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t Better,
Live Better,
Feel Better.





소중한 자연을 담은 친환경 기업 초록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
������������
����������

우리 초록들은 "소중한 자연을 담는 친환경 기업" 으로 언제나 고객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과 윤리성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창업 이후 우리 초록들 전 직원은 고객에게 믿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정직하게 안전하게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 전처

리 농산물 식약청 HACCP(2007년 9월)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절임류, 농산물조림류 HACCP지정을 받는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초록들은 식품안전이 절대 보장된 최상의 품질을 고객에게 공급

하겠으며 전처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늘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 초록들 대표이사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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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들은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

로 차별화된 원료 구매와 더불어 위생적이

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처리 농산물

을 신선하게 제공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인증된 것만 

선별 취급하고, 자체 품질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하여 품질기준에 만족한 상품만을 입고 합

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초록들은 자체품질 관리 기준에 의해 정기적

으로 제품을 분석합니다. 자체적으로 위해요

소를 평가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정

성을 보장합니다. 항상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

의 만족과 감동을 위한 품질 개선에 더욱 힘쓰

겠습니다.

초록들 상품(일부 품목 제외)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였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신선하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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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절임식품)

ISO22000:2018 인증서ISO22000:2018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프리스타기업 지정서

HACCP (천연향신료) HACCP (조림류)HACCP (기타농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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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관리시스템 자체개발/개통

▶ISO9001인증 획득

▶초록들 상표등록

▶초록들 전국지사 개설(16개지사)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에 나물류 포장제품 납품

▶초록들 설립

▶초록들 상호사용 제품출시 및 공장준공

▶신사옥 준공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GAP우수농산물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46개지사로 확대

▶제2공장 준공

▶국내 최초 나물류 HACCP지정(식약청)

▶특허청 깐마늘포장방법 특허인증

▶제1공장 ISO22000 인증

▶제2공장 ISO22000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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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고추다대기) 특허증(고추지양념무침_도라지)

특허증(생깻잎무침_도라지)

특허증(고추지양념무침_오미자)

특허증(생깻잎무침_오미자) 특허증(깐마늘포장방법) 상표등록증(행복찬미)

특허증(도라지발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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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초록샵 오픈

▶나물브랜드 초록채 상표등록

▶반찬브랜드 행복찬미 출시

▶농식품원산지표시우수업체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공장 반찬 절임류/농산물조림류 

   HACCP지정(식약청)

▶제1공장 친환경 취급자 인증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구시 북구 안심먹을거리 품질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대구시 프리스타기업 선정

▶미국 첫 수출 개시(2019~)

▶호주 수출 개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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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반
찬
류



고추간장절임

마늘쫑간장절임

무말랭이간장절임

곤드레간장절임

명이나물간장절임

생깻잎간장절임

마늘간장절임

무간장절임

양파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고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상처가 없고 광택이 나는 고추를 엄선해
짜지 않고 감칠맛 나는 특제 간장소스로 
숙성시킴

주원료|원산지 : 마늘쫑(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5~6월 제철에 수확한 신선한 마늘쫑에 
특제 양념간장에 2개월이상 숙성시킴

주원료|원산지 : 무말랭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선선한 바람에 잘 마른 무말랭이의 꼬들
한 식감과 간장소스의 감칠맛

주원료|원산지 : 곤드레(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강원도 영월 산지에서 공급받은 신선한 
곤드레를 절여 곤드레의 풍부한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음

주원료|원산지 : 명이나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를 도와 육류와 궁합
이 잘 맞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

주원료|원산지 : 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신선한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초록들
만의 달콤 짭조름한 간장소스에 숙성시킴

주원료|원산지 : 생깻잎(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생깻잎을 꼼꼼히 손질한 후 짜지 않은 특제 
간장소스에 숙성시켜 깻잎의 향긋함과 식감
이 그대로

주원료|원산지 : 마늘(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양념간장에 배합하여 장기간 저온숙성한 
마늘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양파(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껍질이 단단하면서 윤기가 나고 속이 선
명한 양파를 골라 뜨거운 초록들 특제소
스를 부어 숙성함

