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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참기름, 참기름 볶은참깨세트, 
 참기름 들기름세트, 통미숫가루

제품소개   우리지역 농산물로 깨끗하게 담아낸 참기름, 들기름, 미숫가루입니다.
 
제품가격   
•참기름1구 27,000원
•참기름3구 38,000원
•참기름 볶은참깨세트 35,000원
•참기름 들기름세트 48,000원
•통미숫가루 10,000원

식  품 가시버시
문의처 : 010-6345-6429
https://www.instagram.com/gasibeosi_andong

제품명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

제품소개   
3대를 이어온 50년 전통노하우를 살려 맛의 변질 및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한 
저온 압착방식으로 생산한 국내산 참기름과 들기름
 
제품가격   
•참.들기름 350ml 세트제품 56,000원
•참.들기름 300ml 세트제품 52,000원

식  품 문경 시장기름집
문의처 : 010-9352-3366
http://naver.me/FU3vf4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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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참기름, 들기름, 스틱미숫가루, 숭늉가루, 곡식차

제품소개   
온라인 방앗간 본고당입니다.
청년농부님과 직거래로 참기름, 들기름을 직접 착유하고 있습니다. 
본고당만의 레시피로 미숫가루, 숭늉가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참기름 20,000원~     •숭늉가루 8,500원

식  품 본고당
문의처 : 010-9821-6423
www.bongodang.com

제품명  꿀이데이 아카시아 벌꿀스틱

제품소개   
자연벌꿀 하루 섭취권장량을 한포에 담았으며, 이지컷라인이 들어 있어 ‘간편’하고 
‘간단’하게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의 자연벌꿀만을 취급하기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섭취 가능합니다.
 
제품가격   
•꿀이데이 아카시아 벌꿀스틱 12g×25개입 16,900원

식  품 1988컴퍼니
문의처 : 010-7757-1106
https://smartstore.naver.com/1988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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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대한홍삼스틱

제품소개   
직접 농사지은 6년근 홍삼으로 만든 100% 홍삼스틱 오직 6년근 홍삼만 이용하여 
진하고 간편하게 이지컷 스틱형 메시지 카드로 간단한 선물도 가능 고급포장지로 
특별한 선물도 가능 지금 1일1포 하세요.

제품가격   
•판매가 70,000원 → 세일가 49,000원(대량주문 시 협의가능)

식  품 풍기대한홍삼원 문의처 : 010-5544-2011

제품명  소백지향 홍삼스틱, 홍삼액, 키즈통통 홍삼젤리

제품소개   
6년근 홍삼을 농축하여 편리한 스틱 형태로 포장한 홍삼스틱입니다. 
6년근 홍삼을 48시간 이상 추출하여 제조하여 파우치 포장한 100% 홍삼액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젤리형태의 6년근 홍삼제품입니다.
 
제품소개   
•홍삼스틱[10ml * 30포] 49,000원     •홍삼액[90ml * 60포] 79,000원
•키즈통통 홍삼젤리[15g * 30포] 26,9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해인
문의처 : 010-2547-3187 
www.sbgins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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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임가약서 깊은홍삼액, 인삼칩

제품소개   
[깊은홍삼액] 직접 재배 가공한 품질이 우수한 홍삼만을 오랜시간 저온추출하여  
깨끗한맛과 진한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홍삼제품입니다.
[인삼칩] 직접 재배 가공한 수삼100%을 동결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인삼 고유의 
맛을 그대로 맛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깊은홍삼액[100ml*30포] 100,000원     •인삼칩[5g*10개] 50,000원

식  품 보승인삼사
문의처 : 054-636-3030
bs6363030/instagram.com

제품명 홍도라지청, 홍도라지생강진액청

제품소개   
[홍도라지청] 직접 재배한 도라지를 통째로 넣고 가열과 휴지 공정을 통해 홍도라지
화하여 특유의 쓰고 아린 맛을 감소시키고 유용성분을 증가시켰습니다.
추출액방식이 아닌 전체식 청으로 잼처럼 도라지가 씹히는 제형을 지닙니다.
[홍도라지생강진액청] 직접 재배한 도라지와 생강을 진하게 고아 만든 진액청으로 
생강은 착즙하여 전분을 제거해 텁텁한 맛은 줄이고 도라지는 증숙을 통한 홍
도라지로 만들어 두 가지를 조합해 도라지만의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제품가격   •홍도라지청 25,900원   •홍도라지생강진액청 18,900원

식  품 도라지미
문의처 : 010-2625-0781
www.dorazime.com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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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농업회사법인 ㈜한톨
문의처 : 010-2413-0317
www.한톨.kr

제품명  마늘의 왕 / 마늘의 여왕

제품소개   
우수한 품질의 의성산 마늘을 한 번 더 갈아 넣은 진한 흑마늘 즙.
흑마늘과 여성에게 좋은 자두, 석류, 칡뿌리를 한 포에 담은 여성 특화 흑마늘 즙.
 
제품가격   
•마늘의 왕 48,000원
•마늘의 여왕 48,000원

식  품 문의처 : 053-817-7342농업회사법인 ㈜네이처앤리치

제품명  의성흑마늘 스틱형 1박스

제품소개   
진짜배기 의성한지형마늘로 48시간 숙성 및 발효하여 만든 의성흑마늘 스틱형! 
하루 1포!
 
제품가격   
•흑마늘 1박스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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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서오림 경산대추 흑마늘고 제품, 
서오림 산수유 저분자 콜라겐 제품

제품소개   
서오림 경산대추 흑마늘고
서오림 산수유저분자 콜라겐
 
제품가격   
•흑마늘고제품 80,000원
•산수유제품 29,000원

식  품 경일비트
문의처 : 010-2644-8797
www.sportivomedia.net

식  품
문의처 : 054-852-2017
www.jeongjinfood.com㈜정진농업회사법인

제품명  목애(愛)플러스, 목애(愛)생강도라지배

제품소개   
목 건강에 좋은 국내산 원료를 엄선하여 쌀조청으로 맛을 낸 건강식품입니다. 
보관과 음용이 용이한 스틱형 포장으로 맛은 물론 간편함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목애(愛)플러스 43,000원
•목애(愛)생강도라지배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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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농업회사법인 ㈜한반도
문의처 : 053-854-7666
https://www.hanbandokr.com/

제품명  양파애흑심

제품소개   
양파를 숙성해 흑양파를 제조한 뒤 농축한 제품 - 숙성 과정에서 일반양파 대비 
영양분이 8배, 퀘르세틴 성분의 경우 30배 가까이 높아짐.
양파의 껍질, 새싹, 뿌리, 알맹이 전체를 농축 - 양파의 맵고 아린 맛을 자사의 
100% 사과 농축액을 이용해 순화시킴.
스틱형으로 포장하여 섭취뿐만 아니라 휴대와 보관까지도 간편하도록 제작.
 
제품가격   •양파애흑심 28,900원 

식  품 퐁당
문의처 : 010-4598-6984
www.양파애흑심.com

제품명  한방보감 신선차 12개입 / 20개입 (선물용)

제품소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공공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기술 노하우 전수를 통한 제품 
개발 자연 그대로의 원재료를 로스팅 하였습니다.
한방보감 신선차를 대추씨와 전통 한약재를 고루 담아내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드실수 있는 티백형 침출차입니다.
※ 대추씨, 도라지, 황기, 구기자, 진피, 계피 은은한 향과 색, 부드러운 여운을 남기는 전통 한방차로
써 평범한 일상에 여유와 편안함을, 나른한 시간에는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환경 생분해필터인 PLA
섬유 티백을 사용하였습니다. (HACCP 인증)
 
제품가격   •신선차 12개입 9,900원      •신선차 20개입 (선물용) 20,000원
                   (3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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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볶음 홍화씨, 홍화씨즙 / 꽃차 세트

제품소개   
[홍화씨] 경북에서 직접 재배한 홍화씨를 원료로 생산 뼈건강에 도움되며, 간편하게 
차 형태로 음용이 가능.
[꽃차] 경북에서 직접 재배한 식용꽃을 원료로 생산. 수제로 만든 꽃차로 간편하게 
음용이 가능
 
제품가격   •볶음 홍화씨 10,000원  
•홍화씨즙 10포 15,000원  •홍화씨즙 25포 35,000원   
•꽃차 2구 세트 33,300원  •꽃차 3구 세트 33,300원

식  품 송이골
문의처 : 010-5034-9938
https://smartstore.naver.com/yun_ga_ne

제품명  헛개차 2L 티백 제품,  돼지감자차 2L 티백 제품

제품소개   
2L 티포트에 간편하게 우려낼 수 있는 티백. 음주 문화로 숙취에 도움되는 헛개차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돼지감자차.
 
제품가격   
•헛개차 2L 티백 제품 5,800원    •돼지감자차 2L 티백 제품 8,800원

식  품 자라난약초 문의처 : 054-33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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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지극정성 십전대보차, 쌍화대추차, 대추홍삼차

제품소개   
에스프레소 캡슐 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대용할 만한 한방차.
동의보감에 나오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건강을 생각한 차(茶)
 
제품가격   
•각 12,000원      •세트 33,000

식  품 DHJ 문의처 : 053-812-5553

제품명  하루에차, 천명차, 콜드티브루

제품소개  
 ‘한약을 차로 마신다’는 컨셉의 한방혼합차로 현재 기능적인 요소에 따라 7종류의 
차로 구성되어 있고 각 종류별로 예로부터 내려 온 한방의학적으로 검증된 7~9
가지의 건강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한방재료를 블랜딩하여 티백차와 더치(액상)
차로 마시는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하루에차 8,000원    •천명차 16,000원    •콜드티브루 7,0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아그로스
문의처 : 010-3807-0711
https://agro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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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순화고스틱, 순화고플러스

제품소개   
- 직접 재배한 버섯으로만든 건강보조식품  - 원재료함량 50%이상의 고함량제품
- 무설탕, 무방부제, 무인공색소, 무인공첨가물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제품
- 가족건강관리 및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
 
제품가격   
•순화고스틱 55,000원     • 순화고플러스 43,000원

식  품 하이농장(HIGHFARM)
문의처 : 010-9727-0933
https://smartstore.naver.com/highfarm

제품명  하루한굼 굼벵이 환 / 즙

제품소개   
국내산100% 굼벵이를 활용한 건강식품. 가성비와 고품질을 동시에 잡은 프리미엄 
굼벵이환 (굼벵이농장을 직영하기에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제품가격   
•하루한굼 굼벵이환 43,000원 
•하루한굼 굼벵이즙 69,000원

식  품 더센헬스케어
문의처 : 010-6888-9922
https://smartstore.naver.com/thesenmedicare/products/499736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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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술이 확! 깬니더(대박스) / 위로환

제품소개   
[숙취해소환 술이 확! 깬니더]는 1박스 당 18g(3g x 6포) 총 5박스 세트로 구성된 
제품(총 30포)입니다. 국내산 원재료 6가지(칡, 구기자, 삽주, 헛개나무열매, 헛개
나무, 진피)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내몸에약초 위로환]은 1박스 당 90g(3g x 30포) 구성 제품입니다. 국내산 원재료 
5가지(양배추 분말, 마 분말, 왕느릅나무껍질 분말, 삽주 분말, 진피 분말)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제품가격   •술이 확! 깬니더 22,900원    •위로환 19,9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문의처 : 054-338-4747
www.nmeherbs.com

제품명  한약우 육포

제품소개   
귀한 한약초를 먹고 자란 프리미엄 한우로 만든 한약우육포입니다.
국내산 한우와 돼지, 오리만을 사용해 제대로 만든 프리미엄 육포입니다.
 
