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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치유, 
지구를 위한 힐링 자연드림

깊은 바다 600m 이하의 해양심층수

중금속·미세플라스틱 0% 깊은바다소금

글루텐까지 100% 우리밀

화학물질(노말헥산) 걱정 없는 압착유채유

사람에게는 치유를 지구에게는 힐링을 주는 탄소치유농업

모두가 빠른 배송에 집중할 때

자연드림은 바른 먹거리의 기본을 튼튼히 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께는  

가장 귀한재료로 만든

자연드림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자연드림 설 카탈로그는 지구의 힐링을 위해 

재생지(100% 재생펄프)를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매장 휴무 : 2월 1일(화) ~ 2월 2일(수)

자연드림몰 배송 휴무 : 1월 30일(일) ~ 2월 2일(수)

택배 예약 및 수령

예약마감    1월 23일(일) 24시까지 

택배수령    1월 26일(수) ~ 1월 28일(금)

※ 사정에 따라 택배 예약마감 일정과 수령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택배비용

매장    무료배송

자연드림몰    2만원 이상 무료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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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주세요.



탄소치유농업으로 키운 과일·채소의 맛과 품질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자연드림이 책임집니다.

배, 사과, 딸기, 당근 등 순차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힐링푸드 마크를 확인하세요.

탄소치유농업은 유기농업, 무경운농법, 이온미네랄과 

다양한 토양미생물을 이용하는 자연드림농법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통해 

토양 미생물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물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면 

심각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토양 미생물이 건강해져 식물도 튼튼하게 만듭니다. 

토양미생물이 건강해진 땅에서 잘 자란 식물은 

미네랄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자연드림은 사람에게도 좋고, 

지구에게도 좋은 농업을 지향합니다.

자연드림 탄소치유농업 
맛으로 확인하세요

  탄소치유농업 배
  일반 배(단위: mg/100g)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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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 배 파이토케미컬 ]

사람을 위한 치유, 지구를 위한 힐링

‘HF 딸기&HF당근’ 
맛과 향 영상으로 확인하기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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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 견과 선물세트

사과선물세트 * 1호 / 2호 / 3호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하고 
 철저히 선별한 사과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  |  1호 : 13~14과 / 
 2호 : 15~16과 / 3호 : 17~18과 이내  |  냉장
•산지택배

천혜향선물세트   무농약

•친환경 무농약 천혜향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제주  |  3kg, 8~16과

한라봉선물세트   무농약

•친환경 무농약 한라봉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제주  |  3kg, 8~16과

사과배혼합세트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하고  

철저히 선별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  |  12과
 (사과 6과, 배 6과)  |  냉장
•산지택배

배선물세트 * 1호 / 2호 / 유기농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하고 
 철저히 선별한 배 선물세트  
•농심회작목반/송산농업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쿱청과  |  
 1호 : 8~10과 / 2호 : 11~12과 이내 / 유기 : 6~9과  |  냉장
•산지택배 :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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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이 없는 상품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곶감선물세트 * 1호 / 2호

 조  67,000원    일  95,700원  (1호)

 조  48,000원    일  68,600원  (2호)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한 영동곶감 선물세트   
•�일성영농조합법인  |  1호 : 1.7kg내외(과당 55g 내외×32개) / 
 2호 : 1.3kg내외(과당 55g 내외×24개)  |  냉동
•�산지택배

오렌지선물세트   무농약

•�자연드림 단독 공급하는 
 국내산 무농약 오렌지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제주  |  3kg, 8~16과

반시곶감
 조  45,000원    일  64,300원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한 청도반시로 
 만든 씨가 없는 반시곶감 선물세트
•청도매남영농조합법인  |  1.5kg 내외 /  
 과당 50g 내외×30개  |  냉동
•�산지택배

호두말이곶감세트 * 1호 / 2호 / 3호

 조  86,000원    일  122,900원  (1호)

 조  93,500원    일  133,600원  (2호)

 조  67,300원    일  96,100원  (3호)

•�달콤한 곶감과 고소한 호두로 만든 선물세트
•일성영농조합법인  |  1호 : 1.28kg (호두말이곶감 400g×1개,  
 통호두살 180g×1개, 곶감 700g×1개) / 2호 : 1.25kg(호두 
 말이곶감 400g×1개, 백잣 150g×1개, 곶감 700g×1개) / 
 3호 : 800g(호두말이곶감 400g×2개)   |  냉동

만감류혼합선물세트   무농약

•� 친환경 무농약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으로 
 구성된 만감류 혼합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제주  |  3kg, 9~12과

신규

견과류선물세트 * 1호 / 2호

 조  93,000원    일  132,900원  (1호)

 조  99,000원    일  141,400원  (2호)

•�고소한 통호두살과 백잣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일성영농조합법인  |  1호 : 480g
 (통호두살 280g, 잣 200g) / 2호 : 480g
 (통호두살 180g, 잣 300g)  |  냉장
•�일반택배 

자연드림이 과일 ‘맛’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과일 맛집 자연드림이 보장하는 

맛있는 사과만 엄선하여 담았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야미야미 사과선물세트입니다.

사과선물세트 YUMMY
•농업회사법인㈜쿱청과  |  12~16과 이내  |  냉장

신규

잣선물세트 * 3개입

 조  81,900원    일  109,200원

•법적 기준 이상으로 직접 관리한 향긋하고 
 고소한 잣 선물세트 
•농업회사법인㈜쿱청과  |  450g /
 황잣 150g×1개, 백잣 150g×2개
•종이가방 포함  |  일반택배

2000
한정



04   자연드림 떡국 선물세트

수돗물이 아닙니다
해양심층수로 만듭니다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 재료 물부터 생각합니다. 

마시는 물을 까다롭게 고르듯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까지 먹는 해양심층수로 바꿔 

치유와 힐링을 위한 자연드림만의 프리미엄식품을 만듭니다.

새해에는 가장 소중한 분께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든 자연드림 선물세트로 

치유와 힐링을 전하세요

2022 설맞이 떡국 선물세트

떡국선물세트   심층수 사용  

•� 국산 유기농 쌀가루에 

 흑미, 쑥, 단호박분말로 색을 내고 

 먹는 해양심층수와 깊은바다소금으로 

 더 특별해진 떡국떡 선물세트 

•�     ㈜청복  |  1.2kg(백미, 흑미, 쑥, 

 단호박떡국떡 각 300g)   |  냉장

•� 일반택배

신규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made in 자연드림 선물세트   05   

600m이하의 해양심층수와 

차별화된 미세플라스틱 차단 

시스템으로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깊은바다소금과 기픈물을 만듭니다.