반찬류 유통기한 : 각 표시사항 참고

보관방법 : 냉장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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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찬
류



죽순간장절임

브로콜리순간장절임

오이지

청양고추간장절임

오이간장절임

김간장절임 셀러리초절임

참외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죽순(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약간 단단한 국산 죽
순만을 엄선해 데친 후 간장, 식초 등을 
넣은 달임장에 숙성함

주원료|원산지 : 브로콜리순(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각종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는 브로콜리순을 바로 절여 풍부한 영
양이 그대로 담겨 있음

주원료|원산지 : 오이(국산), 천일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씨가 생기기 전 연한 오이를 사용해 국산 
천일염으로 절인 국산 오이지

주원료|원산지 : 청양고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알싸한 맛이 일품, 새콤하고 아삭한 식감
의 청양고추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오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간장, 식초, 설탕 등으로 맛이 잘 스며든 오이
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국민반찬 김을 초록들의 
배합간장에 절인 김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셀러리(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
아삭아삭 독특한 향이 좋은 국산 셀러리
초절임

주원료|원산지 : 참외(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국내산(성주) 참외를 사용해 껍질 채 여러
번 세척한 후 무르기 쉬운 속 부분을 일
일이 제거한 참외간장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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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송이간장절임

주원료|원산지 : 새송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새송이 특유의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다
른 반찬들과 곁들여 먹기 좋은 새송이간
장절임

반
찬
류



매실생깻잎무침

신선한 재료만 엄선하여 정직하게 만듭니다  |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당근, 양파, 새우젓 국산

매실오이지양념무침

매실고추지된장무침

고들빼기지무침

매실깻잎지된장무침

매실고추지양념무침 

매실가죽고추장장아찌

매실깻잎지양념무침

매실마늘쫑지고추장무침

주원료|원산지 : 생깻잎(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매실액으로 버무린 건강 양념소스를 발
라 완성. 신선하고 향긋한 생깻잎의 맛과 
향이 그대로!

주원료|원산지 : 오이(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오이지에 염기를 뺀 후 특제 양념소스로 
버무림

주원료|원산지 : 고추(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아삭한 고추와 구수한 된장의 만남. 짭조
름한 감칠맛의 고추지된장무침

주원료|원산지 : 고들빼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영양이 풍부한 고들빼기에 맛깔스러운 
무침 양념

주원료|원산지 : 깻잎(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소금에 알맞게 절여진 깻잎지에 특제된
장소스로 버무림

주원료|원산지 : 고추(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소금에 알맞게 절여진 고추지를 매콤달
콤한 특제양념에 무침

주원료|원산지 : 가죽나무어린잎(국

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고들고들하게 말린 가죽나물을 특제 고
추장 소스에 버무려 완성한 반찬

주원료|원산지 : 깻잎(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소금에 알맞게 절여진 깻잎지에 특제 양
념소스의 조합

주원료|원산지 : 마늘쫑(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개월까지
특별한 고추장양념으로 매콤달콤 아삭한 
마늘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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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찬
류



매실무말랭이무침

땅콩조림

매실더덕무침

흰콩조림 검은콩흰콩조림

검은콩조림

주원료|원산지 : 무말랭이(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바람이 들지 않은 무말랭이로 꼬들꼬들한 
식감과 자연스러운 감칠맛

주원료|원산지 : 땅콩(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살이 찬 땅콩만을 엄선해 특제양념에 조
린 반찬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인 채썬 우엉
채조림

주원료|원산지 : 더덕(국산), 매실(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향긋하고 쌉쌀한 국내산 더덕을 매실액, 
고추장으로 맛있게 무침

주원료|원산지 : 흰콩(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간장, 물엿 등의 재료들과 함께 조린 제
품. 검은콩에 비해 알이 작고 단단하며 고
소한 맛이 특징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특제 간장소스에 조린 아삭아삭하고 풍부
한 섬유질 우엉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아삭한 식감과 달큰한 맛의 풍부한 섬유
질 연근조림