제품가격   
•한약우세트(300g) 58,000원    •한약우실속(70g) 10,000원
•우돈덕세트(300g) 36,000원    •한우육포(100g) 13,000원
•돼지육포(100g) 10,000원        •오리육포(100g) 10,000원

식  품 청록농업회사법인㈜
문의처 : 070-4413-6569
www.besth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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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풍기인삼 삼계탕

제품소개   
소백산 자락에서 나는 일곱가지 약초를 정성스럽게 우려내, 소백산 청정지역의 
영계닭으로 삼계탕을 만드는 영주칠향계입니다.
가정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삼계탕을 드실 수 있도록 8시간 정성스럽게 우린 
육수와 영계닭, 5년근 풍기인삼을 편리하고 위생적인 밀키트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1팩 (1.31kg) 12,000원

식  품 영주칠향계
문의처 : 054-638-7797
http://m.smartstore.naver.com/samgyetang

제품명  프리미엄 샐러드 배송서비스 리프그린

제품소개   
포항 최초 샐러드 새벽배송 서비스 프리미엄 건강식을 집앞으로 배송받아 간편
하고 건강하게 한 끼 해결가능 합니다
 
제품가격   
•스키야끼 두부 샐러드 6,200원
•레드자몽 베리 샐러드 6,600원

식  품 리프그린
문의처 : 010-4951-3249
https://smartstore.naver.com/leafgree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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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해보래 고기짜조

제품소개   
㈜사람들은 베트남 레시피와 한국인 입맛에 맞추어 직접 생산 하고 특히 HACCP
시설 인증을 통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고기짜조, 고기춘권, 그물짜조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한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해보래 고기짜조 500g(10입) 8,900원

식  품 ㈜사람들 문의처 : 054-975-0530

제품명  The 오색찹쌀만두

제품소개   
만두피에 찹쌀함량이 높고 천연색소를 이용하여 만들며 문경약돌돼지 등을 이용해 
13cm로 크게 제작하여 만드는 왕만두
 
제품가격   
•오색셋트 왕만두 8,000원
•야채고기 왕만두 6,000원

식  품 The 오색찹쌀만두 문의처 : 054-57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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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너 마늘 토닭토닭 / 통마블리얌

제품소개   암 환우를 위한 수제 영양식!
[너 마늘 토닭토닭] 항암에 좋은 토마토, 마늘, 닭가슴살을 오랜시간 저온에 끓인 
스튜 / 성분 분석 결과 항암 및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 확인됨
[통마블리얌] 국내산 통마늘을(경남 창녕) 매운맛과 향을 없애 매 끼니 자극 없이 
영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요리
 
제품가격   
•너 마늘 토닭토닭 10,000원     •통마블리얌 8,000원

식  품 에스쁘아
문의처 : 010-8357-8523 
https://www.idus.com/w/artist

제품명  와사비 잎 절임

제품소개   
경북 문경 LED 수직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싱싱하고 건강한 잎 고추냉이를 이용
한 와사비 잎 절임입니다.
 
제품가격   
•(200g) 5,500원    •2개입 SET(선물용) 9,900원
•4개입 SET(선물용) 19,900원

식  품 애니팜
문의처 : 054-552-6672
https://smartstore.naver.com/anyfarm_korea



24_ 청년의 도전! 열정과 패기로 만들다!

제품명  설원 집간장, 지역계절농산물

제품소개   
[설원 집간장] 2020년에 담근 제품으로, 우리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본사만의 
레시피로 담근 집간장입니다. 현재 제품촬영까지 마치고 출시예정입니다. 
[지역계절농산물] 현재까지 의성지역의 마늘을 지속적으로 판매중이며, 200kg 
이상 판매중입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판매제품은 도라지 이며, 현재 가격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품가격   
•설원 집간장(300ml) 20,000원     •지역 계절농산물 39,000원

식  품 오하나팜
문의처 : 010-7437-5799
www.ohan-farm.co.kr

제품명  빅토리팜 자두잼

제품소개   
전국 최대 일교차지역 경북 의성에서 길러낸 자두로 만든 자두잼입니다. 펙틴이 
풍부한 자두껍질을 그대로 녹여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과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두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품가격   
•1ea 7,500원
•2ea 15,0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빅토리팜
문의처 : 010-5420-1526
www.victory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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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서리태선식, 서리태뻥튀기

제품소개   
- 검은콩을 주원료로 건강, 미용, 다이어트, 간편한 식사 등 현대인의 트랜드를 
반영한 제품 

- 목 넘김이 부드러운 고품질의 검은콩선식 19종 
- 과자처럼 바삭하고 부드러운 건강간식 검은콩뻥튀기 6종
 
제품가격   
•서리태선식 13,000원
•서리태뻥튀기 12,5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소화푸드 문의처 : 054-653-3290
www.zoro2.co.kr

제품명  버섯스낵 바삭 오리지널/투움바

제품소개   기름없이 담백하고 바삭한 버섯 원물스낵입니다.
또한 글루텐프리, 슈거프리, 무보존제로 친환경 건강스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5배나 낮은 66kcal로 다이어트, 당뇨식이, 임산부, 아이들이 
드셔도 좋습니다. 본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1 식품기술대상에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국제식품대전(JFEX2021)에서도 출품하여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품가격   •소비자가 5,800원

식  품 마주(maJu)
문의처 : 010-2553-8342
www.inm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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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호두먹빵

제품소개   
국산 호두와 유기농 밀, 오징어먹물을 사용해 제빵 경력 30년의 전문가가 1년 반을 
연구해 만들었습니다.
특제 토핑을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정구공(지름 6.5cm)과 비슷한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만족스러움을 줍니다.
플레인 - 대중적인 팥앙금이 들어가 담백한 맛이 특징 먹물 - 오징어먹물 반죽에 
흰앙금을 넣어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맛이 특징
 
제품가격   •호두먹빵 8구 15,000원

식  품 (주)투마루
문의처 : 054-433-5005
toomaru_official

제품명  의성 사랑빵

제품소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의성 대표빵입니다. 
 *마늘, 사과, 자두, 블루베리
 
제품가격   
•단품 2,500원     •세트 20,000원

식  품 더하기 농업회사법인㈜ 문의처 : 010-9315-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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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오미자마카롱, 문경사과마카롱

제품소개   
문경에서 재배되는 오미자와 사과를 사용하여 (졸여서 잼 혹은 콩포드) 만드는 
구움과자
 
제품가격   
•마카롱 2,500원

식  품 하나엘
문의처 : 010-9220-2979
인스타그램 : 카페하나엘

제품명  마카롱, 쌀다쿠아즈

제품소개   
쫀득한 꼬끄와 달지 않은 필링이 조화로운 마카롱과 폭신한 식감의 쌀다쿠아즈는 
최상급의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수제디저트입니다. 
 
제품가격   
•마카롱 2,000원     •쌀다쿠아즈 3,000원

식  품 다정한과자점
문의처 : 010-4282-2471 
www.instagram.com/pp.c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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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견과에너지바 /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 앙금플라워쿠키

제품소개   
7가지 견과류와 영덕 사과 말랭이를 넣은 견과바!
백앙금을 사용해 꽃을 짜서 떡 위에 장식한 케이크!
백앙금과 버터를 사용해 풍미있고 고소한 맛의 앙금쿠키!
 
제품가격   
•(견과에너지바) 개당 1,300원부터
•(떡케이크) 1호(15cm) 45,000부터
•(앙금쿠키) 개당 1,500원

식  품 달콤하데이
문의처 : 010-3044-9055
인스타그램 : @달콤하데이

제품명  대게집게빵 (크랩플)

제품소개   
영덕 특산물인 대게를 활용한 대게 집게살이 그대로 들어간 디저트.
기존의 모양만 대게모양인 대게빵들과의 차별화.
 
제품가격   
•대게집게빵 3,000원

식  품 영덕대게랑
문의처 : 010-6768-4888
인스타그램 : crab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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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티아라 생화 케이크, 2단 생화 케이크

제품소개   
각종 특별한 행사에 맞는 케이크 제작을 위해 고객님과의 충분한 디자인 상담 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품가격   
•피규어 케이크(피규어 별도)  90,000원
•티아라생화케이크 90,000원
•2단생화케이크 130,000원

식  품 봄꽃달 케이크
문의처 : 010-8713-3461
www.instagram.com/art_for_cake/

제품명  토마토바질 크로플, 프레첼클래식 스콘

제품소개   
- 최고급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모양으로 눌러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베이커리(토마토 바질 치즈의 조합)

- 최고급버터와 중력분 우유등 백스만의 레시피로 배합하여 만든 프레첼 
클래식 스콘 

 
제품가격   
•토마토바질 크로플 5,000원
•프레첼클래식 스콘 3,000원

식  품 백스
문의처 : 010-8070-2020
인스타그램 : baek_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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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딸기케이크 / 레터링캔음료

제품소개   
군위지역에서 나는 딸기를 이용해 만든 케이크
기념일에 사용하기 좋은 메시지가 있는 음료
 
제품가격   
•컵케이크 7,000원
•케이크 3호  60,000원     
•캔음료 4,000원~(6개 이상주문시)

식  품 천천희(빛날‘희’)
문의처 : 054-382-9003
인스타그램 : cafe_chunchunhee

제품명  아침에 갓 짠 목장 수제요거트

제품소개   
경북 영주에 자리한 831목장이 항생제를 쓰지않고 삼백초를 급여하여 건강한 젖소
에서 아침에 갓 짠 1A등급 원유에 인공향, 색소, 정제수, 안정제, 탈지분유 등 화학
첨가물을 넣지않고 유산균과 올리고당으로 고소한 맛을 낸 진한 수제요거트 입니다.
 
