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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는

원료 구입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콜드체인시스템에 의한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좋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생산이력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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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대상

2018년
  |  대

상

건강하고 간편한 소스가 있는 나물,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고사리, 곤드레, 취나물 

우리땅 , 우리 손으로 키운 농산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순수 국산 농산물 

전문브랜드로써 믿음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 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만들

어지는 모든 제품들에는 합성식품첨가물이나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맛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국산 임산물
전국 각지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고사리, 곤드레, 취나물, 채도라지, 더덕 등 좋은 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효능 및 특장점
빈혈예방, 혈당강하 및 콜레스테롤 강하, 체내 염분배출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사리, 식물
성 단백질과 칼슘 철분을 다량 함유한 곤드레, 사포닌 성분을 함유한 도라지와 더덕, 칼륨함량이 뛰어난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 원료를 가공하여 별도의 손질없이 바로 조리 가능하도록 별도로 포장된 소스와 나물을 모두 한
팩에 담아, 4인 가족 한끼 분량으로 소포장하였습니다.

●  섭취방법
팩에 담긴 나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소스를 넣고 무친 후 식용유 2스푼을 두른 팬에서 2분간 볶아주다가 물 
3스푼을 넣고 뚜껑을 덮은 채로 약불에 은근히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과 기타 별첨소스를 섞어주면 
한정식 집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의 고급스런 나물 요리가 2분 안에 완성됩니다.

●  인증 및 수상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경기도지사 G마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HACCP 지정
GAP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척관리등록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장 2회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SEOUL FOOD 2018 힐링부분 수상
남양주시 100대 명품기업 인증서  2018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대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

■ 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273번길 9   
Tel. 031-563-5637 Fax. 031-563-5613
E-mail. miso5637@naver.com www.kids-namool.com 
주요 생산제품 : 고사리, 곤드레, 도라지, 더덕 등 신선편이 식품

■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고사리

유형 : 신선편이식품

용량 : 손질된 데친 고사리 140g 외 양념소스

크기 : 180*140*40

■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곤드레

용량 : 손질된 데친 곤드레 140g 외 양념소스

■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취나물

용량 : 손질된 데친 취나물 140g 외 양념소스

■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채도라지

용량 : 손질된 채도라지 120g 외 양념소스

■ 소스가 들어있는 국산 통더덕

용량 : 손질된 더덕 100g 외 양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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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삼다원은

항상 고객의 건강을 위해 정성과 정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실비법에 발효 산양삼을 더하는 공법 개발을 통해 전통 제법은 지키고,  

새로운 기술은 더하여 건강식품의 수준을 높이고, 격이 다른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업 삼다원은 3대를 넘어 다음 100년을 이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8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금상

2018년
  |  금

상

치료 효과를 목표로 개발된 전통 건강식품

삼다원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천 

공진단 한알에 산양삼 1뿌리를 통째로 갈아 넣은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천.

황실의 명약으로 불리는 공진단은 「동의보감」에서 “원기를 든든하게 해주고 신수(腎水)

와 심화(心火)를 조화롭게 해 백가지 병이 생기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체질이더라도 공진단을 먹으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기록할 만큼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산양삼
삼 종자를 산에 직접 파종하여 인공시설을 하지 않고 산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는 삼을 말하며,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대한민국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후에 유통됩니다.

●  효능 및 특장점
산양삼은 혈류개선, 면역력 증강, 항암작용, 간 기능 개선, 만성피로, 양기부족, 허약체질 등 병후 회복 시 도움을 
주며 약리 효능이 뛰어납니다. 백두대간 칠현산에서 건강하게 자란 산양삼에 삼다원의 특허기술인 사포닌의 
체내 흡수를 배가시키는 발효기술, 공기역학을 이용한 에어밀 분쇄기술, 원료를 씻을때 정갈한 술로 씻는 주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  섭취방법
환 제품은 1일 1회, 공복에 섭취합니다.

●  인증 및 수상
2012 청와대사랑채 산양삼 특별전시 우수상 2013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2014 미국 FDA 장만순 산삼가 공진단 인증 2015 중앙일보 베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2015 한국신지식인 선정 [임업부분] 2016 GD, 굿 디자인 선정(한국 / 호주)
2016 대한민국 산업포장(훈장) 수훈 2018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금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천 10박스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정 20박스 장만순 산삼가 청춘고 환 20박스
삼다원 청옥고 정 20박스 삼다원 청옥고 천 20박스

●  생산지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

■ 농업회사법인 삼다원(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4726 중앙대학교 609관 210호   
Tel. 1899-3149           Fax. 031-673-3283           E-mail. cms7747@naver.com           www.samdawon.com
주요 생산제품 : 전통 건강식품 공진단, 경옥고 류

