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추석 선물모음
2019년은  속까지 100% 우리밀,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 발암위험물질 걱정 없는 안심캐러멜시럽, 

Non-GMO콩으로 키운 축산물에 이어 

미세플라스틱 0%소금을 상품에 적용한 의미 있는 한해입니다. 

자연드림은 언제나 조합원들께 친환경 유기식품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힐링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드림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선물을 만나보세요.

택배 예약 및 발송

예약마감    9월 3일(화) 18시

택배발송    9월 5일(목) 

택배비용

매장    택배비가 부과되지 않음

자연드림몰    2만원 미만 구매 시 택배비 부과(지역 및 상품에 따라 택배비 다름)

※ 선물 택배 예약은 산지택배, 일반택배가 기재되어 있는 상품만 가능합니다.

※ 산지택배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택배 물량이 많을 경우 도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매장 또는 상담팀(1577-6009)로 문의해주세요. ※ 일부 매장은 휴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 시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매장 휴무 : 9월 13일(금)~14일(토)
•자연드림몰 공급 휴무 : 9월 12일(목)~15일(일)

친환경 유기식품 그 이상

치유와 힐링을 위한 자연드림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빼고 만든 

자연드림 냉장 한우 선물세트! 매장에서 예약하세요.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냉장모듬세트   

 조  140,000원     일  182,0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한우   
•  포정유통  |  등심 200g×2팩, 채끝산적 200g×2팩, 불고기 150g×2팩, 국거리 150g×2팩  |  냉장
•자연드림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냉장정육세트   

 조  95,000원     일  123,5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한우    
•  포정유통  |  불고기 150g×4팩, 국거리 150g×4팩  |  냉장
•자연드림

자연드림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자연드림은 포장재부터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이김에서 플라스틱 받침대를 뺀 상품(안심하고 맛김)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2,133,717개의 플라스틱 받침대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플라스틱 받침대 없는 냉장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받침대를 

넣어 포장하던 방식 대신 새로운 포장방식을 도입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이런 작은 한 걸음이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에 큰 열 걸음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류, 세척 필요 없는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 공방 ‘지구야 고마워’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플라스틱의 소재와 색상

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그 소재별(PS, PP,PET 등) 녹

는점과 점성이 달라 재활용을 위한 분류, 세척 등에 드는 생산 비용이 

높고 색상도 제각각이라 균일한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연드림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을 개발해 2019년 7월 5일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

니다. 플라스틱 생수병, 막걸리병, 비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혼

합해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물류센터의 폐비닐, 매장의 플

라스틱 포장, 조합원께 공급되는 장바구니 비닐 등이 별도의 분리 과

정을 거치지 않고도 모두 원재료가 되며, 기존 재활용 상품을 생산

하기 위한 15단계의 과정을 4단계까지 줄인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재활용 범위는 화분을 시작

으로 물류도구, 시설소

재 등으로 확대될 예

정입니다. 플라스틱

을 100%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는 재활용 공방

도 2020년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물품명 사양 산지명 구성 및 중량 보관  조합원가  일반가 기타

냉동백미송편 미세플라스틱 0%소금 청복 500g 냉동 7,400 9,300

냉동쑥송편 미세플라스틱 0%소금 청복 500g 냉동 7,400 9,300

무항생제+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산적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200g 냉장  11,360  14,800 

무항생제+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육전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200g 냉장  11,360  14,800 

무항생제+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찜갈비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1kg 냉장  62,000  80,600 
매장만 
판매

사과 쿱청과 APC
3개입, 

900g내외
냉장  9,600  12,800 

배
김팔용배농장, 
농심회작목반

5~6과 
3kg 내외

냉장  14,500  19,400 

굴비 * 대 FREE 방사능 남도수산 340g 냉동  25,500  36,450 2000한정

황태포(제수포) FREE 방사능 횡성맑 1미 냉장  5,700  8,150 

동태포 FREE 방사능 한진씨푸드 400g 냉동  5,700  8,150 

차례상산자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산자 3개입/190g  8,600  11,400 