제품가격   
•떠먹는 목장요거트(1000ml) 9,000원
•마시는 목장요거트(1000ml) 9,000원
•마시는 목장요거트(100ml)    1,500원

식  품 온 유 문의처 : 070-776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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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꿀땡이사과즙 제품, 블루피노 제품

제품소개   
청송에서 재배된 청송사과를 착즙하여 0.1% 비타민C를 첨가하여 갈변을 방지한 
제품입니다. 블루피노는 착즙된 사과즙에 탄산가스만 가미된 제품으로 전국 유일
하게 건강한 사과탄산음료입니다.
 
제품가격   
•꿀땡이사과즙제품 20,900원
•블루피노제품 21,900원

식  품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문의처 : 010-7458-1138
청년연구소.kr

제품명  Birch, Firefly

제품소개   
Birch - 산미는 없으며 고소한단맛으로 호불호없는제품
Firefly - 적당한 산미와 과일의 향미로 깔끔한제품
 
제품가격   
•Birch(200g) 12,000원 / (500g) 24,000원 /  (1kg) 36,000원
•Firefly(200g) 12,000원 / (500g) 24,000원 /  (1kg) 36,000원

식  품 ;79서부리
문의처 : 010-4729-4721 , 054-683-1779
인스타그램 : 79seoburi_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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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수제소스, 핸드드립커피

제품소개   
한식 수제소스(만능간장, 만능고추장양념, 비빔소스)
양식 수제소스(바질페스토, 발사믹드레싱,토마토소스)
핸드드립커피를 판매하며, 전 제품 선물용 포장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한식만능소스 1구/ 3구 선물세트 12,000원~
•1구 12,000원     •드립커피 선물용 2구 23,000원

식  품 드림 문의처 : 010-3477-7348  
https://m.smartstore.naver.com/dreammong

제품명  더담 유기농 KTC주스(Bag in Box)

더담 유기농 ABC주스(Bag in Box)

제품소개   국내 최초 대한민국 단 하나의 주스. 제주산 케일과 유기농 토마토, 
양배추를 혼합하여 [아침N] 더담 유기농 KTC주스! 
원물 그대로 짜낸 NFC 사과 착즙액에 유산균 발효 공정을 거친 발효 당근즙과 
발효 비트를 배합하여 [저녁N] 더담 유기농 ABC로 하루를 Refresh 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지 상품.
 
제품가격   •더담 유기농 KTC주스(Bag in Box) 35,000원

•더담 유기농 ABC주스(Bag in Box) 25,000원

식  품 보성식품 문의처 : 054-337-2568
https://smartstore.naver.com/bosungfood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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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무지개주스 7종 패키지(빨주노초파남보)

제품소개   
어린이 배변활동 개선 유기농 무지개주스 7종
- 100%유기농 원료
- 국내산 유기농 착즙사과를 베이스로 각 품목8~9가지 원료배합
- 안전한 식물성유산균인 유기농 쌀유산균 첨가
-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원료들로만 구성
 
제품가격   •무지개주스 7종 패키지- 1품목 1,700원

•패키지가격 11,900원

식  품 바론식품 문의처 : 010-5556-4272

제품명  참외주스, 참외마들렌

제품소개   
저희 꾸꾸에서는 참외를 이용하여 참외주스, 참외마들렌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외주스는 직접 연구한 레시피로 참외특유의 쌉쌀한 맛이 느껴지지 않고 참외
본연의 단맛을 느낄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참외마들렌은 실제로 참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 및 성주참외라는 명칭을 내세울 수 있도록 성주참외
스티커를 디자인한 초콜릿으로 데코함으로 기업의 독창성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제품가격   •참외주스 3,500원     •참외마들렌 4,500원

식  품 꾸꾸
문의처 : 070-7576-1703
http://instagram.com/coucout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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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특산품을 활용한 스무디볼

제품소개   
건강한 식단과 비건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요즘, 스무디보울 이라는 디저트에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개발했습니다. 
얼린과일만 이용한 스무디베이스에 직접만든 그래놀라와 3-4가지 과일토핑이 
올라간 디저트로 식사대용으로도 충분할만큼 든든한 디저트입니다. 
 
제품가격   
•스무디보울( 오미자 베리 망고 ) 9,500원

식  품 인투더우즈(into the woods)
문의처 : 010-4085-0809
https://instagram.com/cafe_into_the_woods?

제품명  젤라또, 파운드 케이크, 음료

제품소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젤라또 전문점입니다. 모든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으며, 파운드 케이크, 수제 청 음료, 쿠키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가격   
•젤라또-컵 3,500원     •파운드 케이크 3,500원 등

식  품 굿애프터문(good after MOON)
문의처 : 010-2646-0389
@goodaftermoon.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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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맞춤제작 푸드박스와 캔음료(샌드위치, 샐러드, 컵과일, 쿠키)

제품소개   
커피인화소만의 저염숙성 수제소스와 지역 제철 과채를 이용한 1인 식사 푸드
박스와 캔음료를 맞춤제작하며 원하시는 사진과 메시지를 커스텀 포토스티커로 
부착하여 단체 배송합니다.
 
제품가격   
•수제캔 아메리카노 3,000원      •샌드위치 다과도시락 6,000원

식  품 커피인화소X함께다락
문의처 : 054-810-7772
https://instagram.com/with_darak

제품명  아이버섯키트, 칼로리버섯거라

제품소개   
가정용 버섯재배 체험키트 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간편하게 버섯
재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키트 상품 입니다.
버섯키트에 버섯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열기능이 있는 배지전용
받침대를 적용하였으며, 체험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섯이 
자라는 과정에서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버섯이 물러지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제품가격   •아이버섯키트 32,000원     •칼로리버섯거라 18,000원

식  품 ㈜더채움
문의처 : 1544-2509
www.15442509.modoo.at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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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숙성육 선물세트/가공육(샤퀴테리) 소시지류

제품소개   
일반 축산물이 아닌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 받은 1+(9),1+ 등급을 숙성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 낸 숙성육 선물세트 및 육류가공품
 
제품가격   
•숙성육 선물세트 175,000원      •가공육 3,000원~10,000원 
   (부위 및 중량 옵션에 따른 가격 차등)

농축
수산물 박가정

문의처 : 010-9439-3436
https://www.instagram.com/park_n_jung/

제품명  큰징거미새우(성체, 치어)

제품소개   
큰징거미새우 40cm/400g 까지 크는 대형종으로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다!!
큰징거미새우 치어 풍부한 먹이 공급으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제품가격   
•큰징거미새우 성체(1kg) 30,000원~40,000원
•큰징거미새우 치어 1cm(1미당) 100원

농축
수산물 장가네 왕새우 문의처 : 010-624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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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국내산 민물장어

제품소개   
100% 수작업, 영양가득 수제사료, 지하 200M 맥반석 암반수로 키워낸 국내산 
민물장어
 
제품가격   
•1kg (손질 후 700g 이상) 38,000원

농축
수산물 ㈜베풀장어 어업회사법인

문의처 : 070-7599-4682
https://baepooleel.com/

제품명  프리미엄 부사 명품 5kg

제품소개   
GAP 인증 아침열시사과 과수원에서 평균 당도 16브릭스 이상의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여 친환경 종이 포장재로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제품가격   
•중대과 41,400원     •중과 36,400원

농축
수산물 아침열시사과

문의처 : 010-3493-3332
https://smartstore.naver.com/10am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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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생표고버섯 제품, 건표고버섯 제품

제품소개   
공기좋고 물 맑은 경북 문경 표고버섯. 천연 암반수와 청년농부의 열정만 들어
갔다! 믿고 드실 수 있는 생표고버섯, 참표고 입니다.
 
제품가격   
•생표고 A(1kg) 10,000원    •B(1kg)9,000원    •C(1kg) 5,000원
•슬라이스 건표고(100g) 7,000원
•통 건표고(100g) 10,000원

농축
수산물 참다준

문의처 : 010-4090-3910
인스타그램 : gwagpameo_hellomush

제품명  의성 세척 태양초 건고추

제품소개   
2번 세척하여 전통방식으로 말린 태양초건고추. 의성의 맑은 물과 자연으로 키운 
홍고추를 정성껏 가공한 제품 / 맵기 보통맵기
 
제품가격   
•건고추 (600g) 16,000원

농축
수산물 싱싱파머스

문의처 : 010-4448-0408
https://smartstore.naver.com/ss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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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영양 금빛고춧가루 / 사과상점(사과선물세트, 사과즙)

제품소개   
고랭지에서 재배한 대한민국 으뜸 영양고추로 만든 붉고 단맛이 나는 ‘금빛고춧
가루’와 영양 범등산 해발450M 산사과로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쓰지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한 맛있는 부사로 만든 ‘사과즙과 선물세트’
 
제품가격   
•고춧가루(시세에 따라 변동) 
•사과즙 25,000원~48,000원     •사과선물세트 59,000원

농축
수산물 두아 F&S

문의처 : 054-682-2555
https://m.smartstore.naver.com/goldredpepper





생활용품

수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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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애플 시리즈, 커스텀 플레이트

제품소개   
[애플 시리즈] 플레이트, 링머그, 찻잔세트 3가지로 구성. 미니 사과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독특한 링 손잡이와 크레용 손그림이 특징입니다. 
[커스텀 플레이트] 정해진 디자인이 아닌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습니다. 선물과 
답례품으로 추천 드립니다. 
 
제품가격   
•애플 플레이트 / 링머그 / 찻잔세트 27,000원 / 25,000원 / 32,000원
•커스텀 플레이트 29,000원

생활용품 유어스튜디오
문의처 : 010-3017-5010
you.re.studio or you.re_home_

제품명  호주 블랙우드 엔드그레인 원목 도마

제품소개   
최고급 호주산 블랙우드 원목을 이용해 만든 엔드그레인 원목 도마입니다. 미FDA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재료들과 친환경 오일들을 이용해 만든 리싸이클링 도마로서 
플레이팅 용도와 칼 도마 용도 모든 방향에 완벽한 도마입니다.
 
