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당신께 진심을 담아

퍼밀 2022
한가위
선물 특선집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이맘때면 늘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022년 한가위, 진심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알뜰하고 실속있게
준비했어요. 퍼밀과 함께 건강과 행복, 웃음과 기쁨,
여유와 정다움 가득한 시간을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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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여는 말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고 고생스러운 계절을 지나 한해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을 수 없을 때에는 선물에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수확의 기

농사를 마무리하고 신선처럼 편안해지는 시기. 달리 말하면 일 년 중 가장 풍요로

쁨이 담긴 제철 햇과일과 농산물, 푸른 바다의 활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수산물,

운 때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맘때를 일컬어 속담처럼 전해오는 말이 하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축산물, 오랜 시간 올곧게 지켜온 명인의 손맛, 백

더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약의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전통주, 그리고 맛과 여유를 함께 나누는

기분 좋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파랗게 물든 하늘은 높고, 들판의 곡식은 노

음식까지 먹거리를 통해 진심을 전하고 안녕을 기원하지요. 변함없이 우리를 찾

랗게 익어가는 계절. 이 계절에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아오는 보름달처럼 2022년 퍼밀도, 변하지 않는 퍼밀만의 기준으로 정성을 다해

만나 마음을 나눕니다. 한데 모여 안부를 묻고 햇과일과 햇곡식, 한가위 음식을 먹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당신께. 진심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퍼밀이 준비한 한가

으면서 넉넉한 정을 나누지요. 이런저런 걱정과 시름이 있다 해도 수확의 계절, 풍

위 선물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리고 계절의 풍요가 담긴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

성한 결실을 맺는 이맘때만큼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진심을 전합니다.

세요. 작은 설렘, 웃음과 기쁨, 정다운 여유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6

7

GUIDE

이렇게
주문하세요

주문안내

1. 전화 주문

2. 온라인 주문

카탈로그에 실린 상품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한 뒤 마음에

모바일로 보고 싶다면 우측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꼭 드는 상품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세요. 상품명 옆에 표시된 상품번호 세 자리

퍼밀(permeal.co.kr)의 특별한 한가위 상품들을 모바일로

를 알려주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Step 1. 퍼밀 2022 한가위 선물 특선집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3. 대량 구매 특별 혜택
Step 2.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대량 주문 시 품목별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퍼밀 상담센터(080-855PREMIUM
permeal
QUALITY

201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1호 59,900원

202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2호 45,900원

총 4.5kg, 13과 내외

총 4.5kg, 16과 내외

8120)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단, 대량 구매 할인 혜택과 별도의 할인 쿠폰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Step 3. 상
 담센터로 전화 후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1호’ 또는 ‘201번’이라고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과 구매방법을 친철히 알려드릴 거예요.

퍼밀 상담센터
080-855-8120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품명과 함께 세 자리 상품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편리
하고 즐겁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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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the Best

축산 BEST

107 홍성한우 선물세트 6호 428,000원

103 횡성한우세트 3호 280,000원

총 2.4kg(등심 4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부채살 600g, 업진살 600g), 1++등급, 냉장

총 1.6kg(등심 400g×2, 불고기 400g, 국거리 400g), 1등급, 냉장

126 해비치 LA갈비세트 215,000원

129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900g) 150,000원

LA갈비구이용 4kg, 초이스등급, 미국산, 냉동

90g × 10ea, 국내산

130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650g) 110,000원
90g × 7ea, 국내산

131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900g) 120,000원
90g × 10ea,호주산

113 암소한우세트 2호 255,000원

132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650g) 90,000원

총 1.8kg(등심 600g, 채끝 600g, 특수부위(갈비살or치마살or부채살) 600g), 1등급, 냉장

90g × 7ea, 호주산

10

11

the Best

the Best

농산 BEST

수산 BEST

210 사과, 배,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204 퍼밀 아름드리 혼합세트 49,900원

301 완도산 활전복+랍스터 세트 2호 100,000원

314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5호 220,000원

샤인머스켓 650g 내외, 사과 400g 내외, 배 700g 내외

총 5.3kg, 사과 7과, 배 6과

전복 12~13미(1kg) + 랍스터 600g 1마리

총 1.3kg, 10마리, 1마리 23cm

명인 / 전통주
BEST

242 행복한 감나무 명품 곶감 5호 49,900원

230 생버섯 세트 1호 54,900원

406 명인궁중장 - 왕 130,000원

501 전통주애 선물 3호 42,000원

총 1.2kg, 1개 60g 내외, 18~22입

건노루궁뎅이(1등급) 30g, 생노루궁뎅이(1등급) 300g,

궁중약고추장 200g+궁중덧된장 400g+궁중어육된장 400g

이강주375ml(25%)+대대로홍주375ml(40%)+
회곡안동소주375ml(32%)

생송화버섯(2등급) 4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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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

01

01
한가위 1등 선물

축산
건강한 사료와 깨끗한 환경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까지 생각한 최상급 육류를
퍼밀만의 기준으로 엄선해 진심을 담았습니다
스페셜티푸드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횡성한우
홍성한우
암소한우
무항생제 한우
드라이에이징
남도예담
육포
이베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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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

한가위 1등 선물

명가명품
횡성한우

104 횡성한우세트 4호 185,000원
총 1.6kg(양지국거리 400g, 국거리400g, 불고기 400g×2), 1등급, 냉장

101 횡성한우세트 1호 380,000원
총 1.6kg(등심 400g×4), 1등급, 냉장

PREMIUM
permeal
QUALITY

102 횡성한우세트 2호 390,000원

103 횡성한우세트 3호 280,000원

총 1.6kg(등심 400g×2, 안심 400g, 채끝 400g),
1등급, 냉장

총 1.6kg(등심 400g×2, 불고기 400g, 국거리 400g),
1등급, 냉장

16

105 횡성한우세트 5호 160,000원
총 1.6kg(국거리 400g, 사태장조림400g, 불고기 400g×2), 1등급,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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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

