술을 짠 찌거미를 주박이라고 합니다. 전통 발효식초를 만들기 위해 연천의 특산물 율무, 현

미로 술을 빚어 술은 초산과정을 거쳐 식초가 되고 찌거미에 울외, 차요테, 오이, 청참외, 무를 주박에 1~2

년 발효한 주박장아찌입니다. 주박을 씻어 썰고 참기름만 넣어 간편하게 드시며 소박하면서 풍요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834-4475  /  주소 : 연천군 군남면 옥계마을길6

      web : https://smartstore.naver.com/dndnsang/products/5361720690

연천 주박장아찌
오이고추장장아찌   500g

차요테주박장아찌   500g

울외주박장아찌      500g

무주박장아찌         500g

KRW 34,000

연천전통발효식초(2종세트)
율무발효식초    500ml

현미발효식초    500ml

KRW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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