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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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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간식

겉은 쫄깃, 속은 촉촉한 반건시, 감말랭이

청도원감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초일류 식품가공유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씨없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으뜸가는 반건시, 감말랭이는 무색소, 

무방부제 제품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며, 해외시장에 우리의 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품소개

●  주원료 : 청도반시(국내산 100%)
청도반시는 한국의 떫은 감을 대표하는 품종이며 생긴 모양이 납작해 반시라고 불립니다.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아 먹기 편하고 가공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떫은 감 중에서 가장 높은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효능 및 특장점
비타민, 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과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와 달리 열이나 물, 공기 등에 쉽게 파괴되지 않아 몸의 저항력을 높이고 노화방지, 피로회복, 감기예방 
등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반건시, 감말랭이와는 다르게 수분이 많아 겉은 쫄깃하고 속은 
말랑하며, 씨가 없어서 먹기에 편합니다. 50%의 당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무색소, 
무방부제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  인증 및 수상
GAP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대상(산림청장)
HALAL JAKIM  인증서  NAVER 산지직송 명예의 전당 선정
지리적표시 원료가공품 인증서  청도군, 감가공품평회 우수상 수상
농업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수출유공기업 표창 수상(경상북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아름다운 상표상(문화체육부장관)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3 Pallet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도군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원감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574   
Tel. 054-372-0940 Fax. 054-372-0930 
E-mail. baweesan@naver.com www.wongam.co.kr 
주요 생산제품 : 반건시, 감말랭이

■ 감말랭이 150g

유형 : 과채가공품

용량 : 150g

크기 : 140*200*20

■ 감말랭이 500g

유형 : 과채가공품

용량 : 500g

크기 : 180*250*40

■ 반건시 300g(6입)

유형 : 과채가공품

용량 : 300g

크기 : 190*130*45

■ 반건시 450g(10입)

유형 : 과채가공품

용량 : 450g

크기 : 280*120*4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원감은

고품질의 반건시 및 감말랭이 제품을 만드는 감 가공 전문기업입니다.

청도원감의 주요 제품은 직접 재배한 청도반시를 사용하고, 냉동제습 건조기를 

이용하여 영양 손실이 적고, 맛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며, 색소와 방부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안전성까지 갖춘 제품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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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년의 보물 함양산양산삼은

예로부터 약효가 뛰어난 산삼, 산약초가 많이 자생하여 심마니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남 함양군

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왔다는 전설이 깃든 지역입니다.  

함양산양산삼은 최고의 원료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함양산양산삼은 해발 500m이상 높은 고산지대(평균 800m)와 동북향에 게르마늄이 

많은 토양에서 재배된 청정삼(淸淨蔘)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산양산삼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에 따른 비교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삼에 비해 산양산삼의 사포닌 함량은 1.7배

~345배(최대 51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암세포 전이 억제 및 항암효과가 높은 

컴파운드-K(compound- K)성분이 다량 함유되었습니다.

●  제품명 
산양산삼 한뿌리 그대로

●  특장점
고농축된 산양산삼을 아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순액원료를 그대로 배합시켜 
높은 점성과 높은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습
니다.

●  주원료
100% 국내산 원료(산양산삼추출액 20%,
홍삼농축액 20% 등)

●  섭취방법
1일 1~2회, 1포씩 천천히 섭취하십시오.

●  제품명 
산양산삼 머금고

●  특장점
마시는 액상타입이 아닌 젤리스틱 제형입니다. 섭취는 물론 
휴대가 간편합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는 효과를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양자강/면역증진/피로회복/숙취개선/
해독기능을 지닌 고 기능성 산삼함유상품입니다.

●  주원료
100% 국내산 원료(산양산삼농축액20%, 블루베리농축액 
6% 등)

●  섭취방법
1일 1~2회, 1포씩 천천히 섭취하십시오.