■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천

유형 : 환제품

용량 : 10환 / 30환 / 50환

■ 장만순 산삼가 공진보 정

유형 : 액상파우치

용량 : 30포

■ 장만순 산삼가 청춘고 환

유형 : 환제품

용량 : 10환

■ 삼다원 청옥고 정

유형 : 액상파우치

용량 : 30포

■ 삼다원 청옥고 천

유형 : 환제품

용량 : 10환 / 20환 / 30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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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유기샘은

생명존중과 공동체의 뜻을 품은 샘의 의미를 담아 소비자를 한 가족 생명공동체로 

섬기며 올바르고 건강한 우리 친환경 임산물을 연구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금상

2018년
  |  금

상

씨앗은 생명의 원천! 무설탕, 무첨가물 자연 그대로의 맛!

건강담은 견과세트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대추와 다양한 견과를 대추 속에 넣어 바삭하게 건조한 특허

출원 제품으로 대추의 달달한 맛과 다양한 견과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특별한 맛을 선사해 드립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대추, 견과류
전국 각 지역에서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지어진  대추, 밤, 호두, 잣 등 국산 임산물과 건강식품인 견과류, 
아몬드,  브라질너트가 주원료입니다.

●  효능 및 특장점
대추는 우리 몸 속을 편하게 하며 다른 제품과 조화가 잘되어 심신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아몬드와 브라질
너트는 세계 10대 푸드로써 오메가 성분이 풍부하고 특히 브라질 너트는 700년을 산다는 아마존 신비의 나무
로써 420일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불립니다.

●  섭취방법
각 통에 들어있는 식품을 접시에 적당량을 덜어내어 편하게 섭취합니다.

●  인증 및 수상
2018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금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세트 제품 : 100 EA
개별 단품 : 400 EA

●  생산지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주시

■ 농업회사법인 (주)유기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장록리 233-7   
Tel. 043-857-0854 Fax. 02-2297-0855
E-mail. 62sem@naver.com  www.62sem.com 
주요 생산제품 : 한끼견과, 건강담은 견과세트 등 견과, 곡물가공 식품

■ 건강담은 견과세트

유형 : 견과, 곡물가공 식품

용량 : 호두바삭대추 70g

 황토리생밤칩 40g

 아몬드바삭대추 70g

 브라질너트바삭대추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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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카소돔은

특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걱정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을, 건강을 생각하는 일반인에게까지 

골고루  섭취가능한 제품을 과학을 기반으로 원료 속에 영양분을 손실 없이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상품화까지 최초 원료 재배부터 생산부터 제조 판매까지 안전한 제조시설에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2018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이노베
이션상

2018년
  |  이

노
베
이
션
상

뼈에 유익한 골리수(骨利樹)! 고로쇠 수액으로 만든 과립

카소 메이플 그라뉴엘

2008년 ‘영국 영양 저널(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4대 미네랄로 

불리는 칼슘(Ca), 칼륨(K), 나트륨(Na), 마그네슘(Mg)의 함유 성분을 시판하는 물(spring 

water)과 고로쇠 수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Ca은 16배, K은 38배, Mg는 3.8배의 높은 함량

을, Na은 물보다 약 1.4배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소 고로쇠 과립 

제품에는 이러한 수액의 영양소가 그대로 함유되어 있는 건강한 제품입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고로쇠 수액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의 식물로 예부터 ‘뼈에 좋은 나무’라 불리었습니다. 
봄이 되면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내어 수액을 채취하여 시럽을 만듭니다.

●  효능 및 특장점
고로쇠 수액의 좋은 영양소(철, 칼슘, 마그네슘, 인)가 그대로 다량 함유되어 뼈건강에 좋으며, 수액의 영양소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여 피로회복, 스테미너 증진과 건강한 면역체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섭취방법
하루 3g 이상 물 없이 그대로 섭취하거나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각종 요리에 설탕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인증 및 수상
2015 고로쇠 과립제조방법 특허 
2016 전국요리대회 금상
2017 상표등록 / 하이 서울 아이디어 제품 선정
2018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이노베이션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해당사항 없음   대한민국 전라북도 무주군

■ 농업회사법인 (주)카소돔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 대덕산로 389   
Tel. 063-323-0589 Fax. 063-322-0589
E-mail. info@caso.co.kr  www.caso.co.kr 
주요 생산제품 : 고로쇠 과립식품

■ 카소 고로쇠 과립

유형 : 과립

용량 : 120g(고로쇠 소액 4L의 영양분)

■ 카소 고로쇠 시럽

유형 : 시럽

용량 :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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