꽃약과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약과 8개입  6,170  8,200 

물품명 사양 산지명 구성 및 중량 보관  조합원가  일반가 기타

오색오미산적 영풍 300g 냉동 9,780 12,230 4500 한정

동태전 No! 화학물질걱정 영풍 400g 냉동 9,150 11,450

녹두전 No! 화학물질걱정 영풍 300g 냉동  5,380  6,750 

온잡채 영풍 250g 냉동  4,200  5,250 

동태전감 FREE 방사능 한진씨푸드 450g 냉동  5,750  8,200 

데친냉동시금치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150g 냉동 1,350 1,790

데친고사리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200g 냉장 5,400 7,200

데친취나물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200g 냉장 2,990 3,980

도라지채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150g 냉장 4,590 6,120

유기농 건고사리 유기농 아이쿱농산 APC 50g 6,100 8,130

무농약 건고사리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50g 5,900 7,860

건취나물 무농약 아이쿱농산 APC 50g  3,300 4,400

미감차례주 배혜정농업회사법인 500ml  8,400  10,500 

550한정

매장만 
판매

제수용품을 확인하세요!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냉장구이세트   

 조  189,000원     일  245,7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한우  
•  포정유통  |  등심 200g×4팩, 채끝 200g×4팩  |  냉장
•자연드림

※   새로운 한우 멀티박 포장은 모양 변화 없이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보전성이 높아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량씩(150~200g) 낱개 포장이 되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부담없이 선물할 수 있는 추천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낮춰서 드리는 분의 마음은 가볍게, 관리 기준은 한 단계 높여 

받는 분의 치유와 힐링까지 생각한 안성맞춤 선물세트입니다.

추석에 안성맞춤 
추천! 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안심하고맛김선물세트  

 조  9,100원    일  13,000원 
•  무염산김에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구운김
•수미김  |  안심하고맛김 2개
•  일반택배
•신규 /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미세플라스틱 0%소금

냉동송편세트 

 조  22,000원    일  27,500원

•  유기농 쌀가루와 미세플라스틱 0%소금, 국산 참깨로 만들고, 
쑥, 흑미, 단호박을 사용해 색을 낸 송편

•  청복  |  냉동백미송편 300g, 냉동쑥송편 300g,  
냉동단호박송편 300g, 냉동흑임자송편 300g  | 냉동

•  자연드림

미세플라스틱 0%소금

올곧은실속한과세트

 조  14,100원    일  18,800원

•  유기농 백미와 속까지 100% 우리밀,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 미세플라스틱 0%소금으로 만든 실속 한과세트

•  올곧은  |  미니찹쌀약과 3개, 찹쌀유과 2개, 녹차강정 1개,  
백년초강정 1개

•일반택배
•  made in 구례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미세플라스틱 0%소금

유과랑강정이랑

 조  16,250원    일  21,800원

•  유기농 백미와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  
미세플라스틱 0%소금으로 만든 유과, 강정 선물세트

•  올곧은  |  땅콩쌀강정, 녹차강정, 찹쌀유과, 녹차유과, 백년초유과
•  일반택배
•  made in 구례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미세플라스틱 0%소금

압착유채유&진한맛김선물세트  
 조  19,300원    일  25,750원

•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와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만든 진한맛김

•  순수유  |  자연드림압착유채유 650ml ×2개,  
밥과함께진한맛김 35g×3개

•  일반택배
•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미세플라스틱 0%소금

수미김종합선물세트  

 조  22,100원    일  31,500원

•  무염산김에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구운김

•  수미김  |  전장김 종류별 2개(총 6개),  
도시락김 종류별 1개(총 4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 AA

미세플라스틱 0%소금

수미김도시락김선물세트  

 조  12,700원    일  18,100원  
•  무염산김에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구운김
•  수미김  |  도시락김 종류별 2개(총 8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 AA

미세플라스틱 0%소금

국산들기름바른재래김선물세트  

 조  28,000원    일  39,000원

•  무염산김에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구운김

•  수미김  |  들기름전장 8개, 들기름도시락 4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 AA

미세플라스틱 0%소금

더향긋하게구운파래김선물세트  

 조  28,000원    일  39,000원

•  무염산김에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 미세플라스틱 0%
소금으로 구운김

•  수미김  |  파래김전장 8개, 파래도시락 4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 AA

3200
한정

2950
한정

※ 과일,채소류는 기후와 작황에 따라 산지 및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추석을 맞아 새롭게 기획한 실속 선물세트입니다. 