주원료|원산지 : 검은콩(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검은콩을 부드럽게 불린 후 특제간장소스
로 달콤짭조름하게 조림

주원료|원산지 : 검은콩(국산), 흰콩(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0일까지
알이 굵고 속이 찬 검은콩과 흰콩을 골라
내어 깨끗이 세척한후 간장, 물엿 등의 재
료들과 함께 조린 제품

Product Line UP | Eat Better, Live Better, Feel Better

우엉채조림 우엉조림 연근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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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줄기볶음 멸치양념조림 새우볶음

진미오징어볶음(간장) 진미오징어볶음(양념)고사리볶음 취나물볶음 도라지볶음

주원료|원산지 : 고사리(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사리에 참기름으
로 볶은 고소한 고사리볶음

주원료|원산지 : 취나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구수하면서 특유한 향취가 매력적인 취
나물볶음. 볶은 후 순하게 간을 해 밥에 
비벼먹기 좋음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국내산 도라지의 진하고 풍부한 맛이 그
대로!!

시래기볶음 고추다대기 청양고추다대기

주원료|원산지 : 시래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구수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감칠맛나는 시
래기볶음

주원료|원산지 : 미역줄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비린맛을 잡아내고 오독오독 식감이 살
아있는 미역줄기볶음

주원료|원산지 : 고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맛있는 매콤함 고추다대기로 밥 한 그릇 뚝
딱! 기분 좋은 매운맛이 입안에 가득

주원료|원산지 : 멸치(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짜지 않고 손질 잘 된 멸치를 골라 특제 
고추장 양념에 볶은 반찬

주원료|원산지 : 청양고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4일까지
칼칼하고 맵싸한 맛이 땡길 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청양고추다대기

주원료|원산지 : 건새우(중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삭하고 손질 잘 된 새우를 한 번 더 깨
끗이 손질한 후 정해진 비율에 맞게 만든 
소스에 넣어 볶은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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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오징어볶음(간장)지리멸치견과류조림

피데기오징어조림

진미오징어볶음(간장)

소고기장조림 돼지고기장조림

쥐포마늘간장볶음

주원료|원산지 : 오징어(칠레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딱딱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조리해 순한 
간장소스로 맛을 더한 반찬

주원료|원산지 : 잔멸치(국산),호박씨(중

국산),해바라기씨(중국산),호두(미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칼슘이 풍부한 멸치에 각종 견과류를 넣
고 바싹하게 볶아낸 반찬

주원료|원산지 : 오징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반건조 오징어인 피데기를 물에 불린 후 
특제소스로 알맞게 졸인 피데기 오징어 
쫄깃하고 달콤짭조름한 반찬

주원료|원산지 : 오징어(칠레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양념을 먼저 끓인 후 그 안에 오징어실채
를 넣어 고루고루 양념이 배이게 볶아주
면 완성되는 반찬

주원료|원산지 : 오징어(페루)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맵지 않은 순한 맛으로 어린 아이들이 먹
기에도 좋으며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반찬

주원료|원산지 : 소고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홍두깨살 결을 따라 찢어 양념이 골고루
베이도록 조린 소고기장조림

주원료|원산지 : 돼지고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돼지안심을 선별해 결을 따라 찢어 부드
러운 식감

주원료|원산지 : 쥐치살(베트남산), 마늘

(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달콤짭잘한 특제소스와 마늘로 감칠맛을 
낸 쥐포마늘간장볶음

주원료|원산지 : 오징어(페루)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60일까지
진미오징어를 잘 불려서 일정비율로 혼합
된 양념장과 같이 볶아 매콤함과 고소한 
반찬

오징어실채볶음(간장) 오징어실채볶음(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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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오징어볶음(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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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알장조림

낙지볶음

배추된장국

김가루무침

추어탕

맑은한우소고기무국

도라지오이무침

한우육개장

감자탕

주원료|원산지 : 메추리알(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특제소스로 조리하여 달콤짭잘한 메추리
알장조림