솔트로드

가장 맛있는 시기에 

수확한 김원초, 

화학물질 걱정 없는

압착유채유, 참기름, 들기름과

깊은바다소금으로 만듭니다.

수미김 (김공방)

5500
한정

8000
한정

5500
한정

직접 수매한 국산 잡곡을 선별하여

소포장합니다.

저장 공간을 잘 갖춰 잡곡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관리합니다.

잡곡소포장센터

화학물질(노말헥산)  걱정 없이 

압착 방식으로 유채유,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합니다.

순수유 (압착유공방)

1000
한정

깊은바다소금   
깊은바다소금유채유선물세트
 조  22,500원    일  32,140원

•�깊은 바다 600m 이하의 물로 만든 
 깊은바다소금과 압착유채유로 구성된 선물세트 
•�자연드림솔트로드㈜  |  깊은바다함초소금 
 145g×1개, 깊은바다소금 1kg×1개, 
 자연드림압착유채유 420ml×2개

깊은바다소금   
깊은바다소금선물세트
 조  9,500원    일  13,500원

•�깊은 바다 600m 이하의 물로 만든 
 깊은바다소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자연드림솔트로드㈜  |  깊은바다소금 
 135g×1개, 깊은바다소금 1kg×1개
•�일반택배

깊은바다소금  
깊은바다소금4종선물세트
 조  16,700원    일  23,860원

•�깊은바다소금에 각종 시즈닝을 더해 만든 
 가공소금 4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자연드림솔트로드㈜지점  |  깊은바다함초소금 95g×1개, 
 깊은바다울금소금 55g×1개, 깊은바다갈릭소금 55g×1개, 
 깊은바다후추소금 75g×1개
•�일반택배 

깊은바다소금   
수미김종합선물세트 
 조  29,980원    일  42,900원

•�유기인증김을 압착유채유와 깊은바다소금으로 
 구운 수미김종합선물세트
•�콩기름잉크를 쓰고, 종이손잡이와 
 사탕수수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박스로 포장 
•�수미김  |  국산들기름바른김 2봉, 
 더고소하게구운재래김 2봉, 안심하고맛김 1팩,
 무럭무럭어린이김 1팩, 밥과함께진한맛김 1팩, 
 더향긋하게구운파래김 1팩
•�일반택배

깊은바다소금   
밥과함께진한맛김선물세트
 조  17,900원    일  25,900원

•�유기인증김을 압착유채유와 깊은바다소금으로  
 구운 진한맛김선물세트 
•�콩기름잉크를 쓰고, 종이손잡이와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박스로 포장
•�수미김  |  밥과함께진한맛김(전장) 3봉, 
 밥과함께진한맛김(도시락) 2팩
•�일반택배

깊은바다소금   
가볍게꽉채운김선물세트 
 조  18,900원    일  27,000원

•�유기인증김을 압착유채유와 깊은바다소금으로 
 굽고, 플라스틱 트레이 60개를 빼고 김으로만 
 꽉 채운 실속 도시락김 4종 세트
•�콩기름잉크와 사탕수수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박스에 담은 선물세트 
•�수미김  |  안심하고맛김 1팩, 무럭무럭어린이김 1팩,   
 밥과함께진한맛김 1팩, 더향긋하게구운파래김 1팩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압착유채유&들기름선물세트
 조  45,400원    일  64,860원

•�압착유채유와 국산 들기름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순수유  |  유채유 420ml×2개, 
 들기름 420ml×1개
•�일반택배

깊은바다소금   
압착유채유&진한맛김선물세트
 조  21,040원    일  30,060원

•�압착유채유와 깊은바다소금으로 만든
 진한맛김으로 구성한 선물세트 
•�㈜순수유  |  유채유 650ml×2개,
 밥과함께진한맛김 35g×3개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압착유채유&유기농프락토
올리고당선물세트
 조  19,340원    일  27,630원

•�압착유채유와 유기농프락토올리고당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순수유  |  압착유채유 650ml×2개, 
 유기농프락토올리고당 650g×1개
•�일반택배

견과선물세트
 조  35,000원    일  50,000원

•�국내산 땅콩, 호두, 대추, 잣, 해바라기씨와 
 공정무역 아몬드로 구성된 견과선물세트
•�㈜쿱양곡 괴산소포장센터  |  395g
•�일반택배

HF넛츠로힐링1day   HF  
 조  54,600원    일  78,100원

•�국내산 땅콩, 호두, 잣, 해바라기씨와 공정무역 아몬드, 
 브라질넛, 사차인치까지 7가지 견과류로 구성된 선물세트
•�㈜쿱양곡 괴산소포장센터  |  750g(25g×30개입)
•�일반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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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콩을 사용해 장을 담급니다.

정기적인 Non-GMO검사,

곰팡이독소검사 등 자체 안전성

검사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애간장 (장공방)

무항생제 돈육을 사용하고,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족발,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상품을 만듭니다.

미토리 (육가공공방)

깊은바다소금  
애간장선물세트 * 1호 

 조  14,500원    일  20,700원

•�  국산 원재료로 발효숙성한 간장으로  
 요리에 필요한 깔끔한 풍미와    
 감칠맛을 살리는 장류 선물세트 
•�  애간장  |  맛간장 500ml×1개, 
 다시마양조간장 500ml×1개  |  냉장
•�  일반택배

우리밀과 우리쌀을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자를 만듭니다.