올 추석은 건강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실속을 꽉 채워 준비한 

자연드림 선물세트로 준비해보는건 어떠세요?

새롭게 선보이는 
실속! 선물세트

과일주스모음

 조  21,300원    일  26,630원

•국산 과일로 만든 주스 4종
•  자임에프앤비  |  사과주스, 당근사과주스×각 3병, 

감귤주스, 포도주스×각 2병 
•일반택배

종이호일&수세미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조  17,400원    일  21,000원

•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는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펄프를  
가공하여 만든 종이호일과 PLA소재 수세미 선물세트

  •  씨에이치하모니  |  종이호일 롤형(2롤), 후라이팬용(2팩),  
찜용(1팩), 수세미

•  일반택배 

2000
한정

허브에센스샴푸&바디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조  28,300원    일  34,000원

•  안전한 성분을 바탕으로 향과 사용감을 만족시키는  
샴푸&바디워시 선물세트 

•오래된미래  |  허브에센스샴푸 400ml, 허브에센스바디워시 400ml
•  일반택배 

2000
한정

고구마김부각선물세트   FREE 방사능

 조  47,300원    일  67,550원

•국산 김과 고구마로 만든 바삭한 부각
•빛과소금  |  고구마김부각 40g×10개

노니선물세트

 조  44,900원    일  60,200원

•  원료부터 제조과정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산균발효 
숙성까지 거쳐 더욱 부드러운 건노니, 노니주스 세트

•  엔에스티바이오  |  발효숙성노니주스(30ml×10개입) 3개, 
발효숙성건노니 50g×1개

※ 매장만 판매

유기농홍삼액   유기농

 조  84,000원    일  105,000원

•국산 유기농 6년근 홍삼만을 추출한 음료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90ml×30포
•일반택배

백하수오액

 조  55,000원    일  70,000원

•유전자 검사를 마친 순수 백하수오로 만든 음료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80ml×30포
•일반택배

미네랄마카선물세트

 조  19,900원    일  58,000원

•  페루의 산삼 마카함유로 피부 보호력이 탁월한 미네랄마카  
샴푸&바디워시 세트

•  베스트비  |  미네랄마카샴푸 500ml,  
미네랄마카바디워시 500ml

•  일반택배 

파파야세제종합선물세트

 조  26,000원    일  49,000원

•  세탁, 주방 등 친환경 인증 획득한 다양한 세제 종합선물세트
•  베스트비  |  파파야액상세탁세제 1000ml, 파파야섬유유연제 1000ml,  

파파야여성속옷전용세제 500ml,  파파야주방세제 500ml
•  일반택배 

어덜츠엔오메가3세트

 조  35,500원    일  60,640원

•  어덜츠엔멀티비타민미네랄과 알티지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케이스에 담아 쇼핑백과 함께 구성

•  어덜츠엔멀티비타민미네랄 72g(600mg×120정), 30일분 1개 /  
알티지오메가-3 37.74g(629mg×60캡슐), 30일분 1개

•  자연드림

600
한정

유기농 잡곡선물세트   유기농

 조  25,500원    일  32,000원

•  자연 그대로 키운 유기농 잡곡 3종 선물세트
•  잡곡소포장센터  |  1200g 
•  일반택배
•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3000
한정

유기농 콩선물세트   유기농

 조  41,000원    일  53,000원

•  자연 그대로 키운 유기농 콩 4종 선물세트
•  잡곡소포장센터  |  1600g 
• 일반택배
•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2000
한정

3000
한정

800
한정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받는 분의 치유와 힐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 깨끗하고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식용유,

Non-GMO콩으로 키운 축산물, 

속까지 100% 우리밀 등 

친환경 유기식품 그 이상을 담았습니다.

✽ 더 많은 상품은 자연드림몰(www.icoop.or.kr)에서 확인하세요.