주원료|원산지 : 낙지(베트남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일까지
탱글탱글한 낙지에 각종 국내산 채소를 
듬뿍 넣고 볶음

주원료|원산지 : 삶은배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멸치육수에 구수한 된장을 푹 끓인 배추
의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

주원료|원산지 : 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간편하게 밥에 비벼 먹거나 주먹밥으로 
만들어 아이들 간식용 또는 도시락으로 
먹기 좋음

주원료|원산지 : 미꾸라지(국산), 삶은배추(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내산 미꾸라지를 푹 삶은 후 걸러내 깔끔
한 추어탕

주원료|원산지 : 무(국산), 소고기(한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거리 한우소고기와 무,대파,숙주를 넣
고 맛있게 끓여낸 국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오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향긋하고 쌉살한 국내산 도라지에 아삭
한 식감을 가진 국내산 오이를 맛있게 무
친 도라지오이무침

주원료|원산지 : 데친토란줄기(국산), 데
친고사리(국산), 쇠고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산 원료들을 넣어 얼큰한 한우육개장

주원료|원산지 : 돼지등뼈(국산), 감자
(국산), 우거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내산 돼지 등뼈와 생우거지를 충분히 
넣고 펄펄 끓여낸 전통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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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큰한우소고기무국

소고기미역국

부추김치

돼지고기김치찜

양배추김치

파김치 깍두기 

들깨감자국

오이소박이

주원료|원산지 : 무(국산), 소고기(한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거리 한우소고기와 무,대파,숙주를 넣
고 맛있게 끓여낸 국, 숙주를 넣어 개운하
고 얼큰한 맛

주원료|원산지 : 미역(국산), 소고기(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일까지
신선한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과 믿고 먹
을수 있는 국내산 한우를 사용하여 담백
하고 순한 맛 

주원료|원산지 : 부추(국산), 고춧가루(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부추에 국내산 고춧가루, 매실액기스 등
으로 살살 버무려 부추의 향긋함은 살리
고 알싸한 맛을 더함

주원료|원산지 : 돼지고기(국산), 배추김치

(절임배추(국산),고춧가루(국산),소금(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듬성듬성 썰어 
고기의 식감은 살려 조리함

주원료|원산지 : 양배추(국산), 고춧가

루(국산), 천일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겉잎이 깨끗하고 속이 단단하게 꽉찬 양
배추를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함

주원료|원산지 : 파(국산), 고춧가루(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신선한 국내산 쪽파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매실액기스로 정성껏 버무려 경상도식 양
념소스를 더해 감칠맛 나는 파김치

주원료|원산지 : 무(국산), 고춧가루(국

산), 소금(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국내산 무를 네모나게 깍뚝 썰어 담근 아
삭아삭한 식감이 좋은 깍두기

주원료|원산지 : 감자(국산), 들깨가루(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국내산 100%로 더욱 고소한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끓여낸 들깨감자국

주원료|원산지 : 오이(국산),  부추(국

산), 고춧가루(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매콤한 양념에 향긋한 부추가 버무려진 
소가 담긴 오이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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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지

열무물김치

도라지구이

배추김치

더덕구이

두부전

알타리무김치

황태구이

황태강정

주원료|원산지 : 무(국산), 소금(국산), 

고춧가루(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깨끗히 손질한 무에 국내산 고춧가루, 천
일염, 새우젓 등으로 양념하여 아삭한 식
감의 석박지 

주원료|원산지 : 열무(국산), 단배추(국산), 

소금(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열무의 아삭한 식감과 국내산 재료들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열무물김치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특유의 떨떠름한 맛은 없애고 아삭한 식
감이 살아있음. 매콤한 양념소스로 맛있
게 구움

주원료|원산지 : 절임배추[(배추(국산),소

금(국산)], 고춧가루(국산), 천일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100% 국내산 배추와 천일염을 사용해 
절인 후, 멸치육젓을 첨가해 감칠맛을 더함