올곧은 (과자공방)

유과한마당   No! 화학물질걱정

 조  27,000원    일  38,550원

•�유기농 찹쌀로 만든 부드러운 유과를 
 압착 유채유에 튀겨낸 세가지 색의 유과선물세트 
•�㈜올곧은  |  740g
•�일반택배

올곧은과자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조  17,600원    일  25,200원

•�일곱가지 맛있는 과자들을 함께 포장한 
 과자선물세트 
•�㈜올곧은  |  587g
•�일반택배

유과랑강정이랑   No! 화학물질걱정

 조  17,250원    일  24,700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유과와 고소하고 바삭한 
 쌀강정으로 만든 유과강정선물세트 
•�㈜올곧은  |  380g
•�일반택배

속까지 100% 우리밀을 비롯해

글루텐을 줄이고, 미량영양소 함량을

높이는 등 치유와 힐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빵을 연구합니다.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깊은바다소금  
진한초코롤
 조  8,700원    일  12,500원

•�속까지 100% 우리밀과 깊고 진한 
 초코크림으로 만든 롤케이크 
•�농업회사법인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 
 300g  |  냉장

깊은바다소금  
우리쌀소프트롤
 조  10,300원    일  14,500원

•�속까지 100% 우리밀과 쌀가루로 만들어 
 더욱 부드러운 우리쌀롤케이크 
•�농업회사법인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   
 500g  |  냉장

속까지 100% 우리밀  
우리밀소프트롤
 조  10,300원    일  14,500원

•�속까지 100% 우리밀로 만든 
 상큼하고 부드러운 롤케이크 
•�농업회사법인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   
 500g  |  냉장

깊은바다소금으로 햄 가공품을 생산하는 미토리 공방은 

2020년 9월부터 플라스틱 뚜껑이 없는 

i행복드림 선물세트를 선보였습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나와 이웃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미토리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3000
한정

깊은바다소금  
i행복드림선물세트
 조  38,400원    일  55,000원

•�  아질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인산염 등을 사용하지 않고 
 깊은바다소금을 사용해 만든 i행복드림선물세트 
•�    ㈜미토리  |  1.8kg(i행복햄 200g×9개)
•일반택배

모두가 빠른 배송을 강조할 때, 

자연드림은 바른 먹거리의 기본을 튼튼히 합니다!

HF 깊은바다소금 심층수No! 화학물질걱정NON-GMO 콩으로 키운

속까지 100% 우리밀 떡잎까지 진짜무농약유기농 FREE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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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운 한우

수산 / 건어물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시그니처세트 * 1호 / 2호

 조  229,000원    일  298,000원  (1호)

 조  185,000원    일  241,000원  (2호)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뼈 속까지  
건강한 한우를 종이박스와 재사용 가능한 가방으로 포장한 선물세트

•�  ㈜포정유통  |  1호 : 등심, 채끝, 양지 각 200g×2팩, 불고기 150g×2팩 /  
2호 :  등심, 양지 각 200g×2팩, 불고기, 국거리 각 150g×2팩  |  냉장

•� 산지택배

냉동한우실속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113,000원    일  147,000원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뼈 속까지 건강한 한우 선물세트
•��  ㈜포정유통  |  불고기 500g×2팩, 국거리 500g×1팩,  |  냉동
•� 산지택배

냉동한우갈비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조  175,000원    일  228,000원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뼈 속까지 건강한 한우 선물세트

•  ㈜포정유통  |  찜갈비 700g×3팩  |  냉동
•� 산지택배

* 매장에서 예약하세요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프리미엄세트 * 1호 / 2호 / 3호

 조  320,000원    일  416,000원  (1호)

 조  298,000원    일  387,000원  (2호)

 조  280,000원    일  364,000원  (3호)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뼈 속까지 
 건강한 한우를 종이박스와 재사용 가능한 가방으로 포장한 선물세트 
•�  ㈜포정유통  |  1호 : 안심, 채끝, 치마, 등심 각 200g×2팩 / 
 2호 : 안심, 부채, 업진, 등심 각 200g×2팩 /
 3호 : 채끝, 살치 각 200g×2팩, 등심 200g×4팩 | 냉장
•� 산지택배

NON-GMO 콩으로 키운

한우알찬실속세트 * 1호 / 2호

 조  142,000원    일  185,000원  (1호)

 조  128,000원    일  166,000원  (2호)

•�무항생제+Non-GMO콩으로 키우고 안전성 검사를 마친 뼈 속까지  
 건강한 한우를 종이박스와 재사용 가능한 가방으로 포장한 선물세트 
•�  ㈜포정유통  |  1호 : 양지 200g×2팩, 불고기, 국거리 각 150g×3팩 / 
 2호  : 불고기, 국거리 각 150g×4팩  |  냉장
•� 산지택배

고등어선물세트 * 특 / 일반   깊은바다소금  
 조  65,300원    일  93,300원  (특)

 조  40,700원    일  58,100원  (일반)

•�품질좋은 국내 자연산 고등어를 깊은바다소금으로 간을 한 
 고등어선물세트 
•  ㈜부광F&G  |  특 : 2kg(10팩) / 일반 : 2kg(15~17팩) |  냉동
•�종이가방 포함

영광굴비세트(오가) * 1호 / 2호 / 5호 / 6호   FREE 방사능  
 조  69,850원      일  99,800원  (1호)(500한정)

 조  111,700원    일  159,550원  (2호)(800한정)

 조  177,700원    일  253,850원  (5호)(60한정)

 조  230,350원    일  329,050원  (6호)(60한정)

•�국산 천일염만을 사용하고, 저염처리하여 건강에도 좋은 영광굴비 
•��    ㈜남도수산  |  1호 : 1kg(10미) / 2호 : 1.2kg(10미) /  

5호 : 1.4kg(10미) / 6호 : 1.7kg(10미) |  냉동  
•�종이가방 포함

한정

영광굴비세트(장대) * 1호 / 2호   FREE 방사능

 조  49,000원    일  70,000원  (1호)(180한정)

 조  78,350원    일  111,900원  (2호)(100한정)

•�국산 천일염만을 사용하고, 저염처리하여 건강에 좋은 영광굴비 
•��    ㈜남도수산  |  1호  : 1.6kg(20미) / 2호 : 1.85kg(20미) |  냉동  
•�종이가방  포함 

남도의선물 * 2호 / 4호   FREE 방사능

 조  28,000원    일  40,000원  (2호)

 조  19,200원    일  27,450원  (4호)

•�품질 좋고 신선한 건수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  
•�㈜남도수산  |  2호 : 국물멸치 200g, 잔멸치 200g, 홍새우 100g  / 
 4호 :  다시마 100g, 자른미역 130g,  홍새우 90g
•�종이가방 포함

한정

제주은갈치선물세트 * 특대 / 대   FREE 방사능  
 조  95,700원    일  136,700원  (특대)(1000한정)

 조  63,450원    일  90,650원  (대)(1000한정)

•�청정해역 제주에서 채낚기 방법으로 낚아올려 상처가 없고  
 깨끗한 제주은갈치 
•��    ㈜남도수산  |  특대 : 2팩 1.1kg 이상(손질 후), 1팩 당 4토막 / 