한가위 1등 선물

PREMIUM

친환경, 고품질

permeal
QUALITY

홍성한우

106 홍성한우 선물세트 5호 324,000원

110 홍성한우 선물세트 3호 227,000원

총 2.0kg(등심 4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부채살 400g, 업진살 400g), 1등급, 냉장

총 1.6kg(등심 4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불고기 400g), 1등급, 냉장

107 홍성한우 선물세트 6호 428,000원
총 2.4kg(등심 4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부채살 600g, 업진살 600g), 1++등급, 냉장

1등급 고품질 한우
기운 좋은 산맥과 천수만의 바닷바람, 풍부한 곡식이 자라는 넓은 뜰. 홍성한우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한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한우 생산지로도 유명한
홍성의 1등급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108 홍성한우 선물세트 1호 108,000원

109 홍성한우 선물세트 2호 142,000원

총 1.2kg(등심 400g, 불고기 400g, 국거리 400g),
1등급, 냉장

총 0.8kg(등심 400g, 안심 400g), 1등급, 냉장

111 홍성한우 선물세트 4호 264,000원
총 1.6kg(등심 400g, 안심 400g, 채끝 400g, 부채살 400g), 1등급,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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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

한가위 1등 선물

PREMIUM

고품격 맛과 향

permeal
QUALITY

해비치 암소한우

무항생제 1등급

117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1호
330,000원

고기다 한우

총 1.6kg(등심 400g×4),
무항생제 1등급, 냉장

112 암소한우세트 1호 425,000원

113 암소한우세트 2호 255,000원

총 3.0kg(등심 600g×2, 안심 600g, 채끝 600g,
특수부위(갈비살or치마살or부채살) 600g), 1등급, 냉장

총 1.8kg(등심 600g, 채끝 600g,
특수부위(갈비살or치마살or부채살) 600g), 1등급, 냉장

육향까지 맛있는
암소한우는 소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단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부드럽고 씹을
수록 고소합니다. 60개월령 이하의 1등급
건강한 한우암소를 선별해 숙성의 시간을
거친 뒤 가장 맛있을 때 전합니다.

114 암소한우세트 3호 199,000원

118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2호 350,000원

119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3호 250,000원

총 2.0kg(등심 500g, 채끝 500g, 불고기 500g, 국거리 500g),
1등급, 냉장

총 1.6kg(등심 400g×2, 안심400g, 채끝400g),
무항생제 1등급, 냉장

총 1.6kg(등심 400g×2, 불고기400g, 국거리400g),
무항생제 1등급, 냉장

115 암소한우세트 4호 99,000원

116 암소한우꼬리세트 65,000원

120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4호 175,000원

121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5호 150,000원

총 1.5kg(국거리 500g, 불고기500g, 우둔산적500g),
1등급, 냉장

한우꼬리반골 4.5kg, 냉동

총 1.6kg(양지국거리 400g, 국거리 400g, 불고기 400g×2),
무항생제 1등급, 냉장

총 1.6kg(국거리 400g, 사태장조림 400g, 불고기 400g×2),
무항생제 1등급,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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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

한가위 1등 선물

PREMIUM

육즙의 향연

permeal
QUALITY

122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A세트 185,000원
총 1.45kg, 티본스테이크 650g, 립아이 800g, 국내산, 냉동

127 [남도예담] 토짱한우선물세트 151,000원

129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900g) 150,000원

한우떡갈비 1200g, 토마토장아찌 500g, 냉동

90g × 10ea, 국내산

128 [남도예담] 토짱반반선물세트 121,000원

130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650g) 110,000원

한우떡갈비 600g, 한돈떡갈비 600g, 토마토장아찌 500g, 냉동

90g × 7ea, 국내산

131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900g) 120,000원

123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B세트 175,000원

90g × 10ea,호주산

총 1.3kg, 포터하우스 700g, 채끝등심 600g, 국내산, 냉동

132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650g) 90,000원
90g × 7ea, 호주산

PREMIUM
permeal
QUALITY

124 포터하우스 선물세트 180,000원

126 해비치 LA갈비세트 215,000원

총 1.4kg, 포터하우스 700g×2, 국내산, 냉동

LA갈비구이용 4kg, 초이스등급, 미국산, 냉동

명품 돼지고기

125 티본 선물세트 155,000원
총 1.3kg, 티본스테이크 650g×2, 국내산, 냉동

133 이베리코 베요타 100% 세트 132,000원
목살 500g, 항정살 500g, 안심 500g, 황제살 500g, 스페인산,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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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산

02

02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
몸과 땅은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라야
우리의 몸에 잘 맞다는 뜻인데요
우리 땅에서 정성껏 키운 토종 농산물을
퍼밀만의 기준으로 엄선해 진심을 담았습니다
스페셜티푸드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제철과일
산삼/인삼
버섯
곶감
견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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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과일

208 혼합 과일 세트 100,000원

사과

사과 400g 내외, 배 700g 내외,
샤인머스켓 650g 내외, 망고 400g 내외,
애플망고 400g 내외, 아보카도 220g 내외

배
샤인머스켓

201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1호 59,900원

202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2호 45,900원

총 4.5kg, 13과 내외

총 4.5kg, 16과 내외
PREMIUM
permeal
QUALITY

PREMIUM
permeal
QUALITY

209 망고,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210 사과, 배,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샤인머스켓 650g 내외, 망고 400g 내외, 애플망고 400g 내외

