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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한 맛
자연과 함께 하는 우리 임산물,

청정한 자연으로부터 얻은 건강한 맛!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단기임산물 제품을 소개합니다.

2020 산림청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2016년에 최초 발굴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4월에 개최된

‘2020 산림청 단기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했습니다.

발굴대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단기임산물 생산 업체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면심사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단기임산물 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임산물 수출유망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소개

[대             상]  뚝딱곤드레, 뚝딱곤드레된장국, 

 뚝딱 고소한, 매콤한 비빔곤드레

[금             상]  김홍복 대추카라멜, 대추양갱, 대추정과

[금             상]  배도라지청, 흑도라지농축액, 수제도라지정과

[이노베이션상]  알토리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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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대상

2020년
  |  대

상

더 간편하게 더 건강하게 뚝딱!

뚝딱곤드레, 뚝딱곤드레된장국, 뚝딱 고소한, 매콤한 비빔곤드레 

맑고 푸른 대한민국의 허파 강원도 양양, 그곳에서 자라난 청정먹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성어린 마음으로 식탁의 행복을 준비합니다. 더 간편하게, 더 

건강하게 원재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편의성과 집밥 못지않은 품질, 메뉴의 다

양성까지 더해지면서 곤드레 가정간편식(HMR)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뚝딱 곤드레

유형 : 기타가공품

용량 : 16g(4g*4ea)

크기 : 15.5*24*7

■ 뚝딱 곤드레된장국

유형 : 즉석조리식품

용량 : 50g(10g*5ea)

크기 : 15.5*24*7

■ 뚝딱 고소한비빔곤드레

 뚝딱 매콤한비빔곤드레

유형 : 과.채가공품(레토르트식품)

용량 : 80g

크기 : 13*14*5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는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채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강원도 양양군의 향토기업입니다. 곤드레 가정간편식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청정 강원도의 

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간편함과 건강함을 함께 제공하는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수상
HACCP, FSSC22000
2020년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대상 수상 

●  생산지
대한민국 강원도 양양군
     

■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 41-50   
Tel. 033-672-8787                       Fax. 033-672-8788 
E-mail. osaeg@chol.com                 www.sgreenfood.co.kr 
주요 생산제품 : 산채가공제품

■ 제품소개

●  제품명 
뚝딱 곤드레 

●  특장점
불림, 세척, 삶는 수고로움 없이 
다양한 나물요리 완성. 동결건
조 나물

●  주원료
곤드레 96.15% (국산) 함유

●  섭취방법
동결건조 나물 블록은 물을 붓고 
복원되면 기호에 따라 밥, 볶음, 
국 등으로 바로 사용합니다.

●  제품명 
뚝딱 고소한비빔곤드레 
뚝딱 매콤한비빔곤드레

●  특장점
간편하게 즐기는 대한민국의 전
통식품 나물비빔밥 소스

●  주원료
곤드레55%(국산) 함유

●  섭취방법
비빔밥용 양념나물로서 따뜻한 
밥에 올려 바로 먹을 수 있는 제
품. 비비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
리가 필요없어 간편합니다.

●  제품명 
뚝딱 곤드레된장국

●  특장점
맛있고 간편하게 물만 부어 섭
취하는 동결건조 즉석조리식품

●  주원료
곤드레25.42%(국산) 함유

●  섭취방법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나 2분 만에 어머니 손맛의 된
장국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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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금상

2020년
  | 금
상

보은삼가대추농원은

속리산 자락의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가 있는 충청북도 보은에서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며 

좋은 품질의 대추를 생산한 결과 2015년 10월 16일에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를 

받게 되었고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및 미국 아마존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은삼가대추농원은 생대추뿐만 아니라 건대추, 대추스낵, 대추즙까지 생산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입맛에 보은 대추의 참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자락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대추 재배의 최적지이며, 낮과 밤

의 기온차가 커 당도가 매우 높고 알이 굵어 임금에게 진상된 보은대추는 무기질이 풍부

하여 스테미너 식품으로 비타민, 사포닌,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모세 

혈관 강화와 뇌출혈,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 장수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보은대추!

김홍복 대추카라멜, 대추양갱, 대추정과

●  인증 및 수상
GAP, ISO 22000
2020년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 수상  

●  생산지
대한민국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삼가대추농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비룡동관로 927   
Tel. 043-544-4548                                   Fax. 054-535-1151 
E-mail. hongbok4548@daum.net                 https://boeun-jujube.co.kr 
주요 생산제품 : 대추가공제품

■ 제품소개

●  제품명 
김홍복 대추카라멜

●  특장점
김홍복 대추카라멜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향료,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농축 대
추엑기스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남녀노소 즐겨 드실 수 있는 디
저트입니다.

●  주원료
고농축 대추엑기스, 생크림, 유
기농 설탕 등

●  제품명 
대추정과

●  특장점
우수한 보은대추를 이용해 인위
적인 단맛이 아닌 대추 고유의 
맛을 살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는 건강한 웰빙 디저트입니다.