주원료|원산지 : 더덕(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산지에서 정성으로 키워낸 양질의 국내
산 더덕을 선별하고 사용해 맛과 식감이 
살아있음

주원료|원산지 : 두부(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일까지
콩으로 만든 두부를 밀가루 없이 노릇노
릇하게 구워낸 반찬. 아이들의 건강 간
식, 반찬거리로도 좋음

주원료|원산지 : 알타리무(국산), 고춧

가루(국산), 천일염(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알이 굵은 국내산 알타리무를 천일염으로 
잘 절여 경상도식 젓갈양념으로 맛을 낸 김치

주원료|원산지 : 황태(러시아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황태를 장시간 불린 후 잔가시와 꼬리, 
지느러미를 정성껏 손질해 특제소스로 
매콤하게 양념한 황태구이

주원료|원산지 : 황태(러시아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손질한 황태를 바삭하게 튀겨 아이들 간
식, 술안주로도 좋은 달달한 강정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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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재료만 엄선하여 정직하게 만듭니다  |  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당근, 양파, 새우젓 국산반
찬
류



명태껍질강정

코다리양념강정

고추부각강정

코다리간장강정

낙지젓

우엉강정

감자샐러드

주원료|원산지 : 명태껍질(러시아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명태껍질을 바삭하게 튀겨낸 후 매콤달
콤한 양념에 버무려 고소한 맛과 함께 식
감을 살린 명태껍질강정

주원료|원산지 : 코다리(러시아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코다리에 특제
양념을 넣어 입맛을 돋우는 코다리양념
강정

주원료|원산지 : 고추부각(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한입에 먹기 좋은 애기고추를 가볍게 튀겨
내 고추의 알싸한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림

주원료|원산지 : 코다리(러시아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달콤짭쪼름한 특제양념에 청양고추를 살
짝 곁들여 김칠맛을 살린 코다리간장강정

주원료|원산지 : 낙지(중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0일까지
신선하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낙지를 염
장, 숙성 시킨 후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
어 양념을 듬뿍넣고 버무려 완성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국내산 우엉을 바삭하게 튀겨낸 후 특제 
간장소스로 달큰하고 짭쪼름한 건강간식

주원료|원산지 : 감자(국산), 오이(국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일까지
감자를 삶아 으깬 후 여러 채소들과 섞어 
식감을 살리고 감자의 부드러움과 고소
한 마요네즈를 더한 감자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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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ne UP | Eat Better, Live Better, Feel Better
반
찬
류



야채육수, 맛김치, 찌개용 돼지고기, 
양파, 대파, 청양고추, 찌개소스, 
다진마늘, 미림, 참기름, 후추

초록들 행복한 부대찌개

초록들 행복한 부대찌개 초록들 행복한 모둠쫄볶이 초록들 행복한 김치찌개

초록들 행복한 모둠쫄볶이 초록들 행복한 김치찌개

떡볶이떡, 김말이3, 납작만두5, 
납작어묵2, 쫄면, 양배추, 대파, 
삶은계란, 소스, 식용유

모둠햄, 다진돼지고기, 찌개소스, 
다진김치, 대파, 양파, 라면사리, 
다진마늘, 흰강낭콩, 치즈

국내산 돼지고기와 특제 다진김치, 모둠햄이 듬뿍! 매콤달콤 특제소스와 쫄면, 납작만두, 
김말이까지 푸짐하게~

특제 야채육수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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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900ml에 다진고기, 햄, 소스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파, 양파, 다진마늘을 넣고

     5분간 끓여주세요

 라면사리, 다진김치, 베이크드빈스(흰강낭콩)을 넣고 

    4분간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치즈를 올려 맛있게 드세요

레시피

 어묵과 계란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고, 떡과 쫄면은 

    물에 담궈서 분리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납작 만두, 김말이를 약한 불에

    구워주세요

 냄비에 물 400ml와 소스2개를 넣고 끓여주세요

 끓는 소스에 쫄면을 넣고 30초간 익힌 후, 파, 양배추,

    떡, 어묵을 넣고 중불에 3분간 끓여주세요

 미리 준비해 둔 삶은 계란, 납작만두, 김말이를 떡볶이

    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돼지고기(앞다리살)의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핏물을 제거한 돼지고기에(미림+참기름+후추)를 넣어