샤인머스켓 650g 내외, 사과 400g 내외, 배 700g 내외

207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3호 49,900원

211 사과,배 세트 59,900원

212 샤인머스켓 명품세트 69,900원

총 7.5kg, 8~10과

사과 400g 내외, 배 700g 내외

총 2kg 내외(2~3수)

203 퍼밀 아름드리 배세트 52,900원

204 퍼밀 아름드리 혼합세트 49,900원

총 6.5kg, 10과 내외

총 5.3kg, 사과 7과, 배 6과

프리미엄 하동배
205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1호 39,900원
총 5kg, 7~8과

206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2호 44,900원
총 7.5kg, 11~13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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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서 자란

PREMIUM

시간이 키운

permeal
QUALITY

산양산삼
유기농 인삼

시간이 키운
상황버섯

지리산 유기농 상황버섯

참송이

222 특품 원형 300g 130,000원

표고버섯
생버섯

223 특품 슬라이스 300g 130,000원
224 특품 원형 250g 110,000원
225 특품 슬라이스 250g 110,000원
226 특품 원형+원형 200g 99,000원
227 특품 원형+슬라이스 200g 99,000원
228 특품 슬라이스 150g 75,900원
229 특품 슬라이스 100g 52,900원

PREMIUM
permeal
QUALITY

생버섯 세트

산양산삼 선물세트

230 생버섯 세트 1호 54,900원

213 산양산삼 5년근 선물세트 5뿌리 55,000원

216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5뿌리 116,000원

건노루궁뎅이(1등급) 30g, 생노루궁뎅이(1등급) 300g,

214 산양산삼 5년근 선물세트 10뿌리 110,000원

217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7뿌리 162,400원

생송화버섯(2등급) 450g

215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3뿌리 70,000원

218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10뿌리 232,000원

231 생버섯 세트 2호 92,900원
생노루궁뎅이(1등급) 400g, 생참송이버섯(2등급) 500g

232 생버섯 세트 3호 129,000원
생참송이버섯(2등급) 700g

233 생버섯 세트 4호 159,000원

하늘이 내린 약초

생노루궁뎅이(1등급) 400g+생송화버섯(1등급)700g+

산양산삼은 산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산삼을 일컫습니다. 장뇌삼과 달리 종자부터 자연

생참송이버섯(1등급) 700g

의 힘으로 키운 약초예요. 비료도 농약도 없이, 오직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 재배하기 때문에 아
주 천천히 느리게 자라지만, 그만큼 귀한 최상급 산삼입니다.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인삼 세트
219 인삼 세트(대) 179,000원
총 750g, 22-25뿌리 내외

28

220 인삼 세트(중) 149,000원

234 프리미엄 참송이 버섯 선물세트 500g 100,000원

유기농 표고버섯 선물세트

총 750g, 40-45뿌리 내외

자연 품은 참송이 버섯 세트

237 세트 1호 백화고 500g 239,000원

221 인삼 세트(소) 129,000원

235 특상품 600g 68,900 원

238 세트 2호 흑화고 500g 99,000원

총 750g, 68-75뿌리 내외

236 특상품 1kg 99,000원

239 세트 3호 동고 500g 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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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서 자란

PREMIUM

자연이 준
행복 열매

permeal
QUALITY

고소하게 채움
견과

곶감

프리미엄 견과세트
253 [실속] 아몬드 세트A 37,900원
254 [실속] 아몬드 세트B 40,900원
255 [실속] 아몬드 세트C 42,900원
256 [실속] 아몬드 세트D 45,900원
257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A 46,900원
258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B 49,900원
259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C 51,900원

행복한 감나무 곶감 세트
240 명품 곶감 1호 129,000원

241 명품 곶감 3호 77,900원

242 명품 곶감 5호 49,900원

총 3kg, 1개 60g 내외, 45~55입

총 1.8kg, 1개 60g 내외, 27~33입

총 1.2kg, 1개 60g 내외, 18~22입

행복한 감나무 반건시 세트

엘 에브리데이 넛츠

에브리데이 넛츠 화이트

260 총 50봉(25봉+25봉) 39,900원

262 총 60봉, 1봉 20g 31,900원

264 총 60봉, 1봉 20g 39,900원

261 총 25봉 24,900원

2박스(30봉+30봉)

2박스(30봉+30봉)

263 총 30봉, 1봉 20g 17,900원

265 총 30봉, 1봉 20g 21,900원

에브리데이 넛츠 오리지날

에브리데이 노블넛츠

266 총 60봉, 1봉 25g 44,900원

268 총 30봉, 1봉 20g 25,900원

269 유기농 프리미엄 견과세트
58,000원

2박스(30봉+30봉)

구운아몬드(39%), 호두(20%),
구운캐슈넛(20%), 브라질너트(20%),
피스타치오(10%), 마카다미아(10%)

오색매일 채움견과

243 반건시 1호 29,900원

245 반건시 4호 47,900원

247 반건시 7호 58,900원

총 800g, 1개 40g 내외, 20입

총 1.4kg, 1개 70g 내외, 20입

총 1.8kg, 1개 60g 내외, 30입

244 반건시 3호 39,900원

246 반건시 5호 44,900원

248 반건시 8호 67,900원

총 1.2kg, 1개 60g 내외, 20입

총 1.2kg, 1개 40g내외, 30입

총 2.1kg, 1개 70g 내외, 30입

상주 곶감 실속 낱개포장
249 간편세트 20입(대) 42,900원
1개당 50g, 낱개 포장

250 간편세트 20입(특대) 46,900원
1개당 60g, 낱개 포장

251 간편세트 30입(대) 59,900원
1개당 50g, 낱개 포장

252 간편세트 30입(특대) 65,900원

267 총 30봉, 1봉 25g 22,900원

1개당 60g, 낱개 포장

30

31

구운 아몬드300g, 캐슈넛 300g,
건포도 300g, 바나나칩180g

03 수산

03

03
바다가 키운

수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청정한 바다
푸른 바다 내음 가득 담긴 제철의 수산물은
우리의 식탁을 금세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각지의 싱싱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퍼밀만의 기준으로 엄선해 진심을 담았습니다
스페셜티푸드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전복
새우
굴비
감태
김/미역
멸치
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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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키운