대 : 2팩 800g 이상(손질 후), 1팩 당 4토막  |  냉동  

한정

황태포선물세트   FREE 방사능

 조  38,600원    일  55,150원

•�최고의 명태 원물을 사용하고 자연건조 하였으며, 
 차별화된 관리로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황태포 
•� 참살이물산  |  450g 이상(7미)  |  냉장
•�종이가방 포함 

300
한정

고구마김부각선물세트   심층수 사용

 조  47,300원    일  67,500원

•�해양심층수로 찹쌀죽을 만들고,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바삭한 국산 김부각 
•�빛과소금  |  400g(40g×10개)
•�종이가방 포함

흑산도전복선물세트 * 대 / 중   FREE 방사능

 조  89,800원    일  99,500원  (대)

 조  75,500원    일  84,000원  (중)

•�흑산도 해역에서 정성껏 키워낸 양식전복 
•�늘푸른수산  |  대 : 1kg(7~8미) / 중 : 1kg(9~10미)  |  냉장
•� 산지택배

전통명란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조  40,400원    일  57,700원

•�신선한 명란을 건강한 부재료를 이용하여 재래식 
 전통기법으로 저염 숙성, 발효한 전통명란선물세트 
•�㈜청아굿푸드  |  800g(2팩)  |  냉장
•�종이가방 포함

천해무다시팩세트 * 2호   FREE 방사능

 조  19,500원    일  27,850원

•�우리 바다, 우리 땅에서 자란 자연재료를 
 엄선하여 만든 다시팩세트 
•�  ㈜천해무  |  300g(150gx2봉)

500
한정



커피 / 차 / 음료

배도라지즙
 조  26,000원    일  37,140원

•� 국산 배와 무농약 도라지만을 담은 음료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20ml×20포
•� 일반택배

양파즙
 조  19,900원    일  28,430원

•� 오직 국산 무농약 양파만을 추출해 만든 양파즙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20ml×30포
•� 일반택배

양배추액
 조  20,800원    일  29,700원

•� 무농약 양배추와 무농약 브로콜리로 만든 
 속편한 건강음료 
•�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00ml×30포
•� 일반택배

타트체리즙
 조  15,600원    일  22,290원

•� 몽모랑시 타트체리로 만든 타트체리즙
•�   ㈜웰파인  |  50ml×30포
•�   일반택배

석류즙   유기농

 조  21,500원    일  30,710원

•� 유기농석류와 유기농설탕으로만 만든 석류즙 
•�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  120ml×15포
•� 일반택배

공정무역선물

유기농타트체리스틱   유기농

 조  11,500원    일  15,500원

•� 스틱 포장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는 유기농타트체리농축액 
•� 영농조합법인 물댄동산  |  300ml(10ml×30포)
•� 일반택배

착즙ABC주스
 조  21,500원    일  30,700원

•� 사과, 비트, 당근을 물없이 착즙한 주스  
•� 영농조합법인 물댄동산  |  100ml×30포
•� 일반택배

착즙유기농핑크석류   유기농

 조  31,700원    일  45,290원

•� 물 타지 않은 터키산 유기농 핑크석류 착즙주스  
•� 영농조합법인 물댄동산  |  100ml×30포
•� 일반택배

클레인러스트와인 * 레드

 조  15,300원    일  20,500원 
•�새콤한 베리향과 달콤한 초콜릿향, 매콤한 후추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정무역(Fairtrade) 인증 남아공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100원 별도

클레인러스트와인 * 드라이화이트

 조  15,300원    일  20,500원 
•�남아공 스텔렌보쉬 지역 와이너리의 대표와인으로 
 다양한 과일향과 풍성한 산도를 느낄 수 있는 
 공정무역(Fairtrade) 인증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100원 별도

비나모리온무스캇와인 * 스파클링

 조  14,600원    일  20,900원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지중해의 해풍을 맞고 자란 
 무스캇 품종으로 만든 달콤한 과일향과 적절한 산도가 
 조화를 이룬 달콤한 모스카토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100원 별도

파타샤네로다볼라와인 * 레드

 조  28,500원    일  39,000원 
•�  이탈리아 대표 와인협동조합 카비로의 레드와인으로 
 은은한 오크향, 세이지 허브향, 지중해 발사믹 아로마 향이 
 어우러져 있는 시칠리아산 토착 레드 품종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500원 별도

페우도아풀리아노와인 * 레드

 조  27,000원    일  33,500원 
•�  이탈리아 대표 와인협동조합 카비로의 레드와인으로 
 적절한 산미와 균형감, 시시각각 변화되는 다양함이 
 특징인 풀바디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500원 별도

아네쿱일리아다오가닉와인 * 레드   유기농

 조  24,500원    일  30,600원 
•�  까버넷쇼비뇽, 쉬라, 템프라니요를 블랜딩하여 
 조화로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스페인 유기인증+비건인증 와인 
•�      ㈜와인엔베버리지  |  750ml

※ 과실주발전기금 500원 별도

신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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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커피믹스 * 모카 / 오리지널   
 조  18,350원    일  26,210원

•�공정무역 인스턴트커피에 원두가루를 입힌 
 인스턴트원두커피 
•�    ㈜희망그린식품  |  70봉
•�일반택배

에티카커피선물세트
 조  24,650원    일  35,210원

•�공정무역커피와 유기농설탕, 자연드림크리머로 만든 
 에티카 커피 4종 선물세트 
•�    ㈜희망그린식품  |  596g[에티카아메리카노블랙 11g×2개, 
 에티카아메리카노스위트 47g×2개, 에티카커피믹스모카 240g,
 에티카커피믹스오리지널 240g ]
•�일반택배

300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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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선물하는 실속 선물세트

생활선물

No! 화학물질걱정

여성양말세트 * 프리미엄   

  조  14,700원    일  21,000원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인 행복더하기에서 
 국내산 무형광원사로 생산한 양말세트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더하기  |  5족
•� 종이가방 포함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여성양말세트 * 베이직   

  조  8,800원    일  12,700원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인 행복더하기에서 
 국내산 무형광원사로 생산한 양말세트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더하기  |  3족(그레이, 와인, 화이트)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남성양말세트 * 프리미엄   

  조  14,700원    일  21,000원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인 행복더하기에서 
 국내산 무형광원사로 생산한 양말세트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더하기  |  5족
•� 종이가방 포함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남성양말세트 * 베이직   