제품가격   
•엔드그레인 S 110,000원 / M 130,000원

 L 150,000원 (모든 사이즈 월넛 도마 거치대 증정)

생활용품 목해당 가구공방
문의처 : 010-9470-7012
인스타그램 : @mokhaedang_fu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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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LUMO 광촉매 공기살균기(가정용, 차량용)

광촉매 필터(맞춤형 제작)

제품소개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한 광촉매 공기살균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90~99% 제거
폐렴균 및 바이러스 99.9% 제거(KCL 시험결과)
 
제품가격   
•가정용 1,500,000원     •차량용 98,000원

생활용품 ㈜웨이투메이크
문의처 : 1666-2110
www.waytomake.co.kr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제품명  캡슐에스 무선 신발관리기, 슈비 신발 다용도 살균기

제품소개   
[캡슐에스] 악취와 발질환을 유발하는 신발 속 세균을 99.9% 살균해주며 신발의 
변형, 손상 없이 살균, 건조, 탈취하여 신발의 뽀송하고 상쾌하게 관리.   
[슈비] 신발 살균과 냄새 제거 후 향기까지 더해주는 신발관리기. 실내 방향제 및 
휴대용 살균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3in1 다용도 살균기.
 
제품가격   
•캡슐에스 150,000원     •슈비 49,000원

생활용품 (주)스마트름뱅이
문의처 : 053-716-5355
www.sbange.com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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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센시티브 모이스쳐 트리트먼트 토너, 바이탈 라이징 수딩 토너

제품소개   
-  내츄럴바인 센시티브 모이스쳐 트리트먼트 토너: 참외 추출물을 활용한 스킨케
어제품으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의 최적화를 위한 토너 제품입니다. 

-  내츄럴바인 바이탈라이징 수딩 토너: 작약 추출물을 활용한 스킨케어제품으로 
일상 생활속의 자극에 지친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피부의 결을 정리하는 
토너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21,000원

생활용품 ㈜옐로우웨일
문의처 : 053-721-7665
www.yellowwhale.co.kr

제품명  키토토 UV살균 램프 제품

제품소개   
키토토 UV살균 램프는 친근한 캐릭터 디자인에 자석을 이용해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여러 장난감 보관함을 살균 할 수 있다 살균기능과 
함께 무드조명 기능까지 있어 아이방 무드조명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제품가격   
•키토토 UV살균램프제품 69,000원

생활용품 문보우
문의처 : 010-7377-0934
www.imoonb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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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MOF NATURE
제품명  셀렉티드 안티링클 데이 세럼, 울트라 모이스쳐 리플레니싱 바디크림
제품소개   
[셀렉티드 안티링클 데이 세럼 : 북미 VTxBTS 입점 제품]
바이셀렉티드만의 3중 펩타이드 솔루션으로 속부터 차오르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 수출국 : 미국, 러시아 등 16개국 / 인증 : FDA/OTC, EAC 
[울트라 모이스쳐 리플레니싱 바디크림 :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바디 크림]
16종의 자연 유래 추출물로 가려움증, 아토피, 욕창, 습진 등 문제성 피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수출국 : 미국, 러시아 등 16개국 / 인증 : FDA, EAC 

제품가격   
•셀렉티드 안티링클 데이 세럼 - 기준가 45,000원 / 할인가 36,000원
•울트라 모이스쳐 리플레니싱 바디크림 - 기준가 30,000원 / 할인가 24,000원

생활용품 가람오브네이쳐
문의처 : 070-8883-2525
byselected.co.kr 

제품명  피네수 닥터파인 플러스

제품소개   
닥터파인은 몸의 뻐근하고 부은 부위에 발라주어 혈행을 증가시키고 붓기를 완화
시켜주는 바디크림 - 인체적용시험(임상실험) 3건 완료 
① 어깨와 목덜미 피부혈행(미세혈류량)개선 
② 종아리 붓기완화  
③ 피부자극평가 안정성 확인
 
제품가격   •23,000원

생활용품 ㈜피노젠 농업회사법인 
문의처 : 054-854-8001
www.pinogen.com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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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천연 수제 아트 비누

제품소개   
‘베아르시’는 이탈리어 언어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성분
들이 아닌 자연이 길러낸 우수한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담아 만들고 있습니다. 
원데이클래스 및 취미반 자격증반, 답례품 등 공방을 운영하며 다양한 수업 및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개당) 10,000~12,000원

생활용품 베아르시
문의처 : 010-7228-5832
https://instagram.com/bearsi_soap

제품명  안계의 하루 비누 SET

제품소개   
의성군 안계면의 평야와 하늘에 영감을 받아 제작 된 비누입니다. 안계 평야의 낮, 
노을, 밤을 시각화 하여 비누에 담아냈습니다. 
방부제와 계면활성제 없이 건강한 비누로, 자극적이지 않은 사용감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안계의 하루 비누 각 8,000원

생활용품 프로젝트 담다
문의처 : 010-2728-1048
인스타그램 : @project_da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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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애니멀 버블바 DIY KIT 제품 / 슈퍼스타 배쓰밤 DIY KIT 제품

제품소개   
[버블바] 귀여운 동물 모양의 쿠키틀로 거품목욕제를 설명서 및 동영상을 보며 
17~20개정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반제품입니다. 
[배쓰밤] 오로라를 일으키며 퍼지는 입욕제 배쓰밤를 원구 3개와 별모양 3개를 
설명서 및 동영상을 보며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반제품입니다.
※ 관공서 및 기업, 학교 단체 수업 시 활용 추천 드립니다.
 
제품가격   •버블바 23,900원     •배쓰밤 29,900원

생활용품 안나홈
문의처 : 010-8004-0337
https://smartstore.naver.com/annahome2007

제품명  클로로피 스프링무드 체리블라썸 바스티백(봄)

제품소개   
포항 롯데백화점에도 입점중인 클로로피의 대표상품인 스프링무드 체리블라썸 
바스티백은 장미와 히비스커스 꽃잎이 들어있어 더욱 자연친화적인 느낌이며 
달콤한 체리블라썸 향으로 목욕시간 내내 힐링이 됩니다.
 
제품가격   
•단품 4,000원     •1박스(3개입) 12,000원
•선물세트 48,000원

생활용품 ㈜소폼 문의처 : 054-26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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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휴대용 섬유향수

제품소개   
편리한 휴대성, 감성적인 패키지, 검증된 안정성
3가지 향 : 다우니, 클린코튼, 바이올렛
 
제품가격   •6,900원

생활용품 ㈜씨엠
문의처 : 053-242-2407 
www.morningv.co.kr

제품명  애프터 칙(AFTER CHIK)

제품소개   
향수와 탈취제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올인원 섬유향수 애프터 칙 (AFTER CHIK)
조향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 번만 사용해도 풍부한 향기와 탈취력을 가지며 소량
으로도 향수를 뿌린 것처럼 12시간 이상 향기가 지속됩니다. 의류, 침구, 커튼 등 
향기와 탈취가 필요한 모든 섬유에 사용 가능한 활용성 높은 드레스퍼퓸입니다.
현재 6가지의 향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시즌마다 새로운 향기를 조향해서 런칭
합니다. 
 
제품가격   •35,000원

생활용품 아러바웃(r.about)
문의처 : 070-7954-8061
www.rab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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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50ml, 100ml 디퓨저, 100ml, 200ml 룸, 드레스퍼퓸
제품소개   
미세먼지와 나빠지는 공기로 인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반면 환기를 
자주 못시키는 요즘입니다. 기분좋은 향으로 방안의 공기도 바꾸고,인테리어 효과
까지 향기로 지루한 일상을 좀더 즐겁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흙,먼지 냄새 외출시 화장실 에티켓 제품으로 불쾌한 냄새를 잡
아주고 세탁을 자주 못하는 침구나 커텐, 패브릭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디퓨저(50ml) 20,000원     •디퓨저(100ml) 26,000원
•룸 / 드레스퍼퓸(100ml) 18,000원     •룸 / 드레스퍼퓸(200ml) 25,000원

생활용품 그날의 기억MOTD
문의처 : 010-4441-4399
https://smartstore.naver.com/themotd

제품명  페이브 디퓨저 / 페이브 섬유향수
제품소개   
[페이브 디퓨저] 내 공간의 특별한 향기 오랫동안 당신의 공간에 머무는 향기를 
만들었어요! 페이브의 자체제작 상품으로 고급스러운 발향과 오랜 지속력을 자랑
합니다. 향기가 필요한 공간이나, 분위기나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향으로 사용해
보세요.
[페이브 섬유향수] 이 향기 너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도 물어보는 그 향기. 리프
레쉬가 필요한 섬유에 향기를 주세요! 섬유의 컨디셔닝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매일 세탁하지 못하는 의류나 침구류 등에 뿌려주세요! 패브릭 뿐만 아니라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제품가격   •페이브 디퓨저 33,000원     •페이브 섬유향수 25,000원

생활용품 페이브 FAVE
문의처 : 010-2314-1864
인스타그램 : studio_f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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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체형교정양말(발목, 페이크삭스) / 아동용체형교정양말

제품소개   
발바닥의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돌기들로 신경 전도율을 상승시켜 신체의 좌우 
밸런스를 상승 시켜줍니다. (OX다리 교정 및 예방 , 허리 무릎 통증감소 효과) 
 
제품가격   
•2켤레  10,000원

생활용품 피티아이디어
문의처 : 010-5161-7050
메일 : sje7506@naver.com

제품명  골든 크라운 시리즈(캔들 / 왁스타블렛) 

 d“03 멀티 스프레이(50ml / 100ml)

제품소개   
[골든 크라운 시리즈] 골든 시티 경주에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 금관을 이용
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향제품을 천연재료로 제작하였다.
[d“03 멀티 스프레이] 직접 조향한 향기 리스트를 가지고 제작 된 멀티 스프레이
입니다. 인체를 제외한 모든 물체, 공간에 사용이 가능하며 탈취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가격   
•캔들 제품 26,000원        •왁스타블렛 제품 18,000원
•제품(50m) 19,000원      •제품(100ml) 35,000원

생활용품 디파도(deepado)
문의처 : 010-6677-6633
인스타그램 : @dee.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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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PREMIUM 시우

제품소개   
- 화학성 살균제 및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음
- 100% 천연한방원료 38종만을 사용
- 영유아의 피부에 잘 맞는 200*200mm 대형 규격에 73gsm 높은 평량, 
   두툼하며 부드러운 저자극 프리미엄 원단 사용 
 
제품가격   
•PREMIUM 시우 4,000원 / 38,000원

생활용품 시 우
문의처 : 010-2301-9672
www.xiu.co.kr

제품명  경주와 마리모 / 모스테라리움과 경주

제품소개   
 ‘경주에 놀러온 마리모’ 친환경소재로 직접 제작한 경주 피규어와 국산 고품질의 
마리모가 더해진 키트입니다. 행운과 장수의 상징인 마리모를 키워봐요.
천년 역사 경주를 품은 스칸디아모스 테라리움 만들기.
보들보들 스칸디아모스를 배치해, 나만의 테라리움을 완성해보세요.
 