완도 직송

PREMIUM
permeal
QUALITY

전복

바다의 활력
블랙타이거 새우
전복

[블루바스켓]

301 완도산 활전복+랍스터 세트 2호 100,000원

304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프리미엄 130,000원 활 전복 5미(100g), 블랙타이거 새우 12마리(1.3kg)

전복 12~13미(1kg) + 랍스터 600g 1마리

305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특품 115,000원 활 전복 5미(80g), 블랙타이거 새우 15마리(1.3kg)
306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실속 95,000원 활 전복 5미(65g), 블랙타이거 새우 20마리(1.3kg)

[블루바스켓]

302 완도 활 전복 세트 2호 58,000원

303 완도 활 전복 세트 3호 50,000원

307 블랙타이거 세트 프리미엄 140,000원 총 2kg, 18~20마리, 1마리 105g 내외

총 1kg, 12~13미

총 1kg, 15~16미

308 블랙타이거 세트 특품 115,000원 총 1.7kg, 18~20마리, 1마리 85g 내외
309 블랙타이거 세트 실속 80,000원 총 1.3kg, 20마리, 1마리 65g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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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키운

PREMIUM

영광 법성포

permeal
QUALITY

굴비

[예쁜섬]

310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1호 700,000원
총 1.9kg, 10마리, 1마리 27cm

311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2호 580,000원
총 1.7kg, 10마리, 1마리 26cm

312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3호 380,000원
총 1.6kg, 10마리, 1마리 25cm

[연우굴비]

[연우굴비]

313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4호 280,000원

321 영광 굴비 소오가 79,000원

324 영광 고추장 굴비 65,000원

총 1.5kg, 10마리, 1마리 24cm

총 1kg 내외, 10마리, 1마리 20~21cm 내외

국내산 500g

314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5호 220,000원

322 영광 굴비 중오가 110,000원

총 1.3kg, 10마리, 1마리 23cm

총 1.1kg 내외, 10마리, 1마리 21~22cm 내외

315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6호 168,000원

323 영광 굴비 대오가 140,000원

총 1.2kg, 10마리, 1마리 22cm

총 1.2kg 내외, 10마리, 1마리 22~23cm 내외

316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7호 125,000원
총 1.1kg, 10마리, 1마리 21cm

317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8호 85,000원
총 1kg, 10마리, 1마리 20cm

서산 가로림만
감태

[예쁜섬]

318 예쁜섬 영광보리굴비세트 89,000원
325 바다숲 감태 세트 1호 47,000원

총 10마리, 1마리 29cm, 부세(중국산)

구운감태 4봉+생감태 3봉(쇼핑백 포장)

326 바다숲 감태 세트 2호 60,000원
PREMIUM

구운감태 5봉+생감태 4봉(쇼핑백 포장)

permeal
QUALITY

327 바다숲 감태 세트 3호 100,000원
구운감태 7봉+생감태 7봉(쇼핑백& 보자기포장)

바다가 선물한 초록빛 솜사탕
감태(甘苔)를 풀어쓰면 ‘달콤한 이끼’인데요. 자연산 감태는 깨끗한 청정 갯벌에서만 자라 양식으로
키우기 어렵고, 1년 중 딱 4개월간 손으로만 채취 가능한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달콤쌉쌀한 맛,
[미가굴비]

[미가굴비]

319 모싯잎 찐보리굴비 세트 83,000원

320 영광법성포 고추장굴비 세트 85,000원

총 8팩(내장 제거), 1마리 160g

고추장굴비 200g×3개

36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식감, 진한 바다향이 물씬 담긴 최고급 감태의 특별한 풍미를 선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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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청정해역
김

341 기역이미음 널리브돌김 세트 75,000원

342 기역이미음 일월의돌김 세트 35,000원

널리브 오일 250ml×1병+널리브돌김 반장김 5봉+
널리브돌김 도시락김 10봉

전장 조미김 5매×5봉+전장 무미김 5매×7봉

[순수해작]

[순수해작]

328 김 선물세트 1호 15,000원

331 김 선물세트 4호 20,000원

재래김 45g×16봉 2개

재래전장김×5봉+미역100g×1봉+다시마100g×1봉

329 김 선물세트 2호 15,000원

332 김 선물세트 5호 21,000원

칩스 쯔란 8팩+칩스 어니언 8팩

재래김 20g×10봉

토종 구운 곱창김 20g×3봉+미역100g×1봉+다시마100g1×봉

344 기역이미음 돌김자반 세트 65,000원

330 김 선물세트 3호 17,000원

333 김 선물세트 6호 21,000원

장흥 친환경 재래김 20g×10봉

재래김100매(235g)×1봉+미역100g×1봉+다시마100g×1봉

스틱형 돌김자반 총 3박스 45봉(오리지널 2박스, 쯔란
1박스)+무조미 전장김 1박스(7팩)

343 기역이미음 김칩스 세트 35,000원

독거도
자연산 돌미역

[순수해작]

[순수해작]