  조  8,800원    일  12,700원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인 행복더하기에서 
 국내산 무형광원사로 생산한 양말세트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더하기  |  3족(그레이, 와인, 네이비)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티스푼&포크세트
 조  23,100원    일  28,500원

•� 문화재기능인 장태연 공예가가 선보이는 
 원목의 자연스러운 멋이 담긴 국내생산  
 천연 옻칠주방용품 
•법촌옻칠공예사  |  티스푼 3개, 포크 3개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어른수저세트
 조  16,100원    일  19,000원

•� 문화재기능인 장태연 공예가가 선보이는 
 원목의 자연스러운 멋이 담긴 국내생산  
 천연 옻칠주방용품 
•법촌옻칠공예사  |  숟가락 1개, 젓가락 1개
•일반택배

간식선물세트
  조  12,000원    일  17,140원

•� 합성향료를 사용하지 않은 간식선물세트 
•� 자연라이프  |  434g(10종)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제로웨이스트선물세트 * 1호

  조  19,100원    일  24,000원

•� 사회적기업 상품으로 구성한 제로웨이스트 비기너 키트 
•� 자연라이프  |  곡물목욕비누 1개, 마루대나무칫솔, 
 소창행주, 삼베수세미 각 2개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옻칠자작나무조리세트
  조  45,700원    일  54,600원

•� 문화재기능인 장태연 공예가가 선보이는 원목의 
 자연스러운 멋이 담긴 국내생산 천연 옻칠주방용품 
•� 법촌옻칠공예사  |  뒤집기(대), 주걱, 국자(소), 
 볶음수저(대), 요리젓가락
•� 일반택배

100
한정

5000
한정

양갱종합세트
 조  10,500원    일  15,000원

•� 국산 밤, 팥, 고구마로 만든 부드럽고 달콤한 
 양갱 3종 선물세트 
•� 밤뜨래영농조합법인  |  40g×9개
 (밤양갱 3개, 팥양갱 3개, 고구마양갱 3개)
•� 일반택배

유기농

유기농발효숙성노니주스 * 1L 

  조  28,890원    일  37,560원

•� 유산균 발효로 노니의 독특한 맛과 향을 부드럽게 
만든 유기농발효숙성노니주스 

•선물용케이스는 별도판매
•�     ㈜엔에스티바이오  |  1L

잼선물세트 

  조  14,500원    일  20,710원

•� 국산 딸기와 사과, 블루베리로 만든 잼선물세트 
•� 산마루영농조합법인  |  딸기잼 180g, 
 사과잼 180g, 베리잼 180g
•� 일반택배

돈육포선물세트
  조  31,500원    일  39,380원

•� 국산 돈육을 사용하며, 발색제와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돈육포선물세트
•�   ㈜청미식품  |  돈육포 100g×3봉
•� 종이가방 포함  |  일반택배

1000
한정

1000
한정

1000
한정

1000
한정

1000
한정

500
한정 100

한정

No! 화학물질걱정   
압착유채유&참치&햄선물세트 

  조  37,840원    일  54,060원

•� 압착유채유와 방사능 걱정 없는 참치, 
 인산염 무첨가 햄을 담은 선물세트 
•� ㈜순수유  |  압착유채유 650ml×2개, 
�  i행복햄 200g×3개, 올리브통참치 150g×3개
•� 일반택배

No! 화학물질걱정   
자연드림순수유선물세트 * 1호 

  조  49,350원    일  70,500원

•� 압착유채유와 국산 참기름, 들기름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 ㈜순수유  |  압착유채유 265ml×2개, 
 참기름 200ml×1개, 들기름 200ml×1개
•� 일반택배

5000
한정

950
한정

3000
한정

유기농

유기농컬러쌀선물세트 

  조  23,540원    일  30,610원

•� 유기농 쌀에 건강에 좋은 강황, 홍국, 클로렐라를 
 코팅하여 만든 선물세트 
•�     주식회사 바비조아  |  1,350g
 (강황쌀 450g×1개, 든든3곡 450g×2개)
•� 일반택배

700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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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Healing Food)

HF  
에이치에프(HF)코엔자임Q10 
 조  21,200원    일  30,300원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1일 1캡슐로 코엔자임Q10 100mg 섭취 
•�부원료로 압착유채유 사용
•�    ㈜알피바이오  |  21g(350mg×60캡슐), 60일분
•�일반택배

HF  
엠에스엠 
 조  20,300원    일  29,000원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옵티 엠에스엠100% 
•�    ㈜아오스  |  60g(500mg×120정), 30일분
•�일반택배

HF  
메가비타민D32500 
 조  8,050원    일  11,500원

•�1일 350mg 1캡슐로 비타민D3 2500IU 섭취
•�부원료로 압착유채유 사용된 메가비타민D3 2500  
•�  ㈜  알피바이오  |  21g(350mg×60캡슐), 60일분
•�일반택배

HF  
마그네슘 
 조  17,900원    일  26,000원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에너지 이용 및 신경과 근육 기능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306mg(97%)을 3정으로 섭취  
•�  ㈜아오스  |  54g(600mg×90정), 30일분
•�일반택배

HF(Healing Food)는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 

좋은 식·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자연드림과 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이 
공동협력 개발한 
HF(Healing Food)식품!

HF  
메가도스비타민C2000 
 조  16,590원    일  23,700원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1일 4캡슐로 간편하게 영국산 비타민C 2,000mg 섭취 
•�    엠에스바이오텍㈜  |  63.6g(530mg×120캡슐), 30일분
•�일반택배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눈엔베타카로틴
 조  13,000원    일  18,600원

• 무첨가 : 합성향료
• 1일 1캡슐로 베타카로틴 3mg, 비타민3.3mg α-TE 공급
•No 헥산추출 베타카로틴 사용
• 부원료로 압착유채유 사용
•� ㈜알피바이오  |  7.2g(120mg×60캡슐), 60일분
•� 일반택배

장&신바이오틱스
 조  26,600원    일  38,000원

•�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 1일 1포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락토올리고당을 
 함께 섭취하는 장&신바이오틱스 
•�   비오팜㈜  |  350g(3.5g×100포), 100일분
•� 일반택배

칼슘마그네슘디
 조  18,900원    일  27,000원

•�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3종 복합 기능성 제품 
•�     ㈜다움  |  60g(500mg×120정), 30일분
•� 일반택배