제품가격   
•경주와 마리모 제품 18,000원
•모스테라리움과 경주 제품 25,000원

생활용품 경주시공간
문의처 : 010-8701-1136
www.instagram.com/gyeongju_culture_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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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전통 배냇저고리

제품소개   
우리 아이 첫 선물 ‘전통 배냇저고리’ KC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발급 받은 제품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의 손을 거쳐 섬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저고리, 허리끈, 수술까지 전공정 100% 자체 제작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사계절용 DIY 35,000원     •사계절용 완제품 55,000원
•겨울용 DIY 50,000원        •겨울용 완제품 70,000원     
•항아리바지 20,000원

수공예 드림팩토리
문의처 : 054-852-2012 / 010-9135-0519
http://www.드림팩토리.com

제품명  리유저블 백

제품소개   
일회성 비닐봉투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활용품 
제로웨이스터 리유저블 백(재생 PET 나일론 100%)
 
제품가격   •9,600원

생활용품 5Type 스몰 비즈니스 디자인 연구소
문의처 : 010-2705-4730
www.zerowa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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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카드지갑폰케이스, 카드지갑, 핸드폰미니백

제품소개   
피오드(PODD)는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소품제작으로 버려지는 가죽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는 가죽 제품 브랜드입니다.
 
제품가격   
•카드지갑 폰케이스 39,000원     •카드지갑 39,000원
•핸드폰 미니백 45,000원

수공예 피오드(PODD)
문의처 : 010-3170-0303
podd.co.kr

제품명  안동대마 통영누비 공예소품

제품소개   
예로부터 대마재배지로 최상의 품질을 생산하던 안동포마을. 그곳에서 자란 대마로 
만든섬유가 수작업염색을 거쳐 통영에 건너가 누비를 만난다.
한국전통소재와 기법이 만난 예술공예소품 코마 한국전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만나보세요
 
제품가격   
•안동대마 원형파우치 35,000원     •안동대마 카드지갑 40,000원  
•안동대마 여권지갑 45,000원        •안동대마 텀블러백 50,000원

수공예 코마
문의처 : 010-9838-1130
인스타그램 : jeonseung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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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전통공예 디자인 클러치백

제품소개   
한국의 전통 규방공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 상품.
현대복 원단으로 제작한 조각보 및 전통매듭 스트랩이 특징인 가죽 클러치백.
 
제품가격   •332,000원

수공예 러프이너프
문의처 : 010-2715-0217
www.roughenough.co.kr

제품명  mori bag, briefcase01

제품소개   
-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소재의 비건가죽으로 제작되어 스크래치에 강하고, 
색다른 질감을 나타냄

- mori bag : 가로 17cm×세로 17cm×바닥폭 11cm
- briefcase : 가로 38cm×세로 28cm×폭 10cm 노트북 수납 가능
 
제품가격   
•mori bag / 250,000원    •briefcase 01 /  360,000원 

수공예 h.project
문의처 : 010-4238-8287
instagram.com/h_projec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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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스마일키홀더, 짐가방

제품소개   
[스마일 키홀더] 아담한 사이즈의 파우치로 카드나 차키,지폐 등등 다양한 수납을 
위한 제품
[짐가방] 짐 보관용 가방으로 패브릭의 유연성을 장점으로 하여 대용량수납이 
가능한 제품
 
제품가격   
•스마일키홀더 8,000원     •짐가방 36,000원

수공예 소메이드
문의처 : 010-5537-2177
https://m.smartstore.naver.com/somade

제품명  온체크파우치, 너나들이단청키링

제품소개   
여행을 즐거움을 담아가는 너나들이.
즐거움의 순한글말 “라온”에서 따온 이름인 라온시리즈는 경주를 거닐며 만나는 
문화유산을 캐릭터로 그려담아 다양한 굿즈로 제작되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 월정교 등 경주의 처마 밑 단청을 일상에 담아줄 단청굿즈도 너나들이에
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라온체크파우치 12,000원     •단청키링 12,000원

수공예 너나들이
문의처 : 010-7454-1126
www.instagram.com/neonadeuli_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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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공방
소소한 행복더하기

제품명  아기화환 / 용돈화환

제품소개   
가족들의 생일, 아기들의 기념일, 결혼식장, 졸업식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한 
인간화환용 리본, 용돈화환은 기본 화환에 용돈이 연결되어 용돈 이벤트로 사용
가능 
 
제품가격   
•아기화환 12,000원 / 15,000원     •용돈화환 15,500원 / 18,500원

수공예 나리공방
문의처 : 0507-1346-1512
smartstore.naver.com/nariya

제품명  라탄, 마크라메 공예 소품
제품소개   
-  인도네시아산 프리미엄 등급의 환심을 이용하여 엮은 청춘기행의 라탄 네트백
입니다. 네트디자인의 가방으로 라탄의 시원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청춘기행 라탄 네트백은 제품과 가장 자연스러운 #16 TAN 컬러로 염색한 후 
오일마감이 이뤄집니다.

-  100% 실로만 엮어 만들어지는 청춘기행의 마크라메 휴대폰 가방입니다. 휴대폰과 
작은 손지갑 혹은 열쇠 정도를 수납할 수 있으며 테슬 색상과 끈 길이 등 개별 
커스텀으로 가방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라탄네트백 45,000원~     •마크라메미니백 40,000원~

수공예 청춘기행
문의처 : 0507-1344-9194
@youth_diary_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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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칼립투스라탄전구제품, 라탄시계제품

제품소개   
- led조명의 줄 조명에 라탄 갓을 씌우고 유칼립투스로 감성을 더함
- 아크릴판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라탄의 느낌을 살린 시계
 
제품가격   
•유칼립투스라탄전구제품 50,000원     
•라탄시계제품 80,000원

수공예 소확행
문의처 : 010-6595-1057
gumi_sohwaghaeng

제품명  라탄 알전구 가랜드 (20구), 라탄 뻐꾹시계

제품소개   
등나무로 엮어 만든 감각적인 라탄 인테리어 소품
 
제품가격   
•알전구 가랜드 65,000원
•뻐꾹시계 50,000원

수공예 봄꽃라탄
문의처 : 010-9281-6237
인스타그램 : springflower_rat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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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등공예, 직조공예 수업 및 제품

제품소개   
가늘고 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안동포, 등공예, 직조 등 
다양한 공예 작업을 합니다. 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 출강을 전문으로 하며, 
등나무 바구니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품가격   
•수업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고, 단체수업은 협의 후 수강료를 책정합니다.

수공예 안동동화
문의처 : 010-2977-9703
인스타그램 : @addh.kr

제품명  자개꽃매듭팔찌 제품, 공예체험키트 제품 SET

제품소개   
천연자개와 원석을 매듭실로 엮어서 봄에 피는 꽃 이름을 붙여 꽃다발 모양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제품가격   
•매듭팔찌제품 18,000원
•공예체험키트 제품SET 50,000원

수공예 나는꽃
문의처 : 010-2051-5467
https://smartstore.naver.com/rmi/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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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감성 조명 체험, 우드 거울 선반 체험

제품소개   
[감성 조명] 감성 조명은 우드 프레임에 예쁜 조명을 꽂아 사용하는 것으로 감성
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울 선반 체험] 우드 거울 선반은 거울 및 선반, 걸이 거치대까지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 완성품 구매는 물론 체험 KIT로 구매가 가능하여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감성 조명 제품 28,000원   •우드 거울 선반제품 30,000원

수공예 엔도씨
문의처 : 010-2052-9227
인스타그램 : ndoc_nature

제품명  플라워 캘린더 무드등

제품소개   
매일 날 찾아주는 신선한 생화로 나의 환경에 활력소 더해주기 !
꼼꼼한 일정 체크를 위한 캘린더와 신선한 생화,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를 더한 
무드등 3가지의 콜라보 아이템.
 
제품가격   
•플라워 캘린더 무드등 제품 31,900원

수공예 화애
문의처 : 010-6731-0111
www.hwaae.com/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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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세계건축물만들기 키트 제품
 2022세계건축물coloring 달력 제품

제품소개   
- 세계랜드마크(에펠탑, 빅벤, 피라미드, 첨성대) 만들기키트
- 일러스트화된 세계랜드마크를 컬러링 할 수 있는 2022년 달력
 
제품가격   
•만들기제품 9,900원~16,800원
•컬러링제품 10,800원

수공예 즐겨찾기
문의처 : 010-2679-2889
https://smartstore.naver.com/bookmark01

제품명  하바리움 볼펜 제품, 하바리움 무드등 제

제품소개   
-  볼펜의 상단부분에 프리저브드플라워(Preserved Flower)와 파츠 등을 넣어 
디자인 한 제품, 각종 문구(이름, 기념일 등) 추가 가능 

-  실내 인테리어 장식 & 수면 시 조명효과, 각종 기념일(어버이날, 크리스마스, 
결혼기념 등)선물로 활용

 
제품가격   
•하바리움 볼펜 제품 10,000원~13,000원     
•하바리움 무드등 제품 30,000웜~40,000원

수공예 소소진진
문의처 : 010-5098-3886
인스타그램 : @sosojinjin_herba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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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품은, 종이무드등키트 / 달빛조각 마그넷

제품소개   
품은종이무드등 키트는 지역의 스토리를 담아 무드등으로 쓸수있는 입체엽서 
만들기 키트입니다.
달빛조각은 마그넷으로 은은하게 반짝이는 달 아래로 살랑이는 태슬리 포인트
입니다. 주문 제작가능합니다.
 