●  생산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

     

■ 농업회사법인(주)함양산양삼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광풍로 129-2  
Tel. 055-964-0583 Fax. 055-963-9742  
E-mail. hywgs@naver.com www.hywgs.co.kr 
주요 생산제품 : 산양산삼 가공제품

■ 제품소개

지리산 자락 천년의 보물, 명품의 향이 깃든 산삼을 만나다

산양산삼 한뿌리 그대로, 산양산삼 머금고

■ 산양산삼 한뿌리그대로

유형 : 액상차

용량 : 12g*30포

크 기 : 30*21*6

■ 산양산삼 머금고

유형 : 액상차

용량 : 10g*30포

크 기 : 2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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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버립스는 Favorite(매우 좋아하는)+Chips(바삭한 과자)의 합성어로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건강간식”을 의미합니다. 버섯 원물이 지닌 감칠맛 나는 시즈닝, 바삭한 칩의 식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버섯의 건강함과 스낵의 달콤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 제품소개

●  주원료 : 표고버섯 
전남 강진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원목표고버섯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합니다. 유기농 인증 및 GAP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산 표고버섯이 사용됩니다.

●  효능 및 특장점
유기농 자연재배로 오랜 정성을 들여 키운 100%국내산 원목표고버섯만을 엄선하여 원재료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진공후라잉 공법으로 버섯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  섭취방법
일상의 즐거운 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나만의 즐거운 스낵이 필요할 때 드시면 행복한 일상이 됩니다.

●  인증 및 수상
유기농 인증 유기가공 인증 GAP 인증  
6차 산업인증(농촌융복합 산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인증
하이서울어워드 아이디어 우수제품 선정
2019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금상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표고버섯스낵 1000ea, 느타리버섯스낵 1000ea                전라남도 강진군

■ 믿음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문화마을길 8-27   
Tel. 061-434-8949  Fax. 031-629-5854
E-mail. cartooner@nate.com  https://trustyoon.modoo.at 
주요 생산제품 : 표고버섯, 건표고버섯, 흑화고, 백화고

■ 페이버립스(표고버섯 스낵) 25g

유형 : 과자(유탕처리제품)

성분 : 표고버섯(국내산)

■ 페이버립스(느타리버섯 스낵) 25g

유형 : 과자(유탕처리제품)

성분 : 느타리버섯(국내산)

건강한 표고버섯의 맛있는 반전

페이버립스(FAVORIPS)

믿음영농조합법인은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된 고품질 유기농 표고를 활용해 

어른, 아이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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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
이션상

특허받은 대추 가공법으로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생생대추, 슬라이스 대추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맛과 바삭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각종 요리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영양식입니다.

■ 생생대추 슬라이스 40g

유형 : 간편 편이식품

■ 생생대추 슬라이스 80g

유형 : 간편 편이식품

■ 생생대추 슬라이스 220g

유형 : 간편 편이식품

■ 자연트리 생생 대추차 30g

유형 : 침출차

■ 자연트리 초코쥬베 160g

유형 : 초콜릿 가공품

2019년
  |  이

노
베
이
션
상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국산 대추로 만든 생생 대추

생생 슬라이스, 초코쥬베, 대추차

■ 제품소개

●  주원료 : 국산 대추 100%
국내에서 재배되는 알이 좋은 국산 대추를 깨끗이 세척하여 만듭니다. 

●  효능 및 특장점
대추는 비타민 A, B, C, K, P, 루틴, 알카로이드, 사포닌, 세루토닌, 리놀레산 등의 성분이 들어 있어 감기예방, 이뇨
작용, 간 기능개선뿐만 아니라 신경쇠약, 불면증, 신장기능 강화에도 좋습니다.

●  섭취방법
일상의 즐거운 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시거나, 따뜻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  인증 및 수상
ISO 22000 기술 보증기금 벤처기업 
경북 브랜드 “실라리안” 인증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지정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 
특허와 상표등록증 7개 보유

●  최소발주수량 (MOQ)                        ●  생산지
해당사항 없음                             경상북도 경산시

■ 농업회사법인 대흥(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부길 180   
Tel. 053-811-5158  Fax. 053-811-8247
E-mail. coalalri@daum.net www.alalri.co.kr 
주요 생산제품 : 대추가공식품

농업회사법인 대흥(주)는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씨를 뺀 대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100% 천연 스낵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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