어덜츠엔멀티비타민미네랄
 조  13,650원    일  22,800원

•�무첨가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합성향료, 착색료
•��비타민B1, B2, B6, 비타민C,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 셀레늄, 아연 등 비타민8종과  
 미네랄 6종을 공급하는 복합멀티비타민미네랄 
•�  ㈜다움  |  72g(600mg×120정), 30일분
•�  일반택배

도라지절편
 조  24,000원    일  34,290원

•3년근 이상의 국산 무농약재배 도라지,  
 우수한 품질의 국산 벌꿀로 만든 도라지절편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200g(20g×10개입)
•일반택배

홍삼봉밀절편
 조  55,000원    일  78,570원

•  6년근 국산 홍삼과 우수한 품질의 국산 벌꿀로 만든 
홍삼절편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200g(20g×10개입)
•일반택배

흑염소진액
 조  87,500원    일  125,000원

•국산 흑염소와 각종 약재를 함께 달인 
 진한 흑염소 진액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00ml×30포
•일반택배

흑마늘액
 조  48,800원    일  69,710원

•국산 무농약마늘의 발효와 숙성을 통해 
 제대로 만든 흑마늘액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100ml×30포
•일반택배

홍삼농축액
 조  127,000원    일  181,430원

•인삼의 속 안까지 제대로 찌고 자연채광 속에서 
 말리고 숙성시킨 홍삼으로 만든 홍삼농축액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250g(125g×2병)
•일반택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9
 조  26,460원    일  37,800원

•� 건강한 성인에게 필요한 유산균 9종을 1일 2캡슐로 
 25억마리 이상 보장, 먹기 편한 캡슐 형태  
•�   ㈜메디오젠 충주공장  |  30g(500mg×60캡슐), 30일분
•�  일반택배

간엔밀크씨슬
 조  22,400원    일  32,000원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 함유 제품
•�     ㈜다움  |  30g(500mg×60정), 30일분
•� 일반택배

초임계식물성알티지오메가3
 조  24,150원    일  34,500원

•� 무첨가 : 착색료, 합성향료
•� rTG형태 오메가3(EPA 및 DHA 함유유지)  600mg 공급(1일 2캡슐)
•� 저온초임계추출 및 정제한 미세조류(식물성) 사용(No헥산추출)
•� 비타민E와 EPA 및 DHA 함유유지 복합 기능성 제품
•� 부원료로 압착유채유 사용
• ㈜알피바이오  |  30g(500mg×60캡슐), 30일분
•� 일반택배

인삼   유기농

 조  92,000원    일  131,430원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 없이 건강하게 키운 
 유기농 6년근 인삼 
•거제사슴농장*채소  |  유기농 6년근 수삼 750g
•일반택배

녹용액(여성/남성/청소년) * 60포 / 20포

 조  118,800원 일  169,710원 (60포)

 조  40,300원 일  57,570원 (20포)

•자연방목한 꽃사슴의 녹용을 절각해 추출한 
 녹용액과 6년근 홍삼액으로 만든 녹용액 
•거제사슴영농조합법인  |  90ml×60포 / 90ml×20포
•일반택배

채움 * 레드 / 블랙

 조  80,000원    일  114,290원

•국산 녹용과 홍삼, 각종 약재로 만든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영농조합법인 물댄동산  |  50ml×30포
•일반택배

여성용 남성용

유기농발효숙성노니주스 * 30포   유기농  

  조  33,550원    일  43,620원

•� 30ml 소포장으로 휴대성을 높인 유기사양의  
 발효숙성노니주스 
•�     ㈜엔에스티바이오  |  30ml×30포
•� 일반택배



조  조합원가(매장)   일  일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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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사양 산지명 구성 및 중량 보관  조합원가  일반가 기타

한우산적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400g 냉장  28,800 37,400

한우육전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400g 냉장 28,800 37,400

한우찜갈비 NON-GMO 콩으로 키운 ㈜포정유통 900g 냉장 67,500 87,800

데친문어
(제수용) 

FREE 방사능 세정씨푸드 1.8kg 냉동 64,400 92,000 1000한정

대구포 FREE 방사능 동방유통 400g 냉동 9,100 13,000

동태전감 FREE 방사능 동방유통 400g 냉동 6,750 9,650

동태포 FREE 방사능 한진씨푸드 400g 냉동 7,650 10,950

굴비(대) FREE 방사능 ㈜남도수산 340g /3미 냉동 25,800 36,850

제수용
마른오징어 

FREE 방사능 ㈜남도수산 120g/1미 냉장 12,450 17,800

메밀이들어간
부침가루

깊은바다소금 쿱푸드 제2공방 500g 4,950 7,000

전분바삭부침가루 글루텐  뚝 쿱푸드 제2공방 500g 3,350 4,780

우리밀튀김가루 깊은바다소금 쿱푸드 제2공방 1kg 6,450 9,000

냉식혜 심층수 사용 쿱푸드 본점 1.4L 냉동 4,980 7,100

황태포(제수포) FREE 방사능 ㈜횡성맑 1미 냉장 6,350 9,050

제수용배 농업회사법인㈜쿱청과 3개입 냉장

물품명 사양 산지명 구성 및 중량 보관  조합원가  일반가 기타

제수용사과 농업회사법인㈜쿱청과 3개입 냉장

감자전 깊은바다소금 영풍
300g

(100g×3장)
냉동 4,380 6,250

고기지짐 깊은바다소금 영풍
300g

(150g×2장)
냉동 6,090 8,700

꼬치전 깊은바다소금 영풍 300g 냉동 8,040 11,490

동태전 No! 화학물질걱정 영풍 400g 냉동

모듬전 깊은바다소금 영풍 490g 냉동 11,830 16,900

온잡채 영풍 250g 냉동 4,580 6,550

꽃약과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240g 11,700 16,710

꽃약과*30개입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900g

(30g×30개입)
27,250 38,950

미니찹쌀약과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100g 2,680 3,830

삼색방울유과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60g 2,640 3,770

차례상산자 ㈜올곧은 190g 9,450 13,500

찹쌀유과 No! 화학물질걱정 ㈜올곧은 100g 3,580 5,120

생생떡국떡 심층수 사용 ㈜청복 300g 냉장

냉동떡국떡 심층수 사용 ㈜청복 500g 냉동

자연드림이 준비한 제수용품을 확인하세요

※ 가격이 없는 상품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건강식품도 
해양심층수로 만듭니다
2021년 10월 iCOOP생협과 거제사슴영농조합이 하나가 되어 

자연이 정답이다 공방을 오픈하였습니다. 