제품가격   
•품은, 종이무드등키트 15,000원     •달빛조각마그넷 7,000원

수공예 미묘
문의처 : 010-3913-6123
인스타그램 : @mimyohan_

제품명  누에고치 실뽑기 체험키트

제품소개   
누에고치 실뽑기 체험키트를 통해 명주(실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쉽고 간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누에가 이런 멋진 능력이 있는 곤충이라는 걸 실을 끝까지 뽑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   
•4,500원

수공예 그린꿈
문의처 : 010-7207-5150
인스타그램 : @chorok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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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마카롱 지도 시리즈(세계지도, 한국지도)

제품소개   
유아·아동 시각발달에 좋도록 알록달록하면서 트렌디한 색감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도톰한 원단을 사용하여 비침이 없고 선명한 컬러의 세계지도와 한국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색상 구분으로 지리 교육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가격   
•소형 17,500원     •대형 22,400원

수공예 선물마루
문의처 : 010-7530-6834
sunmoolmaru.com

제품명  타임키즈 공룡화산 폭발놀이 스몰월드 세트
타임키즈 미니공룡 피규어 17종

제품소개   
-  공룡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화산폭발실험놀이로 독후활동으로 좋습니다.
   (단품으로도 판매 중)
- 스몰월드 놀이용 공룡 피규어로 단체선물로 좋습니다. 
 
제품가격   
•공룡화산폭발놀이 스몰월드 세트 23,800원
•미니공룡 피규어 17종 6,900원

수공예 타임키즈
문의처 : 010-3345-6498
https://smartstore.naver.com/time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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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일러스트 거울, 파우치, 에코백, 머그컵

제품소개   
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제품가격   
•일러스트거울 3,900원          •일러스트머그컵 9,000원
•일러스트파우치 14,000원     •일러스트에코백 17,000원

수공예 빌리버튼
문의처 : 010-5139-5719 
billybuttonshop.co.kr

제품명  민화키트제품, 민화그림제품

제품소개   
- 민화 그림을 그릴 수 모든준비물을 챙겨주는 민화키트
-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손수 그린 민화그림 액자
 
제품가격   
•민화키트제품 98,000원
•손수그린민화그림원본 200,000원

수공예 방공장
문의처 : 010-4080-7733
https://roomfactory.imweb.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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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silver 925 주얼리

제품소개   
[각인 가락지]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가락지로 원하는 문구 각인
[ 각인 목걸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원하는 문구 각인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목걸이(미아방지, 우정, 커플목걸이 등)
 
제품가격   
•각인 가락지 15,000원(각인 시 추가비용 5,000원)
•각인 목걸이 100,000원(각인 시 추가비용 10,000원)

수공예 어필링
문의처 : 010-3957-5443
https://smartstore.naver.com/appealing_j

반려동물

교육

기기설비

광고

기타

제품명  2022 엽서달력 원목받침대 SET, 일러스트 유리컵

제품소개   
BOM604 작가의 손그림이 들어간 2022년도 엽서형 달력과 유리컵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2022 엽서달력 원목받침대 SET - 스몰 8,000원 / 라지 10,000원
•일러스트 유리컵 13,000원

수공예 헤르츠 604(HERTZ 604)
문의처 : hertz604studio@gmail.com
https://smartstore.naver.com/hertz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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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교육

기기설비

광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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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사랑하개, 제로케어

제품소개   
곤충단백질과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반려견 사료
[사랑하개] 알러지 케어 / 면역력과 관절건강 
[제로케어] 알러지 케어 / 다이어트 / 노폐물 배출
 
제품가격   
•사랑하개 23,000원     •제로케어 29,000원

반려동물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
문의처 : 070-4772-4763
인스타그램 : @signalcare

제품명  펫 프리미엄 수제 간식

제품소개   
문경의 신선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반려동물만을 위한 맞춤형 
펫 프리미엄 수제간식점 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 부진에 따른 도내 농가를 
도우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   
•4,000원~25,000원

반려동물 도그먼트
문의처 : 010-8544-5645
https://instagram.com/dogment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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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반려동물용 포스트바이오틱스 영양제

제품소개   
특허 받은 生유산균배양액(포스트바이오틱스)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에게 급여
하기 좋은 동결건조 큐브 및 GEL 형태의 장 건강 도움 영양제입니다.
 
제품가격   
•누리큐브 제품 27,800원     
•누리츄 제품 5,500원

반려동물 오복누리
문의처 : 053-854-5055
www.oboknuri.com

제품명  선견지명 반려동물 한방영양제

제품소개   
수의사, 한의사와 함께 개발한 맛있는 반려동물 한방영양제로 100% 휴먼그레이드 
제품입니다. 無 색소, 방부제, 전분, 합성첨가제, 나트륨, GMO(유전자 변형물질) 
선견지명 영양제는 분말형태로 수분함량을 낮춰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종류로 [통증과 관절 질환 예방 본앤조인트], [건강한 피부와 피모 스킨앤
코트], [장 건강을 지키는 유산균과 식이섬유 락토텍스트린]가 있습니다. 
 
제품가격   •18,700원

반려동물 유스풀제스트
문의처 : 054-336-9180
인스타그램 : @foresight_of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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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슬개골탈구 예방 수트

제품소개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를 예방& 무릎을 보호 하는 데일리 무릎 보호대임
보호대가 흘러내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옷 형태로 만들었음
 
제품가격   
•멍냥키퍼 수트 80,000원

반려동물 크림오프
문의처 : 010-4026-5955 
https://creamoff.co.kr/ 

제품명  반려동물 핏팅 플랫폼
제품소개   
기존 반려동물의 의류나 악세사리를 착용할 경우 털이 묻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의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한 불편함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해
소하고 비대면 판매 목적의 플랫폼
- AR어플 개발과 앱 구성을 통한 특화 요건 확립
- 기존 대면 형식을 벗어난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유통 구조
-  반려동물 피팅시 사이즈나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 반품에 대한 판매자의 부담감 감소

제품가격   •0원

반려동물 플래니멀
문의처 : 0507-1348-7224
www.feetpet.com



경북청년창업기업 우수제품소개_ 69

제품명  생존수영이론교육(VR)

제품소개   
국내 최초로 코로나 상황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가상체험(VR)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생존수영의무교육 실효성 제고
 
제품가격   •가격, 일정 협의

교   육 ㈜생존수영교육연구소
문의처 : 054-821-2005
http://survivalswimming.co.kr

제품명  유아 / 초등 / 중등 / 성인 축구교실

제품소개   축구, 그 이상의 교육 Snow Pine FC
- 유아 : 5/6세반 6/7세반 
- 초등 : 1/2학년 3/4학년 5/6학년
- 중등 : 중등반
- 성인 : 남자성인반 여자성인반
 
제품가격   
•주1회 월4회 70,000원     •주2회 월8회 130,000원

교   육 스노우파인fc 축구교실
문의처 : 010-7369-2018 
인스타그램 : @snowpinefc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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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스피치교육 

제품소개   
- 일반인과정 : 자신감 향상을 위한 말하기 과정, 말투 및 화법진단
- 직장인과정 : 사내에서 회의 및 PPT 발표시 효과적인 말하기 전략, 소통화법
-  전문가과정 : 라이브커머스 및 1인방송을 위한 스피치 교육, 방송인 준비과정, 
미디어 및 언론 대응을 위한 전략스피치 

 
제품가격   
•2시간 기준(상황별 상이함) 150,000원

교   육 스피치캐슬 문의처 : 010-8314-8435

제품명  AR(증강현실) 기반 체험형 컬러링북

제품소개   
- 제품구성 : 스토리가 포함된 컬러링북 & 연동 어플리케이션
- 제품 콘텐츠 : 이솝우화, 독도탐구생활, 안전교육
- 색칠한 그림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2.5D AR(증강현실) 표출 및 캐릭터 모션
- 각 페이지 별 다국어 나레이션 제공
- 녹음 기능 활용을 통한 나만의 스토리북 만들기
 
제품가격   •이솝우화 제품 7,000원     •독도탐구생활 제품 12,000원

•안전교육 제품 20,000원

교   육 ㈜유리
문의처 : 010-3263-0049
yoo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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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어린이 서양미술사 키트박스

제품소개   
어린이를 위한 단기 미술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술 키트 박스입니다, 서양미술사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창의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술키트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제품가격   
•어린이 서양미술사 만들기 키트 36,800원
•빈센트 반고흐 미술키트 11,300원

교   육 상상쏙쏙
문의처 : 010-6634-1723
https://www.instagram.com/sangsangart_49/

제품명  언젠간 감이 올거야(학습콘텐츠)

제품소개   
- 상주의 대표 특산물인 감을 이중언어(영어+한국어)를 통해 스토리북으로 구현
- 감의 성장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함과 동시에 두가지 언어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
- 스토리북+굿즈 2가지를 패키지로 구성, 유아체험 학습콘텐츠
 
제품가격   
•17,000원(예상가)

교   육 잉글리시 하우스 문의처 : 010-592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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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코이텐트

제품소개   
본사만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확보.짧은시간내 대규모텐트(300인) 설치.
공기층을 이용한 우수한 내부온도유지효과
 
제품가격   
•제품별 문의 요망

기기설비 주식회사 효광기획
문의처 : 070-8812-8812
http://www.koytent.com/

제품명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BS-F191)

제품소개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설비장치
입니다. 비 사용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제품가격   
•16,500,000원(부가세 포함)

기기설비 백석이앤아이 (주)
문의처 : 010-7670-1318 (기술이사 백승호)
네이버 [백석이앤아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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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아리아메디 클린게이트 싱글+체온계결합형 제품 
아리아메디 클린게이트 듀얼(양방향) 제품

제품소개   [신개념 생활 방역 기기, 아리아메디 클린게이트]
아리아메디 클린게이트는 전신·손소독 및 의류소독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미스트 분사형태로 분사액이 호흡기에 향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흡입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 심플+모던한 디자인과 낮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소독수 외에도 탈취제 
등을 넣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린게이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기기로서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게 도와주는 자동분사기기입니다!
 제품가격   
•클린게이트 싱글+체온계결합형 제품 2,080,000원(가격협의 가능)
•클린게이트 듀얼(양방향) 제품 3,600,000원(가격협의 가능)

기기설비 ㈜아리아메디
문의처 : 1577-1767
https://blog.naver.com/jj-korea

제품명  Exsmall(엑스스몰) , Homing(호밍)