334 김 선물세트 7호 35,000원

337 김 선물세트 10호 60,000원

재래전장김 20g×6봉+재래김30g×1캔+구운돌김 30g×1개+
미역100g×1봉+다시마100g×1봉

친환경 재래돌김 100매(350g)×1봉+흑화고120g×2개+
미역100g×1봉+다시마100g×1봉

335 김 선물세트 8호 50,000원

338 김 선물세트 11호 35,000원

재래김30g×2캔+구운돌김 30g×2캔+조미감태 30g×2개

장흥 친환경 재래김 20g×10봉+친환경 재래김 30g×2캔

336 김 선물세트 9호 55,000원

339 김 선물세트 12호 40,000원

재래전장김 20g×6봉+흑화고120g×2개+미역100g×1봉+
다시마100g×1봉

친환경 재래김 30g×6캔

340 김 선물세트 13호 25,000원
토종 구운 곱창김 20g×7봉

38

345 독거도 자연산 돌미역 세트 135,000원 자연산 돌미역 50g×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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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산

바다가 키운

남해 죽방렴

대관령 눈마을

멸치

황태

[해동찬가]

346 죽방렴 멸치 250,000원 죽방멸치 150g×4개

352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1호 45,000원 황태포 특대 10마리
353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2호 55,000원 황태포 특대 5마리+황태채 200g×2개

[해동찬가]

[해동찬가]

347 남해 멸치 세트 1호 30,000원

349 남해 멸치 세트 3호 45,000원

멸치 2종(볶음조림용 280g, 국물용 280g)

멸치/새우 혼합4종(볶음조리용 180g, 국물용180g,
조림용 180g, 홍새우 150g)

348 남해 멸치 세트 2호 37,000원
멸치 3종(볶음조림용 280g, 국물용 280g, 조림용 280g)

[해동찬가]

[해동찬가]

350 남해 멸치 세트 4호 45,000원

351 삼천포 멸치 거금도 미역 세트 45,000원

354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3호 65,000원

355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4호 145,000원

멸치 4종(볶음조림용 180g, 국물용 180g,
조림용 180g, 볶음용180g)

멸치 4종(볶음용 120g, 볶음조림용 100g, 조림용 100g,
국물용 100g) + 거금도 미역 30g×3개

황태포 특대 5마리+
황태가루 100g+황태채 200g×2개

황태포 왕왕특대 8마리+
황태가루 100g+황태채 200g×2개+강원잣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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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명인

04

04
시간이 빚은

명인
오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명인(장인)
섬세한 손맛과 전통을 향한 깊은 마음
정성껏 지켜온 명인의 올곧은 먹거리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퍼밀의 스페셜티푸드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권기옥 명인
전통장/궁중장
옛간
참기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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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명인

시간이 빚은

왕실의 비법
상촌식품

404 상촌전통장 - 지순 60,000원

405 상촌전통장 - 지고 95,000원

된장 500g+찹쌀고추장 500g+청장(조선간장) 300ml

된장 500g+매실고추장 500g+한우볶음고추장 500g+쌈장 500g

PREMIUM
permeal
QUALITY

오직 한 사람, 권기옥 명인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7호. 꼬리말처럼 따라다니는 이
수식어는 왕실의 음식과 오랫동안 이어져온 궁중의 장,
그 비법을 전하는 오직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권기옥 명인의 ‘어육장’은 고기와 생선, 메주를 켜켜이
쌓아 담근 장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진

406 명인궁중장 - 왕 130,000원

407 명인궁중장 - 궁 150,000원

궁중약고추장 200g+궁중덧된장 400g+궁중어육된장 400g

궁중어육된장 450g+궁중약고추장 450g+
궁중어육청장 310ml +궁중진장 310ml

403 상촌전통장 - 난 50,000원

408 명인궁중장 - 주 170,000원

409 명인궁중장 – 황 230,000원

청장(조선간장) 200ml+한우볶음고추장 250g+쌈장
250g+매실청 210ml

궁중어육된장 550g+궁중어육청장 400ml+궁중약고추장 550g

궁중어육된장 550g+궁중덧된장 550g+
궁중약고추장 550g+궁중어육청장 400ml

우리의 전통장이에요. 바다와 육지, 하늘에서 나는 귀한
재료를 듬뿍 넣어 감칠맛 진한 어육장. 이번 한가위 음
식은 간장과 된장 대신 어육장으로 맛을 내보세요.

401 상촌전통장 - 죽 46,000원
한우볶음고추장 500g+쌈장 500g

402 상촌전통장 - 국 46,000원
매실고추장 500g+된장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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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빚은

04 명인

전통 방앗간
옛간

411 옛간 국산 2호 선물세트 83,000원 참기름 250ml+들기름 250ml, 국산

410 옛간 국산 3호 선물세트 118,000원 참기름 250ml+들기름 250ml+볶음참깨 140g×2, 국산

60년 전통, 옛간
1959년부터 2022년까지, 60년째 이어져온 전통 방앗간이 있습니다. 3대가 지켜온 이
방앗간의 이름은 ‘옛간’. 찜누름방식, 깨곡물자연풍제기술, 수막지농법, 수공편제공법
등 옛간만의 철학을 지키면서 오늘도 변함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참기름을 만
드는 곳. 옛말에 참기름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산다고 할 만큼 신뢰가 중요한 식재료
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참기름 향에 담긴 옛간의 정성과 뚝심을 선물해보세요.

412 옛간 선물세트 39,800원 참기름 350ml+들기름 350ml,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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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통주·와인

05

05
풍류를 품은

전통주·와인
서로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한데 모이는 날, 술이 빠질 수 없지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백약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과
풍류가 담긴 퍼밀의 특별한 술로 행복을 선물하세요

전통명주
복순도가 막걸리
우리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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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통주·와인

풍류를 품은

전통 명주

PREMIUM
permeal
QUALITY

전통주애

전통 그대로
복순도가
태평주가

501 전통주애 선물 3호 42,000원
이강주375ml(25%)+대대로홍주375ml(40%)+회곡안동소주375ml(32%)

504 복순도가 손막걸리 선물세트1 41,000원 복순도가 손막걸리 935ml × 3병, 선물포장
505 복순도가 손막걸리 선물세트2 77,000원 복순도가 손막걸리 935ml × 6병, 선물포장

전주이강주, 진도홍주, 회곡안동소주
조선시대 3대 명주인 ‘전주이강주’와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도홍주’,
100% 우리쌀과 전통누룩으로 증류한 ‘회곡안동소주’를 하나의 세트로 즐겨
보세요. 꿀이 들어가 부담 없이 마시기 좋은 이강주, 숙취 없는 약주인 홍주,
목넘김이 부드러운 안동소주가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거예요.

