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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슈퍼푸드

청흥 처음송이
대한민국 대추의 자존심

경산 한방 대추 선물세트

효율적 관리, 고품질 생산 - 톱밥재배

송이버섯의 특징을 지니면서 일반 표고버섯과 달리 갓이 작고 대가 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와 갓의 조직이 이전의 표고버섯보다 단단해 저장 기간이 3배에 달하는 청흥 

처음송이. 자연산 송이버섯의 모양과 향을 지녔다고 해서 이름이 청흥 처음송이가 되었습

니다. 생버섯으로 수출해도 변질의 우려가 적고 건버섯으로는 다른 건버섯 제품들보다 

버섯 고유의 향이 강해 더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 경산대추

경산의 자연이 빚고 익혀 햇살로 말린 건대추와 오로지 물과 대추만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우려낸 대추진액,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바삭바삭한 대추칩, 경산의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발효시킨 대추 발효초가 들어간 경산의 대표 임산물 제품 ‘경산 한방 대추’

■ 제품소개
●  주원료 : 표고버섯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갓은 3∼6㎝로서 어두운 다갈색 또는 흑갈색이며 육질이 질깁니다. 표고버섯은 넓
은잎 나무인 밤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마른 나무에 자랍니다.

●  특장점
표고버섯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습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가 뽑은 ‘세계에서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16가지’ 중 한국산 표고버섯이 포함되었습니다.

●  인증 및 수상
2017 무농약 인증 
2016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금상 수상
2016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500Kg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 청흥버섯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금강변로 457   
Tel. 041-943-5426 Fax. 041-943-0188
E-mail. jung4973@hanmail.net  www.chsjmall.com 
주요 생산제품 :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 제품소개
●  주원료 : 대추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이 1.5∼2.5cm에 달하며 빨갛게 익으면 단맛이 있습니다. 과실은 생식할 뿐 아니라 
채취한 후 말려서 과자·요리 및 약용으로 쓰입니다.

●  특장점
혈액순환에 좋아 손발이 찬 사람들은 대추를 달여 차처럼 즐겨 마십니다. 또한 대추는 몸속의 독소를 배출
하는 기능이 있어 오래 복용하면 간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기 때문에 다이
어트를 하는 이들이 즐겨 찾기도 합니다. 대추를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가 감귤보다 많아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  인증 및 수상
2017 6차 산업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대상  
2016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대상 수상
2015 미국 FDA 인증
2015 ISO 22000 인증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100개(1 패키지 박스 기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반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 65길 11   
Tel. 053-857-7666 Fax. 053-352-5542
E. hanbando@hanbandokr.com  www.hanbandokr.com
주요 생산제품 : 대추, 대추칩, 대추 발효초, 대추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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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디찬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담다

햇살곶감
친근하고 유익한 호두

우리숲 호두

소백산 자연조건이 빚는 높은 당도

전국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영동의 생감은 곶감용으로 알맞아 영동 곶감은 한국 곶감

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소백산맥이라는 자연조건이 최고의 곶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곶감은 말리는 정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건조되는 정도에 따라 건시와 반건시로 

나뉩니다. 햇살곶감은 영동 소백산의 차디찬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담은 최고의 당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무농약 친환경 유기재배, 안심포장.

우리숲 호두는 무농약 친환경 유기재배를 통해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확부터 판매까지 유통 과정에서 호두의 질이 변하지 않도록 

안심포장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우리숲 호두를 활용한 제품으로는 고소한 호두의 알만 

모은 살호두와, 껍질을 까는 재미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는 알호두를 기본으로 여기에 수제

호두까기 인형을 담은 ‘수제 호두까기 선물세트’와 100% 천연 꿀을 섞어 만든 ‘호두좋아

허니 세트’도 있습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곶감
떫은 맛이 있는 생감을 완숙되기 전에 따서 껍질을 얇게 벗겨 대꼬챙이나 싸리꼬챙이 같은 것에 꿰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건조시킵니다. 수분이 1/3 정도로 건조되었을 때 속의 씨를 빼내고 손질하여 
다시 말리면 곶감이 됩니다.

●  특장점
곶감은 연시나 단감에 비해 당질, 칼슘(Ca), 인(P), 칼륨(K)의 함량이 월등히 높으며 곶감을 만들 때 감 표면에 
나타나는 흰 분말은 만니트로 과당과 포도당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감기예방  및 피
부미용에 좋으며, 이질, 해소, 토혈, 각혈에 좋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 및 고혈압에 좋고 숙취예방, 정력강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곶감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 설사를 멎게 하며 모세혈관을 튼튼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 한 개에 들어 있는 비타민의 양은 사과 10개와 비슷합니다.

●  인증 및 수상
2017 ISO 22000 인증 
2016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이노베이션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40Box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

■ 신농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618 
Tel. 043-744-0090 Fax. 043-744-9339
E-mail. pyogoz@hanmail.net www.gam114.com 
주요 생산제품 : 반건시, 감말랭이, 대봉

■ 제품소개
●  주원료 : 호두
호두나무의 열매. 원형에 가까운 내피를 깨면 안에 먹을 수 있는 속살이 들어있습니다.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하여 식용하며, 한방에서 변비나 기침의 치료에 약재로 씁니다. 중국이 원산지이나 세계적으로 생산됩니다.

●  특장점
불포화지방의 일종인 오메가3가 많아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단백질·비타민 B2·비타민 B1 등이 풍부
하여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종자는 그대로 먹기도 하고 제사용·과자(천안 호두과자)·술안주·요리에도 
이용하며 호두 기름은 식용 외에도 화장품이나 향료의 혼합물로써 활용합니다. 호두 기름에 함유된 혼합 지방산
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량을 감소시킵니다.

●  인증 및 수상
2017 청정숲푸드 인증  
2017 무농약 인증
2016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금상 수상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500세트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

■ SK임업㈜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중리동)4, 2층    
Tel. 02-3700-2818 Fax. 02-6499-3459
E-mail. lsbkorea@sk.com  www.skforest.co.kr
주요 생산제품 : 알호두, 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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