제품소개   
[ex-small] 엑스스몰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 설치되는 
이동식 주택입니다. 내진설계를 비롯하여 건축 허가 기준으로 설계, 시공 합니다.
[homing] 호밍(Homing)은 자연과 함께하는 외부공간에 어우러지는 거실형 공간
모듈 상품이며 제조공장에서 상품으로 제작되어 완제품으로 운송 설치해 드립니다.
 제품가격   
• ex-small Type A : 6평 단층형 45,000,000원 / Type B : 8평 단층형 50,000,000원
    ※ 기본제작가 기준, 부가세별도, 사이즈 커스터마이징 가능homing

•호밍1 - 9,500,000원     •호밍2 - 9,500,000원

기기설비 플레이서스
문의처 : 054-335-6729
http://www.plac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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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VOLTOR NO.1, V NO.1

제품소개   
VOLTOR NO.1 : 앞바퀴 1개, 뒷바퀴 1개 이륜전동차
V NO.1 : 캠핑, 레저활동, 아웃도어, 휴대용 전자기기, 예초기 등
 
제품가격   
•VOLTOR NO.1 - 500,000원     •V NO.1 -  600,000원

기기설비 (주)도깨비
문의처 : 010-9169-4862
www.voltor,co.kr

제품명  PE스프링클러 / 관수자동화컨트롤박스

제품소개   
착한가격에 경량화한  PE스프링클러, 스마트팜 보급형 관수자동컨트롤박스
 
제품가격   
•PE스프링클러 15,000원     •관수자동화컨트롤박스  500,000원

기기설비 토탈농자재 문의처 : 010-938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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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장비 및 서비스

제품소개   라씨는 일반 모니터링이 아닌 무선 모니터링으로 별도의 인터넷 회선 
없이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버와 무선 RTU를 사용하여, 정전
이나 통신 문제까지 잡아내며, 정확하고 빠른 문제 파악으로 발전 정지 시간을 
최소화 하여 발전소 효율을 극대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초기 비용에 별도의 시설 필요없이 월비용만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가격   •설치비 500,000원, 서비스이용료(매월) 20,000원
                        ※서비스이용료 납부하는 동안 평생 무상 A/S제공

기기설비 라씨(LASEE)
문의처 : 1577-5823
http://home.lasee.io

제품명  우동엔 수리 플랫폼 서비스

제품소개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품설치, 홈케어, 간단한 전구 및 
조명설치, 가구이동설치 등...
 
제품가격   
•벽걸이TV설치 가격(65인치 이상)  50,000원     •홈케어(평당) 11,000원
•간단한 가구배치(기본가)  10,000원

기기설비 버던트(주)
문의처 : 010-6834-8664
카카오채널 @우동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등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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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기업홍보영상제작 & 라이브커머스 / 유튜브 촬영 & 행사진행

제품소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크리에이티브 기업 [이화코코]!
- 아나운서 : 17년 아나운서 경력/깔끔한 의전행사 전문 MC
- 영상제작 : 기업홍보영상 / 유튜브 촬영 편집
- 쇼호스트 :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
- 스피치 강의 / 창업관련 강의
 
제품가격   •영상 제작 & 행사 진행 금액 협상 가능

광   고 이화코코
문의처 : 010-4079-0018
https://www.instagram.com/_coco_jini

제품명  CI, BI, 패키지디자인, 박스, 리플렛, 포스터 디자인 제작

제품소개   
미믹은 상품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소통의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제품가격   
•상담 후 결정

광   고 미믹
문의처 : 070-4633-5460
www.instargram.com/mimic_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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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챌린지 입장권 쿠폰 , 일반 입장권 쿠폰

제품소개   
[챌린지 입장권 쿠폰] 키즈카페 2시간 입장권. 챌린지코스 5가지 이용가능(짚라인, 
번지 점프, 고공 챌린지, 천사의 계단, 고공 클라이밍) 
[일반 입장권 쿠폰] 키즈카페 2시간 입장권 
 
제품가격   
•챌린지 쿠폰 제품( 10장구매시 10% 할인) 20,000원
•일반 쿠폰 제품( 10장구매시 10% 할인) 15,000원

기   타 플레이방 월드 문의처 : 054-858-8255, 010-2823-8855

제품명  축산 악취제거

제품소개   
- 가축들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저감
- 규조토/황토 성분(미네랄, 규산 등)을 이용한 농가 주변 토양 및 수질 개선
- 퇴비를 이용한 비료 효율 증대 및 가공처리단계(기존 5단계에서 3단계 가공) 축소
 
제품가격   
•1KG 9,000원

기   타 엔에스에프
문의처 : 010-7670-1318
http://nsf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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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넥스트커버 | 이달의케이스

제품소개   
넥스트커버는 국내 유일 폰케이스 구독 서비스로 적어도 2-3달에 한 번씩 폰케이
스를 바꾸는 MZ세대에게 넥스트커버가 직접 30여개의 브랜드와 구매 제휴하여 
직접 큐레이팅한 폰케이스 세트를 매월 보내드립니다.
마케팅과 유통의 거품없이 2만원대 폰케이스를 15,900원으로! 넥스트커버 이달
의 케이스는 매달 당신의 분위기를 새롭게 갈아 끼워드립니다.
 
제품가격   •구독료 (월) 15,900원

기   타 넥스트커버
문의처 : 010-2923-3010
nextcover.co.kr

제품명  쫒아오지마세요 남주님. 무협지 조연이지만 키워주세요

제품소개   
- 인기 웹소설 ‘쫒아오지마세요 남주님’을 웹툰화
- 인기 웹소설 ‘무협지 조연이지만 키워주세요’을 웹툰화
 
제품가격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연재예정

기   타 진우콘텐츠 스튜디오 문의처 : 010-84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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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기업 제품리스트

가시버시
문경 시장기름집
본고당
1988컴퍼니
풍기대한홍삼원
농업회사법인 ㈜해인
보승인삼사
도라지미
농업회사법인㈜한톨
농업회사법인㈜네이처앤리치
경일비트
㈜정진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한반도
퐁당
송이골
자라난약초
DHJ
농업회사법인 ㈜아그로스
하이농장(HIGHFARM)
더센헬스케어
농업회사법인 ㈜내몸에약초
청록농업회사법인㈜
영주칠향계
리프그린
㈜사람들
The 오색찹쌀만두
에스쁘아
애니팜
오하나팜
농업회사법인 ㈜빅토리팜
농업회사법인 ㈜소화푸드
마주(MAJU)
㈜투마루
더하기 농업회사법인㈜
하나엘
다정한과자점
달콤하데이
영덕대게랑
봄꽃달 케이크
백스
천천희
온유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79서부리
드림
보성식품
바론식품
꾸꾸
인투더우즈
굿애프터문
커피인화소 함께다락
㈜더채움

박가정
장가네 왕새우
㈜베풀장어 어업회사법인
아침열시사과
참다준
싱싱파머스
두아 F&S

목해당 가구공방
유어스튜디오
㈜웨이투메이크
㈜스마트름뱅이
문보우
㈜옐로우웨일
가람오브네이쳐
㈜피노젠 농업회사법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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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들기름,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숭늉가루

꿀
홍삼
홍삼

홍삼, 인삼칩
홍도리지청
흑마늘
흑마늘

흑마늘, 산수유
목애(愛)생강도라지배

신선차
양파농축액
홍화씨, 꽃차

헛개차, 돼지감자차
한방차
한방차

건강보조식품
굼벵이환, 굼벵이즙

숙취해소환
육포

삼계탕 밀키트
샐러드 밀키트

고기짜조
만두

수제 마늘 영양식
와사비 잎 절임

집간장, 계절농산물
자두잼

서리태선식, 서리태뻥뛰기
버섯스낵
호두먹빵

의성 사랑빵
마카롱
마카롱

견과에너지바, 떡케이크
대게빵(크랩플)

케이크
크로플, 스콘

케이크, 레터링캔음료
수제요거트
사과즙
커피
커피

유기농 주스
유기농 주스

참외주스, 참외마들렌
스무디볼

젤라또, 파운드케이크
캔음료, 샌드위치 도시락

버섯키트

숙성육, 소시지류
큰징거미새우
민물장어
사과

표고버섯
건고추

고춧가루, 사과

도마, 트레이
찻잔

공기살균기
신발관리기, 다용도살균기

살균램프
화장품
화장품
바디크림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952(북후면)
경북 문경시 중앙시장길 28
경북 경주시 충효서악길 126-7 1층
경북 문경시 여중1길 34 702호
경북 영주시 대동로7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600번길 86-1 
경북 영주시 단산면 소백로 3142-6
경북 영주시 원당로 315번길 55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길 30-26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안동시 앙실3길 19-10
경북 경산시 진량읍 가야로 66길11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영양군 입암면 후평길 18-1
경북 영천시 한방로18
경북 경산시 압량읍 압독2로8길 22-7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4층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1122
경북 구미시 인동14길 20-8
경북 영천시 한방로 18 A동 117호
경북 봉화군 봉화읍 장수고개길38
경북 영주시 가흥동 1964-12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233번길 45-3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5길10-1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온천 3길 25
경북 구미시 인동46길 37-5 1층 상가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118-1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 18, 애비뉴시티 108호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214-2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458-16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3길 80, 다동 마주(MAJU)
경북 김천시 혁신3로 1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0
경북 문경시 매봉5길4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31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42 1층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108-1 동광어시장 외부상가 1호
https://www.instagram.com/art_for_cake/
경북 포항시 북구 죽파로5 1층
경북 군위군 효령면 치산효령로 2374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안로265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783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70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16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구보길 59
경북 영천시 한방로 18, e동 118호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12
경북 문경시 당교3길 6
경북 문경시 매봉2길 11-12
경북 김천시 혁신3로 5, 2층 210호
경북 안동시 치이골1길 10-26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72 박가정
경북 영양군 청기면 압실길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206호(창업보육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경북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271-3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9-3
경북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307

경북 영주시 봉화로 114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2길 14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지역산학협력관 413호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2407호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안동시 영가로16, 5층 