502 전통주애 선물 1호 35,000원

503 전통주애 선물 2호 35,000원

문배주375ml(25%)+이강주375ml(25%)+잔 3개

소곡주360ml(18%)+오메기술375ml(13%)+
솔송주375ml(13%)

50

506 전북 내장산복분자주 선물9호(16%) 26,900원 유리병 360ml×3병+미니병 50ml×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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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통주·와인

풍류를 품은

맛과 멋이 담긴

맛과 멋이 담긴

여포와인

머루와인

507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 90,000원 화이트 750ml+로제 750ml
510 머루와인 머루드서세트 65,000원 머루드서 드라이 750ml+스위트 750ml

508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 50,000원 화이트375ml+로제375ml

품격이 다른 와인
우리술품평회 대상, 한국와인베스트셀렉션 금상,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만찬주 등
수식어도 화려한 대한민국 와인입니다. 귀한 시간을 함께하기에 충분한, 품격 높은
와인을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레드와 화이트의 맛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509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
51,000원
레드 드라이 750ml+
레드 스위트 750ml

52

511 머루와인 머루드서 드라이세트 35,000원 머루드서 드라이 750ml
512 머루와인 머루드서 스위트세트 30,000원 머루드서 스위트 7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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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건강·간식·요리

06

06
맛과 여유를 나누는

건강·간식·요리
마음이 이어지는 시간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대화
따스한 온기가 먹거리를 통해 전해집니다
정직한 맛과 향, 맛있는 즐거움
건강한 기쁨, 모든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라는 소중함’을 퍼밀이 당신께 드립니다

비타민
떡/어묵
장류/산나물
천연벌꿀
천일염
토종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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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건강·간식·요리

맛과 여유를 나누는

건강

간식

비타민

망개떡
삼진어묵
도담

[부림떡전문점]

[삼진어묵]

604 의령 망개떡 60입 51,900원

607 이금복명품세트 58,000원

망개떡 60입(10개입×6팩), 선물포장(종이상자+쇼핑백)

망개떡 40입(10개입×4팩), 선물포장(종이상자+쇼핑백)

한가족모듬어묵(248g×2), 깐깐한 버섯어묵 120g, 깐깐한
야채말이어묵 120g, 어부의바 80g(야채맛, 오징어맛, 통새우맛,
매운맛), 어간장소스, 와사비맛 딥소스, 어묵탕스프 멸치맛,
건더기스프

606 의령 망개떡 20입 21,900원

608 프리미엄선물세트 48,000원

망개떡 20입(10개입×2팩), 선물포장(종이상자+쇼핑백)

한가족모듬어묵(248g×2), 해물찌짐이190g, 매생이어묵240g,
핫땡초말이160g, 깐깐한감자볼 75g, 깐깐한크림치즈볼(75g×2),
와사비맛 딥소스, 어묵탕스프 멸치맛, 건더기스프

605 의령 망개떡 40입 36,900원
601 솔가 비타민D 2200선물세트 34,000원 50캡슐×2병, 쇼핑백

도담
SBS 생활의 달인이 인정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
는 도담떡집 이북식 인절미 선물세트입니다. 이
북식 인절미는 국내산 찹쌀을 돌절구에 쪄 내어
더욱 쫀득하고, 껍질을 제거한 거피 팥으로 부드
럽고 고소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손으로 한 움큼
잡아 꼭 쥐어 내어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다과 선물세트입니다.

602 솔가 종합건강세트 31,000원

603 솔가 종합비타민세트 31,000원

[도담]

네이처바이트 종합비타민+오메가3, 각 30일분, 쇼핑백

네이처바이트 종합비타민 30정×2병, 쇼핑백

609 이북식 인절미 선물세트 63,900원
50개입, 국내산 찹쌀, 보자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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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건강·간식·요리

맛과 여유를 나누는

요리

요리

피아골미선씨

자연건조 천일염

610 프리미엄 선물세트 1호 40,000원

국산 참기름

고로쇠된장 250g, 찹쌀고추장 250g,
매실만능쌈장 250g, 옻칠수저

토종쌀

611 프리미엄 선물세트 2호 49,000원
고로쇠된장 340g, 찹쌀고추장 340g,
매실만능쌈장 340g, 옻칠수저

612 프리미엄 선물세트 3호 64,000원
고로쇠된장 250g, 찹쌀고추장 250g,
매실만능쌈장 250g, 고로쇠간장 300ml

613 프리미엄 선물세트 4호 67,000원
고로쇠된장 250g, 찹쌀고추장 250g, 아카시아꿀 300g,
야생화(잡화)꿀 300g, 밤꿀 300g

614 프리미엄 선물세트 5호 76,000원
고로쇠된장 250g, 찹쌀고추장 250g,
매실만능쌈장 250g, 아카시아꿀 300g,
야생화(잡화)꿀 300g, 밤꿀 300g