명절에 많이 찾는 
인기! 선물세트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운 한우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식용유 과일/견과류

한우갈비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170,000원    일  221,0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한우

•  포정유통  |  찜갈비 700g×3팩  |  냉동
•자연드림

No! 화학물질걱정

압착유채유선물세트   

 조  12,600원    일  16,800원

•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방식으로  
생산한 압착 유채유 

•  순수유  |   
자연드림압착유채유 650ml×2개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No! 화학물질걱정

순수유선물세트 

 조  34,550원    일  46,070원

•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와   
100% 국산 참기름, 들기름

•  순수유  |  자연드림압착유채유 265ml×2개, 
자연드림참기름 200ml×1개,  
자연드림들기름 200ml×1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압착유채유&우리밀올리고당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조  17,900원    일  23,900원

•  압착 유채유와 우리밀100%올리고당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  순수유  |  자연드림압착유채유 650ml×2개, 우리밀100%올리고당×1개
•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반시곶감 * 30개입

 조  41,000원    일  54,700원 

•  청도반시로 만든 씨가 없는 반시곶감으로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한 곶감선물
세트

•  청도매남영농조합법인  |  1.5kg내외 
(과당 50g내외×30개)  |  냉동

•  A

자연드림하루견과

 조  43,000원    일  55,000원 

•  국내산 땅콩, 호두, 대추, 잣, 해바라기씨와  
공정무역 아몬드로 구성된 견과선물세트

•잡곡소포장센터  |  750g
•일반택배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배선물세트 * 1호/2호 

 조  49,000원    일  65,300원 (1호) (6,000한정)

 조  43,000원    일  57,300원 (2호) (6,000한정)

•  법적 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검사한 배선물세트
•  김팔용배농장, 농심회작목반  |  7.5kg(1호 : 8~10과 / 2호 : 11~12과) |  냉장
•  산지택배
•  A

한정
수량

사과선물세트 * 1호/2호/3호 

 조  62,300원    일  82,900원 (1호) (1,000한정)

 조  49,800원    일  65,900원 (2호) (5,000한정)

 조  42,800원    일  56,900원 (3호) (5,000한정)

•  강제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아이쿱검증 A를 획득한 사과선물세트
•  쿱청과 APC, 장수신농  |  5kg(1호 : 13~14과 / 2호 : 15~16과 / 3호 : 17~18과)  |  냉장
•  산지택배(2호, 3호)
•A

한정
수량

잣선물세트 * 3개입

 조  38,000원    일  54,300원 

•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한  
향긋하고 고소한 잣선물세트

•  쿱청과 APC   |  450g 
(황잣 150g×1개, 백잣 150g×2개)

•일반택배 

4000
한정

한우실속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110,000원    일  143,0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한우

•  포정유통  |  국거리 500g, 불고기 500g×2팩  |  냉동
•자연드림

한우반골꼬리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75,000원    일  97,5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한우 뼈류 세트 

•  포정유통  |  반골꼬리 4kg  |  냉동
•자연드림 

한우우족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75,000원    일  97,500원

•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항생제, 호르몬,  
광우병 검사를 마친 한우 뼈류 세트

•  포정유통  |  우족 4kg  |  냉동
•자연드림

※ 과일,채소류는 기후와 작황에 따라 산지 및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수산/건어물 우리밀/우리쌀

차/음료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생활선물

남도의선물   FREE 방사능

 조  25,000원    일  35,700원

•  남해안에서 어획한 품질 좋고 신선한  
멸치와 건홍합

•  남도수산  |  국물멸치 200g, 잔멸치 200g,  
건홍합 150g  |  냉장

•자연드림 

영광굴비세트(오가) * 1호/2호   FREE 방사능

 조  72,000원 일  102,850원 (1호) (760한정)

 조  115,000원    일  164,300원 (2호) (270한정)

•  국산천일염만을 사용하고, 저염처리하여 건강에도 좋은 영광굴비 
•남도수산  |  1호 : 1kg(10미 구성) / 2호 : 1.2kg(10미 구성)  |  냉동
•자연드림 

한정
수량

제주은갈치선물세트 * 특대/대   FREE 방사능

 조  93,500원    일  133,550원 (특대) (431한정)

 조  62,000원    일  88,550원 (대) (460한정)