자연이정답이다 공방에서는 기존의 제품들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수돗물 대신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프리미엄 건강식품·건강음료를 생산합니다.

2022년 설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해양심층수로 추출한 

홍삼액을 시작으로 녹용액, 감당, 장균형, 도라지농축액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연 그대로 담아 더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건강음료!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심층수 사용    
홍삼액 * 60포 
 조  108,800원    일  155,430원

•�㈜자연이 정답이다  |  90ml×60포

심층수 사용    
홍삼액 * 30포 
 조  57,150원    일  81,680원

•� ㈜자연이 정답이다  |  90ml×30포

홍삼을 통째로 달여 
홍삼의 영양분을 전부 담았습니다 

•정확한 생산지와 생산자가 있는 6년근 홍삼만을 사용합니다.

•좋은 토양에서 키운 농약이 검출 되지않은 안전한 홍삼을 사용합니다.

•속까지 제대로 찌고 180일 이상 숙성 시켜서 제대로 말렸습니다. 

•깊은 바다 600m 이하의 해양심층수만 사용하여 1번만(초탕) 달였습니다.



2만원대 이하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건강기능식품2개쇼핑백  950  1,500 

노니주스단케이스  1,200  1,500 

건강기능식품2개케이스  1,580  2,260 

착즙유기농타트체리 유기농  6,870  9,200 

메가비타민D32500 HF  8,050  11,500 

상큼딸기롤 깊은바다소금  8,700  12,500 

진한초코롤 깊은바다소금  8,700  12,500 

여성양말세트*베이직 No! 화학물질걱정  8,800  12,700 

남성양말세트*베이직 No! 화학물질걱정  8,800  12,700 

유기농전통식혜 유기농  8,960  12,800 

아몬드미니롤 속까지 100% 우리밀  9,250  13,400 

레드벨벳롤 깊은바다소금  9,250  13,400 

베리베리롤 깊은바다소금  9,250  13,400 

쌀롤에바나나 깊은바다소금  9,250  13,400 

깊은바다소금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9,500 13,500

우리밀소프트롤 속까지 100% 우리밀  10,300  14,500 

우리밀카푸치노롤 깊은바다소금  10,300  14,500 

우리쌀소프트롤 깊은바다소금  10,300  14,500 

우리쌀카푸치노롤 깊은바다소금  10,300  14,500 

포근포근스폰지케이크 깊은바다소금  10,300  14,500 

유기농유자차 유기농 10,400 14,860

양갱종합세트 10,500 15,000

아네쿱라카사엘로이그템프라니요와인*레드  10,900  15,100 

우리밀딸기잼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500  16,500 

우리밀모카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500  16,500 

우리밀사과잼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500  16,500 

우리밀밀크롤 속까지 100% 우리밀  11,500  16,500 

유기농타트체리스틱 유기농 11,500 15,500

내몸엔시리즈B  11,900  17,000 

간식선물세트  12,000  17,140 

양배추분말스틱 12,500 17,860

눈엔베타카로틴  13,000  18,600 

우리아이튼튼프로젝트멀티비타민  13,000  18,600 

유자즙  13,200  18,860 

어덜츠엔멀티비타민미네랄  13,650  22,800 

아이수저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4,100  16,700 

발효초세트*파인애플/사과  14,320  20,450 

자연드림압착유채유선물세트*1호 No! 화학물질걱정  14,340  20,490 

애간장선물세트*1호 깊은바다소금  14,500  20,700 

잼선물세트  14,500  20,710 

비나모리온무스캇와인*스파클링  14,600  20,900 

내몸엔시리즈D  14,600  20,900 

남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14,700  21,000 

여성양말세트*프리미엄 No! 화학물질걱정  14,700  21,000 

클레인러스트와인*레드  15,300  20,500 

클레인러스트와인*드라이화이트  15,300  20,500 

사과즙  15,450  22,070 

타트체리즙 15,600 22,290

어른수저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6,100  19,000 

메가도스비타민C2000 HF  16,590  23,700 

정든배즙 16,650  23,900 

깊은바다소금4종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16,700 23,860

호박즙  16,800  24,000 

한입에홍삼꿀꺽*블루베리포도  17,000  24,290 

한입에홍삼꿀꺽*사과파인애플  17,000  24,290 

유과랑강정이랑 No! 화학물질걱정  17,250  24,700 

올곧은과자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7,600 25,200

내몸엔시리즈C  17,700  25,300 

엔셀트와인*스파클링  17,900  25,700 

밥과함께진한맛김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17,900  25,900 

마그네슘 HF  17,900  26,000 

에티카커피믹스*모카  18,350  26,210 

에티카커피믹스*오리지널  18,350  26,210 

포도즙  18,600  26,570 

헛개열매진액 18,850 26,930

가볍게꽉채운김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18,900  27,000 

칼슘마그네슘디  18,900  27,000 

슬림보이차 18,900 27,000

제로웨이스트선물세트*1호 No! 화학물질걱정 19,100 24,000

남도의선물*4호 FREE 방사능  19,200 27,450 

압착유채유&유기농프락토올리고당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19,340 27,630 

핑크프로바이오틱스3 19,450 29,900

천해무다시팩세트*2호 FREE 방사능  19,500  27,850 

양파즙  19,900  28,430 

텀블러용수제차세트  20,000  25,000 

엠에스엠 HF  20,300  29,000 

양배추액 20,800 29,700

압착유채유&진한맛김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21,040  30,060 

에이치에프(HF)코엔자임Q10 HF  21,200  30,300 

석류즙 유기농  21,500  30,710 

착즙ABC주스 21,500 30,700

피부엔엽록소  22,000  35,000 

프로바이오틱스11  22,000  31,430 

엽산철분  22,050  31,500 

간엔밀크씨슬  22,400  32,000 

깊은바다소금유채유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22,500 32,140

알티지오메가-3  22,680  37,800 

레드비트즙 22,700 32,430

도라지배즙 22,900 32,500

도라지청  23,000  32,860 

티스푼&포크세트 No! 화학물질걱정  23,100  28,500 

유기농컬러쌀선물세트 유기농  23,540  30,610 

도라지절편  24,000  34,290 

우슬닭발진액  24,000  34,290 

초임계식물성알티지오메가3 24,150 34,500

하나초(선물용)  24,300  34,710 

아네쿱일리아다오가닉와인*레드 유기농  24,500  30,600 

한입에녹용꿀꺽  24,500  35,000 

에티카커피선물세트  24,650  35,210 

인진쑥액  25,650  36,900 

쌍화한차 25,780 36,000

배도라지즙  26,000  37,140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9  26,460  37,800 