615 프리미엄 선물세트 6호 51,000원
고로쇠된장 500g, 찹쌀고추장 500g,
매실만능쌈장 230g, 옻칠수저

616 프리미엄 선물세트 7호 57,000원
고로쇠된장 500g, 찹쌀고추장 500g,
매실만능쌈장 500g

617 프리미엄 선물세트 8호 68,000원
고로쇠된장 500g, 찹쌀고추장 500g, 고로쇠간장 300ml

618 프리미엄 선물세트 9호 70,000원
고로쇠된장 500g, 찹쌀고추장 500g, 고로쇠간장
300ml, 옻칠수저

619 프리미엄 선물세트 10호 83,000원
고로쇠된장 500g, 찹쌀고추장 500g, 매실만능쌈장
500g, 고로쇠간장 300ml

[소금이오는소리]

622 5년 자연건조 천일염 프리미엄 선물세트 55,000원 굵은입자 480g, 고운입자 480g+소금 그라인더
623 3년 자연건조 천일염 선물세트 특1호 45,000원 흑마늘, 표고, 퓨어솔트 각 500g
624 3년 자연건조 천일염 선물세트 특2호 35,000원 생강솔트 500g, 표고솔트 500g, 퓨어솔트 140g

620 프리미엄 지리산
천연벌꿀3종 선물세트 54,000원
아카시아꿀 300g, 야생화(잡화)꿀 300g,
밤꿀 300g, 허니디퍼(꿀뜨개)

621 지리산나물 6종 선물세트 40,000원
건고사리 30g, 건쑥부쟁이 30g, 건취나물 30g,
건토란대 30g, 건아주까리 30g(아주까리 재고 소진 시
건부지깽이로 대체될 수 있음), 건표고버섯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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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미소]

[로투스 코리아]

625 토종쌀 선물세트 69,900원

626 화가의 텃밭 기름 선물세트 47,900원

진공 토종쌀 500gx4종+식탁매트

참기름180ml+볶음참깨95g+참기름180ml, 국산

59

INDEX

가격대별 상품안내

가격대별 상품안내
5만원 미만

328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1호

15,000원

244 행복한감나무 반건시3호

39,900원

329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2호

15,000원

260 오색매일 채움견과 50봉

39,900원

330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3호

17,000원

264 에브리데이 넛츠 화이트 60봉

263 엘 에브리데이 넛츠 30봉

17,900원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4호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03 완도 활 전복 세트 3호

50,000원

248 행복한감나무 반건시 8호

67,900원

335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8호

50,000원

617

68,000원

39,900원

403 상촌전통장 - 난

50,000원

235 자연 품은 참송이 버섯 세트 600g

68,900원

339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12호

40,000원

508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2

50,000원

239 유기농 표고버섯 세트 3호

69,000원

20,000원

610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1호

40,000원

509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3

51,000원

209 망고, 애플망고,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332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5호

21,000원

621 [피아골미선씨] 지리산나물 6종 선물세트

40,000원

615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6호

51,000원

210 사과, 배,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333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5호

21,000원

254 [실속] 아몬드 세트B

40,900원

259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C

51,900원

212

69,900원

265 에브리데이 넛츠 화이트 30봉

21,900원

504 복순도가 손막걸리 선물세트1

41,000원

604 의령 망개떡 60입

51,900원

625 토종쌀 선물세트

69,900원

606 의령 망개떡 20입

21,900원

501 전통주애 선물 3호

42,000원

203 퍼밀 아름드리 배세트

52,900원

215

70,000원

267 에브리데이 넛츠 오리지날 30봉

22,900원

249 상주 곶감 실속 낱개포장 20입(대)

42,900원

229 유기농 상황버섯특품 슬라이스 100g

52,900원

618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9호

70,000원

261

24,900원

255 [실속] 아몬드 세트C

42,900원

620 [피아골미선씨]지리산 천연벌꿀3종 선물세트

54,000원

341 기역이미음 널리브돌김 세트

75,000원

340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13호

25,000원

206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2호

44,900원

230 생버섯 세트 1호

54,900원

228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슬라이스 150g

75,900원

268 에브리데이 노블넛츠

25,900원

246 행복한감나무 반건시 5호

44,900원

213

55,000원

614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5호

76,000원

506 전북 내장산복분자주 선물9호(16%)

26,900원

266 에브리데이 넛츠 오리지날 60봉

44,900원

336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9호

55,000원

505 복순도가 손막걸리 선물세트2

77,000원

243 행복한감나무 반건시 1호

29,900원

349 남해 멸치 세트 3호

45,000원

353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 2호

55,000원

241 행복한감나무 명품곶감 3호

77,900원

347 남해 멸치 세트 1호

30,000원

350 남해 멸치 세트 4호

45,000원

622 5년 자연건조 천일염 프리미엄 선물세트

55,000원

321

79,000원

512

30,000원

351

45,000원

616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7호

57,000원

309 블랙타이거 세트 실속

80,000원

602 솔가 종합비타민세트

31,000원

352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 1호

45,000원

269 유기농 프리미엄 견과세트

58,000원

319 모싯잎 찐보리굴비 세트

83,000원

603 솔가 종합건강세트

31,000원

623 3년 자연건조 천일염 선물세트 특1호

45,000원

302 완도 활 전복 세트 2호

58,000원

411

옛간 국산 2호 선물세트

83,000원

262 엘 에브리데이 넛츠 60봉

31,900원

202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2호

45,900원

607 삼진어묵 이금복명품세트

58,000원

619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10호

83,000원

601 솔가 비타민D 2200 선물세트

34,000원

256 [실속] 아몬드 세트D

45,900원

247 행복한감나무 반건시 7호

58,900원

317

85,000원

334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7호

35,000원

401 상촌전통장 - 죽

46,000원

201 퍼밀 아름드리 사과세트 1호

59,900원

320 영광법성포 고추장굴비 세트

85,000원

338 [순수해작] 김 선물세트 11호

35,000원

402 상촌전통장 - 국

46,000원

211

사과, 배 세트

59,900원

318 예쁜섬 영광보리굴비세트

89,000원

342 기역이미음 일월의돌김 세트

35,000원

250 상주 곶감 실속 낱개포장 20입(특대)