•  청정해역 제주에서 채낚기 방법으로 낚아올려 상처가 없고  
깨끗한 은갈치

•  남도수산  |  특대 : 2팩 1.1kg 이상(손질 후), 1팩 당 4토막 /  
대 : 2팩 800g 이상(손질 후), 1팩 당 4토막  |  냉동

•자연드림 

한정
수량

황태포   FREE 방사능

 조  33,100원    일  47,300원

•  최고의 명태 원물을 자연건조 하였으며,  
차별화된 관리로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황태

•참살이물  |  7미  |  냉장 
•일반택배 

800
한정

유과한마당   No! 화학물질걱정

 조  25,700원    일  34,300원

•  유기농 백미로 만든 유과를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로 튀긴 유과 선물세트

•  올곧은  |  찹쌀유과2개, 백년초유과, 녹차유과 
•  일반택배
•  made in 구례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우리밀소프트롤   속까지 100% 우리밀

 조  9,800원    일  13,000원

•  속까지 진짜 우리밀로 만든 부드러운 롤케이크
•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  500g  |  냉장
•  made in 구례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愛간장선물세트  속까지 100% 우리밀

 조  14,500원    일  18,500원

•  우리밀, 대두 등을 사용하여 발효숙성 과정에서 형성되는 맛과 
향이 매우 풍부하고 요리에 필요한 깔끔한 풍미와 감칠맛을  
더욱 살아나게 하는 장선물세트

•  애간장  |  다시마양조간장, 맛간장
•  일반택배
•  made in 괴산자연드림파크 / 자연드림 / AA

2000
한정

과자선물세트

 조  12,000원    일  15,000원

•  합성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과자선물세트
•  드림푸드  |  우리밀로만든딸기웨하스 80g, 우리밀참깨 

스틱 60g, 오곡야채크래커 90g, 내이름은꼬마곰 50g,  
우리밀로만든코코아와플 72g, 몽스코유기농솜사탕 12g,  
꼬마쮸사과맛 40g, 현미크런치바 20g

•  일반택배

3500
한정

쌍화한차골드

 조  22,600원    일  28,300원

•  국산 작약, 숙지황, 당귀 등으로 만든 쌍화분말과  
땅콩, 잣, 대추로 구성한 고명을 담은 차

•  융성식품  |  20g×50포
•  일반택배

석류즙   유기농

 조  21,500원    일  27,000원

•  유기농 석류와 유기농 설탕으로만 사용해 만든  
석류즙

•에덴식품  |  120ml×15포
•일반택배

양배추액

 조  18,800원    일  23,500원

•  국산 무농약 이상 사양의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추출한 양배추액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00ml×30포
•일반택배

배도라지즙

 조  24,500원    일  30,630원

•국산 배와 무농약 도라지로 만든 배도라지즙
•자연이  |  120ml×20포
•일반택배

도라지절편

 조  24,000원    일  30,000원

•  3년근 이상의 국산 무농약 도라지, 우수한 품질의  
국산 벌꿀로 만든 도라지절편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200g
•  일반택배

꿀선물세트 * 소

 조  22,000원    일  27,500원

•  부드럽고 감미로운 아카시아꿀, 맛과 향이 풍부한  
야생화꿀, 쌉싸름하면서 달콤한 밤꿀로 구성된 선물세트

•  파주양봉  |  750g(아카시아꿀 250g,  
야생화꿀 250g, 밤꿀250g)

5000
한정

그린팜+참치선물세트

 조  34,800원    일  48,800원

•  무항생제 돈육으로 만든 그린팜, 올리브통참치로 
구성된 선물세트

•  성연식품  |  그린팜 200g×6개,  
통참치 150g×4개

•  일반택배

남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조  13,370원    일  16,060원

여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조  12,550원    일  15,070원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인 행복플러스에서 국내산  
무형광원사로 생산한 양말세트

•행복플러스  |  5족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비누세트(6주숙성)

 조  11,780원    일  21,300원

•  6주 숙성으로 부드러운 4종 비누세트
•  아임내츄럴  |  6주 비누 4개
•  일반택배

참치선물세트 * 2호 

 조  23,500원    일  31,500원

•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유채유와 고급어종인 황다랑어, 
혼합올리브유로 만든 참치선물세트