0 10 -6345 -6429
0 10 -93 5 2-3 366
0 1 0 -9 82 1 - 6 42 3
0 1 0 -7 7 5 7 - 1 1 0 6
0 1 0 - 5 5 4 4 -2 0 1 1
0 1 0 - 2 5 4 7 -3 1 8 7
0 5 4 - 6 3 6 - 3 0 3 0
0 1 0 -262 5 - 07 8 1
0 1 0 - 2 4 1 3 - 0 3 1 7
0 5 3 - 8 1 7 - 7 3 4 2
0 10 -264 4 -8797
0 5 4 - 8 5 2 - 2 0 1 7
0 5 3 - 8 5 4 - 7 6 6 6
010-4598-6984
010-5034-9938
0 5 4 - 3 3 7 - 4 2 4 7
0 5 3 - 8 1 2 - 5 5 5 3
0 1 0 -3 8 07- 07 1 1
0 10 -97 27-0933
010-6888-9922
0 5 4 - 3 3 8 - 4 7 4 7
070 -4 41 3 - 6 569
0 5 4 - 6 3 8 - 7 7 9 7 
0 1 0 - 49 5 1 -3 249
0 5 4 - 9 7 5 - 0 5 3 0 
0 5 4 - 5 7 2 - 2 0 4 1
0 10 - 8 3 57- 8 5 2 3  
0 5 4 - 5 5 2 - 6 6 7 2
0 1 0 -74 3 7- 5 7 9 9
0 1 0 - 5 4 20 -1 5 2 6
0 5 4 - 6 5 3 - 3 2 9 0
0 10 -2 5 5 3 - 8342
0 5 4 - 4 3 3 - 5 0 0 5
0 1 0 -93 1 5 -903 3
0 10 -9220 -2979
0 1 0 - 4 2 8 2 -24 7 1
010-3044-9055
010-6768-4888
0 1 0 - 8 7 1 3 - 3 4 6 1
010-8070-2020
0 5 4 - 3 8 2 - 9 0 0 3
070 -7 7 60 - 0 1 1 2
0 1 0 -7 4 5 8 - 1 1 3 8
0 1 0 - 4 7 2 9 - 4 7 2 1
0 1 0 -3 4 7 7-7 3 4 8
0 5 4 - 3 3 7 - 2 5 6 8 
0 1 0 - 5 5 5 6 - 42 7 2    
0 7 0 -7 5 7 6 -1 7 03
010-4085-0809
010-2646-0389
0 5 4 - 8 1 0 - 7 7 7 2
1 5 4 4 - 2 5 0 9
　
010 -9439 -3436
0 10 - 624 5 - 4 1 60
070-7 599 -4682
0 10 -3493 -3 3 32
010-4090-3910
010-4448-0408
0 5 4 - 6 8 2 - 2 5 5 5

0 1 0 -9 470 -70 1 2
0 1 0 -3 0 1 7- 5 0 1 0
1 6 6 6 - 2 1 1 0
0 5 3 - 7 1 6 - 5 3 5 5
0 10 -7 37 7-0934
0 5 3 - 7 2 1 - 7 6 6 5
070-8883-2525
0 5 4 - 8 5 4 - 8 0 0 1

순서 기    업    명 제     품
식           품

농 축 수 산 물

생  활  용  품

대 표 전 화 주          소
★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80_ 청년의 도전! 열정과 패기로 만들다!

프로젝트 담다
베아르시
㈜소폼
안나홈
아러바웃(r.about)
㈜씨엠
페이브 FAVE
그날의기억 MOTD
디파도(deepado)
피티아이디어
경주시공간
시 우
5Type 스몰비즈니스디자인연구소

드림팩토리
코마
피오드(PODD)
h.project
러프이너프
너나들이
소메이드
청춘기행
나리공방
봄꽃라탄
소확행
나는꽃
안동동화
화애
엔도씨
소소진진
즐겨찾기
그린꿈
미묘
타임키즈
선물마루
방공장
빌리버튼
헤르츠 604(HERTZ 604)
어필링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
도그먼트
오복누리
유스풀제스트
크림오프
플래니멀
　
㈜생존수영교육연구소
스노우파인fc 축구교실
스피치캐슬
㈜유리
상상쏙쏙
잉글리시하우스

주식회사 효광기획
백석이앤아이 ㈜
㈜아리아메디
플레이서스
㈜도깨비
토탈농자재
라씨(LASEE)
버던트㈜

이화코코
미믹

플레이방 월드
엔에스에프
넥스트커버
진우콘텐츠 스튜디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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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비누
비누
목욕제
목욕제
향수류
향수류
향수류
향수류
향수류

체형교정양말
키트
물티슈

리유저블백

전통배냇저고리, 재봉틀 체험버스 운영
대마누비 공예소품

공예소품
비건가죽 백
가죽 클러치백

공예소품
키홀더, 짐가방

라탄 제품
아기화환, 용돈화환

라탄 제품
라탄 제품

공예 체험키트
등공예
무드등
무드등
무드등

건축물만들기 키트
누에고치 체험키트
무드등키트, 마그넷

공룡화산폭발놀이 세트
지도 시리즈
민화키트

일러스트 제품
일러스트 제품

쥬얼리
　

반려동물 사료
반려동물 수제간식
반려동물 영양제
반려동물 영양제
반려동물 수트
반려동물 플랫폼

수영 VR교육
축구교실
스피치교육
AR 컬리링북
미술사 키트
학습곤텐츠

코이텐트(대규모텐트)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방역기기
이동식주택
킥보드

스프링클러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수리 플랫폼

홍보영상, 유튜브
디자인

플레이방 입장권 쿠폰
축산 악취제거

폰케이스 구독 서비스
웹툰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55-1
경북 경산시 대구대로230 글로컬창업문화센터 e동 102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32번길 7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8, 118동 102호(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경북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산학협력관 B101-1호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2407호
경북 구미시 봉곡서로5길 17 1층 페이브
경북 구미시 흥안로 46. 에덴상가2층212-1호
경북 경주시 첨성로55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214
경북 경주시 원효로 134, 1층
경북 경산시 들뫼길 31길 1, 202호
경북 경산시 가마실길50, 405호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62, 2층(당북동)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콘텐츠진흥원 5F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경북 경산시 대학로12길 24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창업보육센터 206호
경북 경주시 북성로 60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319호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86-20 푸르지오1차105동702호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길 51-6
경북 구미시 송정동30-10

경북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9길 3-6번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8길 14-1
경북 안동시 경동로 977-6, 503동 101호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49-2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34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2길 27-6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118, 101동1904호
경북 상주시 이안면 무운로 1359-16
경북 경주시 쪽샘길 6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81-14, 1층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글로벌벤처동 3층
경북 경산시 대학로67길 6,1층 방공장X로미아트스튜디오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5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 24길 3, 현대아파트 상가206호
경북 영주시 지천로50번길 38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합천2길 42
경북 문경시 당교1길 11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79,704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51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01등 509호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17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안동대학교) 지역산학협력관 414호
경북 안동시 법흥동 45-4
경북 안동시 금곡윗4길 12 1층 102호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87
경북 구미시 상모로10길 5-3,1층
경북 상주시 상산로 181

경북 안동시 서경지길 27 1층
경북 영천시 금호읍 남성길 38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63
경북 영천시 운주로 175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44,207-4호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8357
경북 구미시 대학로61, 707호
경북 구미시 대학로61 벤처창업관 216호

경북 김천시 시청2길 30, 금류상가 203호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새마을길 95(C)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오산로 96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03-2
경북 경산시 조영동 579-4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3길 7

0 1 0 -2 7 2 8 -1 0 48  
0 1 0 -7 2 28 - 5 8 32
0 5 4 - 2 6 2 - 7 1 9 3
010-8004-0337
070 -7 9 54 -8061
0 5 3 - 2 4 2 - 2 4 0 7 
0 1 0 -2 3 1 4 - 1 8 6 4
0 10 - 4 4 4 1 - 4 399
0 10 - 667 7- 6633
0 1 0 - 5 1 6 1 -7 0 5 0
0 1 0 - 8 7 0 1 - 1 1 3 6
0 1 0 -2 30 1 -9 6 7 2
0 10 -2705 -4730

054-852-2012, 010-9135-0519
0 1 0 -9 8 3 8 -1 1 3 0
0 10 -3 1 70 -0303
010 -4238 -8287
0 1 0 - 2 7 1 5 - 0 2 1 7
0 1 0 -7 4 5 4 - 1 1 2 6
0 1 0 - 5 5 3 7 - 2 1 7 7
0507-1344-9194
0507-1 346 -1 5 1 2  
0 1 0 -92 8 1 - 6 2 3 7
0 1 0 - 6 5 9 5 -1 0 5 7
0 1 0 -20 5 1 - 5 4 6 7
0 1 0 -2 97 7-9703
0 1 0 - 6 7 3 1 - 0 1 1 1
0 1 0 -20 5 2-92 27
010-5098-3886
0 10 -2679 -2889
0 1 0 -7 2 07- 5 1 5 0
0 1 0 -3 9 1 3 - 6 1 2 3
0 10 -3345 -6498
010 -7 530-6834
010-4080-7 733
0 1 0 - 5 1 3 9 - 5 7 1 9
0 5 4 - 4 5 3 - 4 7 0 0
0 10 -39 5 7- 5 4 4 3

070 -47 7 2- 4763
0 10 -854 4 -5645
0 5 3 - 8 5 4 - 5 0 5 5 
0 5 4 - 3 3 6 - 9 1 8 0
0 10 -4026 -59 5 5
0507-1348-7224

0 5 4 - 8 2 1 - 2 0 0 5
0 1 0 -7 3 69 -20 1 8
0 10 - 8 3 1 4 - 843 5
010-3263-0049
0 1 0 - 6 6 3 4 -1 7 2 3
0 1 0 - 5 9 2 3 -7 1 6 2

070 - 88 1 2 - 8 8 1 2
0 1 0 -7 6 7 0 - 1 3 1 8
1 5 7 7 - 1 7 6 7
0 5 4 - 3 3 5 - 6 7 2 9
0 10 -9 1 69 - 4862
0 5 4 - 7 3 3 - 7 6 7 7
1 5 7 7 - 5 8 2 3
010-6834-8664

010-4079-0018
070-4633-5460

054-858-8255, 010-2823-8855
0 1 0 -7 6 7 0 - 1 3 1 8
0 10 -2923 -30 10
0 1 0 - 8 4 1 9 -1 8 5 6

순서 기    업    명 제     품
생  활  용  품

기  기  설  비

교           육

반  려  동  물

수  공  예

기         타

광         고

대 표 전 화 주          소
★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등록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