46,900원

251

상주 곶감 실속 낱개포장 30입(대)

59,900원

507 청와대 만찬주 여포의꿈 선물세트1

90,000원

343 기역이미음 김칩스 세트

35,000원

257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A

46,900원

326 바다숲 감태 세트 2호

60,000원

132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

90,000원

502 전통주애 선물 1호

35,000원

325 바다숲 감태 세트 1호

47,000원

337 [순수해작]김 선물세트 10호

60,000원

231

생버섯 세트 2호

92,900원

503 전통주애 선물 2호

35,000원

245 행복한감나무 반건시 4호

47,900원

404 상촌전통장 - 지순

60,000원

306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실속

95,000원

511

머루와인 머루드서 드라이세트

35,000원

626 화가의 텃밭 기름 선물세트

47,900원

609 이북식 인절미 선물세트

63,900원

405 상촌전통장 - 지고

95,000원

624 3년 자연건조 천일염 선물세트 특2호

35,000원

608 삼진어묵 프리미엄선물세트

48,000원

612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3호

64,000원

115

99,000원

605 의령 망개떡 40입

36,900원

611

49,000원

116

65,000원

226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원형+원형 200g

99,000원

348 남해 멸치 세트 2호

37,000원

204 퍼밀 아름드리 혼합세트

49,900원

324 영광 고추장 굴비

65,000원

227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원형+슬라이스 200g

99,000원

253 [실속] 아몬드 세트A

37,900원

207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3호

49,900원

344 기역이미음 돌김자반 세트

65,000원

236 참송이 버섯 명절 선물세트 1kg

99,000원

412 옛간 선물세트

39,800원

242 행복한감나무 명품곶감 5호

49,900원

354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 3호

65,000원

238 유기농 표고버섯 세트 2호

99,000원

205 하동 GAP인증 프리미엄 배 세트 1호

39,900원

258 [프리미엄] 마카다미아 세트B

49,900원

510 머루와인 머루드서세트

65,000원

208 혼합 과일 세트

100,000원

252 상주 곶감 실속 낱개포장 30입(특대)

65,900원

234 프리미엄 참송이 버섯 선물세트

100,000원

613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4호

67,000원

331

오색매일 채움견과 25봉

머루와인 머루드서 스위트세트

60

삼천포 멸치 거금도 미역 세트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2호

산양산삼 5년근 선물세트 5뿌리

[해비치] 암소한우꼬리세트

61

[피아골미선씨] 선물세트 8호

샤인머스켓 명품세트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3뿌리

영광 굴비 소오가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8호

암소한우세트 4호

INDEX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1 완도산 활전복+랍스터 세트 2호

100,000원

345 독거도 자연산 돌미역 세트

135,000원

327 바다숲 감태 세트 3호

100,000원

307 블랙타이거 세트 프리미엄

140,000원

108 홍성한우 선물세트 1호

108,000원

323 영광 굴비 대오가

140,000원

130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2호

110,000원

109 홍성한우 선물세트 2호

142,000원

214 산양산삼 5년근 선물세트 10뿌리

110,000원

355 대관령 눈마을 황태 세트4호

145,000원

224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원형 250g

110,000원

220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인삼 세트(중)

149,000원

225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슬라이스 250g

110,000원

129 국내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

150,000원

322 영광 굴비 중오가

110,000원

121

150,000원

305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특품

115,000원

407 명인궁중장 - 궁

150,000원

308 블랙타이거 세트 특품

115,000원

127

[남도예담] 토짱한우선물세트

151,000원

216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5뿌리

116,000원

125

티본 선물세트

155,000원

410 옛간 국산 3호 선물세트

118,000원

233 생버섯 세트 4호

159,000원

131

120,000원

105 횡성한우세트 5호

160,000원

128 [남도예담] 토짱반반선물세트

121,000원

217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7뿌리

162,400원

316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7호

125,000원

315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6호

168,000원

221

129,000원

408 명인궁중장 - 주

170,000원

232 생버섯 세트 3호

129,000원

120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4호

175,000원

240 행복한감나무 명품곶감 1호

129,000원

123

175,000원

222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원형 300g

130,000원

219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인삼 세트(대)

179,000원

223 유기농 상황버섯 특품 슬라이스 300g

130,000원

124 포터하우스 선물세트

180,000원

304 블랙타이거 전복 세트 프리미엄

130,000원

104 횡성한우세트 4호

185,000원

406 명인궁중장 - 왕

130,000원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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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원

133

132,000원

114

암소한우세트 3호

199,000원

126 LA갈비세트

215,000원

313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4호

280,000원

314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5호

220,000원

106 홍성한우 선물세트 5호

324,000원

110

227,000원

117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1호

330,000원

409 명인궁중장 - 황

230,000원

118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2호

350,000원

218 산양산삼 7년근 선물세트 10뿌리

232,000원

101

횡성한우세트 1호

380,000원

237 유기농 표고버섯 세트 1호

239,000원

312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3호

380,000원

119

250,000원

102 횡성한우세트 2호

390,000원

346 죽방렴 멸치 세트

250,000원

112

암소한우세트 1호

425,000원

113

암소한우세트 2호

255,000원

107 홍성한우 선물세트 6호

428,000원

111

홍성한우 선물세트 4호

264,000원

311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2호

580,000원

280,000원

310 예쁜섬 영광굴비세트 1호

700,000원

호주산 쇠고기 육포세트 1호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인삼 세트(소)

이베리코 베요타 100% 세트

홍성한우 선물세트 3호

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3호

103 횡성한우세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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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명품 한우세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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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밀 상담센터

080-855-812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품명과 함께 세 자리 상품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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