•  드림푸드  |  자연드림압착유채유 650ml×2,  
올리브통참치 150g×3

•일반택배
•자연드림

2500
한정

홍삼액

 조  36,700원 일  46,000원 (20포)

 조  108,800원    일  136,800원 (60포)

•  인삼의 속 안까지 제대로 찌고 자연채광 속에서  
말리고 숙성시킨 홍삼으로 만든 홍삼액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90ml×20포 / 90ml×60포
•  일반택배

녹용액

 조  40,300원 일  51,000원 (20포/남성·여성·청소년)

 조  118,800원 일  150,000원 (60포/남성·여성·청소년)

•  자연방목한 꽃사슴의 녹용을 절각해 추출한 녹용액과 6년근 홍삼액으로  
만든 녹용액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90ml×20포 / 90ml×60포
•  일반택배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운 한우

한우갈비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70,000 221,000

한우실속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10,000 143,000

한우사골보신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10,000 143,000

한우반골꼬리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75,000 97,500

한우우족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75,000 97,500

한우냉장프리미엄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245,000 318,500

한우냉장구이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89,000 245,700

한우냉장모듬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40,000 182,000

한우냉장정육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95,000 123,500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 식용유

압착유채유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2,600 16,800

순수유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34,550 46,070

참기름들기름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28,050 37,470

압착유채유&우리밀올리고당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7,900 23,900

압착유채유&진한맛김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19,300 25,750

과일/견과류/버섯

배선물세트 * 1호 49,000 65,300

배선물세트 * 2호 43,000 57,300

사과선물세트 * 1호 62,300 82,900

사과선물세트 * 2호 49,800 65,900

사과선물세트 * 3호 42,800 56,900

무농약캠벨 무농약 34,800 49,700

캠벨 33,300 47,600

청포도 34,500 49,300

유기농메론선물세트 유기농 38,800 51,700

무농약메론선물세트 무농약 37,800 50,400

메론선물세트 36,800 49,100

무농약하우스감귤 무농약 28,000 37,000

곶감선물세트 * 1호 ※ 택배주문만 가능 59,500 79,300

곶감선물세트 * 2호 ※ 택배주문만 가능 43,900 58,500

유기농 반건시곶감 유기농 52,500 70,000

반시곶감 * 30개입 41,000 54,700

호두말이곶감세트 * 1호 73,800 105,400

호두말이곶감세트 * 2호 63,800 91,100

호두말이곶감세트 * 3호 57,800 82,600

견과류선물세트 * 1호 64,800 92,000

견과류선물세트 * 2호 56,800 81,000

자연드림하루견과 43,000 55,000

견과선물세트 29,500 39,000

잣선물세트 * 3개입 38,000 54,300

잣선물세트 * 5개입 ※ 택배주문만 가능 61,000 87,100

건표고선물세트 유기농 34,000 45,330

수산/건어물/조미류/김

영광굴비세트(오가) * 1호 FREE 방사능 72,000 102,850

영광굴비세트(오가) * 2호 FREE 방사능 115,000 164,300

영광굴비세트(오가) * 5호 FREE 방사능 181,000 258,550

영광굴비세트(오가) * 6호 FREE 방사능 232,000 331,450

영광굴비세트(장대) * 1호 FREE 방사능 47,000 67,150

영광굴비세트(장대) * 2호 FREE 방사능 85,000 121,450

제주은갈치선물세트 * 특대 FREE 방사능 93,500 133,550

제주은갈치선물세트 * 대 FREE 방사능 62,000 88,550

고등어선물세트 * 특 FREE 방사능 60,100 85,850

고등어선물세트 FREE 방사능 37,450 53,500

동해안자연산전복세트 * 대 FREE 방사능 139,900 155,400

동해안자연산전복세트 * 중 FREE 방사능 121,600 135,100

흑산도전복선물세트 * 7~8미 FREE 방사능 87,500 97,200

흑산도전복선물세트 * 9~10미 FREE 방사능 73,600 81,800

황태포 FREE 방사능 33,100 47,300