●  주원료
보은대추, 유기농 설탕 등

●  제품명 
대추양갱

●  특장점
고농축 대추엑기스를 이용해 은
은한 단맛의 부드러운 양갱입니
다.

●  주원료
고농축 대추엑기스, 한천 등

■ 김홍복 대추카라멜

유형 : 대추가공품

용량 : 12g * 14EA

크 기 : 170 * 140 * 20 (mm)

■ 대추양갱

유형 : 당절임

■ 대추정과

유형 : 당절임

※대추양갱과 대추정과는 수제품이어서 

    용량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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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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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자락의 청정지역 무주군에서 3~4년 이상 키운 도라지는 해발 600~800m에서 자

라 산도라지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산마을(영)은 직접 재배부터 판매까지 함으로써 가

격은 낮추고 도라지의 함량은 높인 제품으로 품질 비교가 쉬운 온라인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호흡기 관련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호흡기질환에 탁

월한 효능을 가진 도라지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배도라지청

유형 : 액상차

용량 : 9g*10EA,3개입

크기 : 290*200*45(mm)

■ 흑도라지농축액

유형 : 액상차

용량 : 9g*10EA,3개입

크기 : 290*200*45(mm)

■ 수제도라지정과

유형 : 당절임

용량 : 300g*2개입

크기 : 325*325*50(mm)

정직한 청년이 직접 키우고 직접 만든 

배도라지청, 흑도라지농축액, 수제도라지정과 

도라지를 직접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는 도라지 전문 기업 산마을(영)은 

2014년 설립하여 ‘Platycodon D’성분을 기존 도라지에 비해 3배 이상 향상시키는 

발효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HACC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라지 전문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인증 및 수상
HACCP, HALAL, ISO 22000
2019년 전라북도지사 표창(지역경제활성화), 2020년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 수상

●  생산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무주군
     

■ 산마을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상평당1길 6-8   
Tel. 063-322-3881                                   Fax. 063-323-0058 
E-mail. san_maeul@naver.com                 www.sanmaeul.co.kr 
주요 생산제품 : 도라지 가공품

■ 제품소개

●  제품명 
배도라지청

●  특장점
도라지의 아린맛을 순하게 개선
한 제품으로 휴대성이 좋고 위
생적인 스틱형 제품

●  주원료
도라지70%(국내산),유기농이소
말토쌀올리고당25%(국내산),
배농축액3%(국내산),생강농축
액2%(국내산)

●  섭취방법
1일 1~2회, 1포씩 섭취

●  제품명 
수제도라지정과

●  특장점
3년생 이상의 약도라지를 유기
농쌀올리고당과 10일동안 찌고 
말리고 반복하여 만들어 아린 
맛을 순화시킨 제품으로 콩고물
과 같이 곁들여 먹어도 좋은 건
강 간식. 한 뿌리씩 개별포장으
로 휴대성이 좋고 위생적인 제품

●  주원료
도라지70%(국내산), 유기농이소
말토쌀올리고당30%(국내산)

●  섭취방법
1일 1~2뿌리씩 섭취

●  제품명 
흑도라지농축액

●  특장점
구증구포한 흑도라지를 저온농
축공법으로 만든 스틱형 농축액

●  주원료
도라지100%(국내산)

●  섭취방법
1일 1~2회, 1포씩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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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출유망업체
단기임산물 수상작

이노베
이션상

알토리 꿀밤은 특허 받은 제조방법(특허 제10-2110164호)으로 국내산 밤을 벌꿀시럽에 

당침하여 만든 맛밤으로서, 첫맛은 고소하고 끝맛은 달콤합니다. 밤 속까지 마르지 않고 

촉촉하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원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며 멸균 처리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 알토리 꿀밤 100g

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용량 : 1봉 기준 100g

크기 : 190*130*35

2020년
  |  이

노
베
이
션
상

천혜 자연 하동지역에서 생산하는 달콤하고 촉촉한 식감의

알토리 꿀밤

■ 제품소개

●  주원료
밤 99%(국내산), 벌꿀0.05%(국내산), 설탕, 치자(국내산)

●  특장점
특허받은 기술력과 수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건조방식, 레토르트기로 멸균가공 처리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  섭취방법
개봉 후 바로 섭취

●  인증 및 수상
HACCP                          FSSC22000 ISO 22000                    
QC인증서 수출전문업체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증 
6차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벤처기업확인서 
2020년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이노베이션상 수상 

●  생산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9   
Tel. 055-884-4482                                   Fax. 055-884-4483 
E-mail. altori4u@hanmail.net                 www.altori.co.kr 
주요 생산제품 : 알토리 맛밤, 알토리 알밤, 알토리 꿀밤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은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하동 지역에서 특산물인 밤을 가공하는 식품제조업체입니다. 

위생적인 “HACCP”시설에서 국내산 밤을 활용한 “알토리”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고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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