장&신바이오틱스  26,600  38,000 

여주진액  26,600  38,000 

스텔렌러스트와인*레드  26,700  36,700 

유과한마당 No! 화학물질걱정  27,000  38,550 

페우도아풀리아노와인*레드  27,000 33,500

무농약포도로만든포도즙  27,200  39,000 

남도의선물*2호 FREE 방사능  28,000  40,000 

국화차선물세트  28,000  40,000 

월앙매실(선물용) 유기농  28,210  40,300 

파타샤네로다볼라와인*레드  28,500  39,000 

산수유야관문  28,500  40,710 

유기농발효숙성노니주스*1L 유기농 28,890 37,560

참치선물세트*1호 FREE 방사능 29,000  41,430 

수미김종합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29,980 42,900 

3~4만원대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가시오가피진액  30,000  42,860 

돈육포선물세트  31,500  39,380 

여자는석류추출물 31,500  65,000 

착즙유기농핑크석류 유기농 31,700 45,290

유기농발효숙성노니주스*30포 유기농 33,550  43,620 

엘레바시옹와인*레드  34,000  48,000 

견과선물세트 35,000 50,000

도자기찻잔세트 No! 화학물질걱정  35,000  45,000 

홍삼유산균  35,750  51,100 

어덜츠엔식물성오메가3세트  38,250  60,800 

압착유채유&참치&햄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37,840 54,060

i행복드림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38,400  55,000 

황태포선물세트 FREE 방사능  38,600  55,150 

도멘아글리바이오유기농와인 유기농  39,500  54,500 

녹용액(남성)*20포 40,300 57,570

녹용액(여성)*20포 40,300 57,570

녹용액(청소년용)*20포  40,300  57,570 

전통명란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40,400 57,700

고등어선물세트 깊은바다소금  40,700  58,100 

자연드림참기름들기름선물세트*1호 No! 화학물질걱정  42,060 60,090 

반시곶감  45,000 64,300 

압착유채유&들기름선물세트 No! 화학물질걱정 45,400 64,860

옻칠자작나무조리세트 No! 화학물질걱정  45,700  54,600 

고구마김부각선물세트 심층수 사용  47,300  67,500 

곶감선물세트*2호  48,000  68,600 

흑마늘액  48,800  69,710 

영광굴비세트(장대)*1호 FREE 방사능 49,000 70,000

자연드림순수유선물세트*1호 No! 화학물질걱정 49,350 70,500

5~9만원대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블루베리액 FREE 방사능 50,000  71,430 

진기홍삼단  50,000  71,430 

반건시곶감선물세트 유기농  52,500  75,000 

HF넛츠로힐링1day HF 54,600 78,100

홍삼봉밀절편  55,000  78,570 

홍삼액*30포 심층수 사용  57,150  81,680 

홍록고  63,000  90,000 

통째로갈아넣은全(전)홍삼액  63,000  90,000 

제주은갈치선물세트*대 FREE 방사능  63,450  90,650 

고등어선물세트*특 깊은바다소금  65,300  93,300 

곶감선물세트*1호 67,000 95,700

호두말이곶감세트*3호 67,300 96,100

영광굴비세트(오가)*1호 FREE 방사능 69,850  99,800 

흑산도전복선물세트*9~10미 FREE 방사능  75,500  84,000 

영광굴비세트(장대)*2호 FREE 방사능  78,350  111,900 

채움*레드  80,000  114,290 

채움*블랙  80,000  114,290 

잣선물세트*3개입  81,900  109,200 

주머니속홍삼정  84,000  120,000 

호두말이곶감세트*1호  86,000  122,900 

흑염소진액 87,500 125,000

흑산도전복선물세트*7~8미 FREE 방사능  89,800  99,500 

인삼 유기농 92,000 131,430

견과류선물세트*1호 93,000 132,900

호두말이곶감세트*2호  93,500  133,600 

자연산참붕어진액  93,750  133,930 

제주은갈치선물세트*특대 FREE 방사능  95,700  136,700 

자연산다슬기진액(골드)  97,100  138,710 

구수한민물장어진액  98,000  140,000 

견과류선물세트*2호 99,000 141,400

10~19만원대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홍삼액*60포 심층수 사용  108,800  155,430 

영광굴비세트(오가)*2호 FREE 방사능  111,700  159,550 

냉동한우실속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13,000  147,000 

녹용액(남성)*60포  118,800  169,710 

녹용액(여성)*60포  118,800  169,710 

녹용액(청소년용)*60포 118,800 169,710

홍삼농축액  127,000  181,430 

한우알찬실속세트*2호 NON-GMO 콩으로 키운  128,000  166,000 

한우알찬실속세트*1호 NON-GMO 콩으로 키운  142,000  185,000 

냉동한우갈비세트 NON-GMO 콩으로 키운  175,000  228,000 

영광굴비세트(오가)*5호 FREE 방사능 177,700 253,850

한우시그니처세트 2호 NON-GMO 콩으로 키운  185,000  241,000 

20만원대 이상

상품명 사양 조합원가 일반가

한우시그니처세트*1호 NON-GMO 콩으로 키운  229,000  298,000 

영광굴비세트(오가)*6호 FREE 방사능  230,350  329,050 

한우프리미엄세트*3호 NON-GMO 콩으로 키운  280,000  364,000 

한우프리미엄세트*2호 NON-GMO 콩으로 키운  298,000  387,000 

한우프리미엄세트*1호 NON-GMO 콩으로 키운  320,000  416,000 

매장에서 가격을 확인해주세요

배선물세트*1호

배선물세트*2호

사과선물세트*1호

사과선물세트*2호

사과선물세트*3호

사과배혼합세트

사과선물세트 YUMMY

정읍&레드향선물세트 유기농

유기농배선물세트 유기농

만감류혼합선물세트 무농약

오렌지선물세트 무농약

천혜향선물세트 무농약

레드향선물세트 무농약

한라봉선물세트 무농약

떡국선물세트 심층수 사용

가격대별 선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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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