고구마김부각선물세트 FREE 방사능 47,300 67,550

기장재래미역 FREE 방사능 12,000 17,100

남도의선물 FREE 방사능 25,000 35,700

씨푸드스토리 FREE 방사능 17,050 24,350

천해무다시팩세트 FREE 방사능 18,750 26,700

자연담은프리미엄6종소금세트 FREE 방사능 15,000 20,000

순(純)국산천연조미료세트 FREE 방사능 34,250 44,050

조미료세트 FREE 방사능 23,000 29,600

황토소금세트 FREE 방사능 18,150 23,350

안심하고맛김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9,100 13,000

수미김종합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22,100 31,500

국산들기름바른재래김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28,000 39,000

더향긋하게구운파래김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28,000 39,000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수미김도시락김선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12,700 18,100

우리밀/우리쌀

냉동송편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22,000 27,500

올곧은실속한과세트 미세플라스틱 0%소금 14,100 18,800

유과랑강정이랑 미세플라스틱 0%소금 16,250 21,800

유과한마당 No! 화학물질걱정 25,700 34,300

올곧은한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42,500 56,000

전통장선물세트 29,800 39,000

愛간장선물세트 속까지 100% 우리밀 14,500 18,500

유기농기능성쌀선물세트 유기농 22,950 27,500

레드벨벳롤 속까지 100% 우리밀 8,800 12,570

베리베리롤 8,800 12,500

상큼딸기롤 8,300 11,500

아몬드미니롤 속까지 100% 우리밀 8,300 11,500

진한초코롤 속까지 100% 우리밀 8,300 11,500

우리밀소프트롤 속까지 100% 우리밀 9,800 13,000

우리밀밀크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000 15,000

우리밀모카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000 15,000

우리밀카푸치노롤 속까지 100% 우리밀 9,800 13,000

우리밀딸기잼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000 15,000

우리밀사과잼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000 15,000

우리쌀소프트롤 속까지 100% 우리밀 9,800 13,000

우리쌀카푸치노롤 속까지 100% 우리밀 9,800 13,000

허니카스테라 11,300 15,100

포근포근스폰지케이크 속까지 100% 우리밀 9,800 13,000

올곧은옛날과자 No! 화학물질걱정 18,000 24,000

과자선물세트 12,000 15,000

쿠키선물세트 속까지 100% 우리밀 16,500 23,000

호두과자 속까지 100% 우리밀 17,350 23,200

산수유마들렌 12,400 17,000

라면선물세트 * 1호 속까지 100% 우리밀 9,910 12,800

라면선물세트 * 2호 속까지 100% 우리밀 13,630 17,770

차/음료

에티카커피선물세트 24,650 32,860

에티카커피믹스 * 오리지널 16,680 23,830

에티카커피믹스 * 모카 16,680 23,830

텀블러용수제차세트 20,000 25,000

국화목련차선물세트 28,000 35,000

국화차선물세트 28,000 35,000

녹차한잔의여유 유기농 14,700 21,000

쌍화한차골드 22,600 28,300

노니선물세트 44,900 60,200

레드비트즙 17,600 22,000

백하수오액 55,000 70,000

블루베리액 FREE 방사능 50,000 62,500

블루베리아로니아액 FREE 방사능 36,000 45,000

양파즙 19,900 25,000

석류즙 유기농 21,500 27,000

양배추액 18,800 23,500

유자즙 13,200 16,500

인진쑥액 25,650 36,900

배즙 15,600 19,500

정든배즙 16,650 23,900

도라지배즙 22,900 32,500

배도라지즙 24,500 30,630

무농약포도로만든포도즙 24,500 31,000

포도즙 18,600 23,400

사과즙 14,700 18,900

유기농전통식혜 유기농 8,500 11,500

과일주스모음 21,300 26,630

월앙매실 유기농 24,300 30,400

하나초 24,300 30,400

발효초세트(파인애플,참다래) 13,200 16,500

아네쿱와인선물세트*레드 35,400 45,700

클레인러스트와인*레드 15,300 20,500

클레인러스트와인*드라이화이트 15,300 20,500

스텔렌러스트와인*레드 26,700 36,700

아네쿱일리아다오가닉와인*레드 유기농 24,500 30,600

아네쿱라카사엘로이그템프라니요와인*레드 10,900 15,100

비나모리온무스캇와인*스파클링 14,600 20,900

사과한모금 6,600 9,420

포도한모금 7,800 11,140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감귤한모금 8,800 11,800

마시는초콜릿 10,400 13,900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유기농홍삼액 유기농 84,000 105,000

홍삼액 * 20포 36,700 46,000

홍삼액 * 60포 108,800 136,800

홍삼농축액 127,000 160,000

주머니속홍삼정 84,000 105,000

진기홍삼단 50,000 62,500

통째로갈아넣은全(전)홍삼액 80,000 102,500

홍록고 63,000 77,500

홍삼봉밀절편 55,000 68,700

녹용액 * 20포(남성,여성,청소년) 40,300 51,000

녹용액 * 60포(남성,여성,청소년) 118,800 150,000

구수한민물장어진액 98,000 122,500

민물장어진액(골드) 197,500 249,900

자연산참붕어진액 93,750 120,550

자연산다슬기진액(골드) 97,100 124,850

자연산다슬기액 192,700 247,700

여주진액 26,000 32,500

우슬닭발진액 24,000 30,000

도라지청 23,000 28,750

도라지절편 24,000 30,000

생식다움한끼 72,000 105,000

꿀선물세트 * 2kg 43,800 54,750

꿀선물세트 * 소 22,000 27,500

간엔밀크씨슬 27,500 39,300

엽산철분 22,050 31,500

피부엔엽록소 22,000 35,000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9 27,000 38,600

프로바이오틱스11 17,500 25,500

내몸엔시리즈B 12,800 18,500

내몸엔시리즈C 17,700 25,300

내몸엔시리즈D 16,450 23,500

알티지오메가-3 21,400 35,800

어덜츠엔오메가3세트 35,500 60,640

어덜츠엔멀티비타민미네랄 13,650 22,800

우리아이튼튼프로젝트멀티비타민 13,000 18,600

생활선물

유기농 잡곡선물세트 유기농 25,500 32,000

유기농 콩선물세트 유기농 41,000 53,000

참치선물세트 * 1호 FREE 방사능 29,000 36,500

참치선물세트 * 2호 23,500 31,500

그린팜+참치선물세트 34,800 48,800

그린팜선물세트 33,800 47,900

돈육포선물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25,800 33,500

남성양말세트(베이직) No! 화학물질걱정 7,850 9,430

남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13,370 16,060

단양말세트 * 남성 No! 화학물질걱정 12,650 16,200

단양말세트 * 여성 No! 화학물질걱정 11,550 14,800

여성양말세트(베이직) No! 화학물질걱정 7,360 8,840

여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12,550 15,070

모던혼밥식기세트 * 6P No! 화학물질걱정 57,400 70,000

청연2인식기세트(화이트/민트) * 10P No! 화학물질걱정 75,900 92,000

청연4인식기세트(화이트/민트) * 18P No! 화학물질걱정 137,600 165,100

에콘스락밀폐용기(레드/그린) * 3P 18,000 21,400

밥국그릇세트 No! 화학물질걱정 79,100 94,000

비누세트(6주숙성) No! 화학물질걱정 11,780 21,300

아이수저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4,100 16,700

어른수저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6,100 19,000

옻칠자작나무조리세트 No! 화학물질걱정 45,700 54,600

옻칠찬합 No! 화학물질걱정 116,500 144,300

찻잔세트 No! 화학물질걱정 72,700 86,300

종이호일&수세미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7,400 21,000

가꿈비누선물세트 11,400 15,000

6개월&6주숙성비누 No! 화학물질걱정 17,720 25,500

미네랄마카선물세트 19,900 58,000

허브에센스샴푸&바디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28,300 34,000

파파야세제종합선물세트 26,000 49,000

파파야세탁세제선물세트 15,000 47,000

트리플클리너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0,400 19,900

※ 과일,채소류는 기후와 작황에 따라 산지 및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물세트 전체 보기

상담 및 문의  1577-6009      www.icoop.or.kr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