    주세요(조물조물한 상태로 양념해두기)

 냄비에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고 식용유를 넣어 볶아

     주세요

 노릇하게 익은 돼지고기에 김치를 넣어 볶아 주세요

 볶아진 재료에 육수 700m를 붓고 3분간 끓여주세요

 소스, 파, 양파, 청양고추, 간마늘을 넣고 6분간 끓인

    후 맛있게 드세요

��

밀키트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반
찬
류



데친나물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데
친
나
물
류



데친고사리

건데친토란줄기

건데친취나물

건데친곤드레

생데친취나물

생데친냉동곤드레

주원료|원산지 : 고사리(국산) 100%

살이 통통하게 오른 100% 국내산 고사

리는 부드럽게 씹히는 맛으로 건강반찬

으로 좋음

주원료|원산지 : 토란줄기(국산) 100%

국산 건데친 토란줄기는 토란줄기볶음, 

토란국 등 여러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음

주원료|원산지 : 취나물(국산) 100%

산채나물의 왕으로 불릴만큼 미각을 살

려주는 대표적인 산채인 취나물은 특유

의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

주원료|원산지 : 곤드레(국산) 100%

알싸하지만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먹어

도 질리지 않는 맛으로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담백한 맛이 일품

주원료|원산지 : 취나물(국산) 100%

생데친취나물은 볶음, 무침으로 먹기 좋

으며 비빔밥 나물로 곁들이기 좋음

주원료|원산지 : 곤드레(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냉동보관

생 곤드레를 데쳐서 냉동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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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나물류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데
친
나
물
류



데
친
나
물
류

건데친고구마줄기 생데친깻잎순

건데친유채나물

건데친무청시래기

주원료|원산지 : 고구마줄기(국산) 100%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여 무침, 볶음 

등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음

주원료|원산지 : 깻잎순(국산) 100%

깻잎 특유의 향과 어린잎의 부드러운 식

감이 일품인 국내산 깻순

주원료|원산지 : 유채나물(국산) 100%

유채나물은 부드러우면서도 달큰한 맛이 

특징인 싱그러운 나물. 무침, 겉절이 등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음

주원료|원산지 : 무청시래기(국산) 100%

해장국, 볶음나물, 무침 등 다양한 요리

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무청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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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반찬 

향신료

국•탕•찌개 나물류 가루류

양념류 유지류 선물세트

Food Market

초록들의 온라인 푸드 마켓

초록샵은 20여 년간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온 식품 전문 업체 

초록들의 그간의 노하우를 모아 만들어낸 온라인 푸드마켓입니다.

대량구매 및 전화문의 053-611-8020

이제는 간편하게 어플로 주문하세요~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정오(낮12시) 주문 건까지 당일출고되어 다음날 신선 택배로 도착합니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 24

데
친
나
물
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건
나
물
류

건나물류



건
나
물
류

건고사리

건무청시래기

건곤드레

건무말랭이

건취나물

건토란줄기

주원료|원산지 : 고사리(국산) 100%

건고사리는 쌀뜨물에 담근 후 삶으면 부
드러워지고 영양 손실이 적음. 탕요리, 국, 
나물반찬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주원료|원산지 : 무청시래기(국산) 100%

해남, 문경, 경북 북부 지역의 신선한 바람
에 말린 무청은 노란 빛을 내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함

주원료|원산지 : 곤드레(국산) 100%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야생 재배되어 잘 
건조된 곤드레는 잎에 잔가시가 돋아있으
며, 잘 세척하여 각종 요리로 활용됨

주원료|원산지 : 무말랭이(국산) 100%

물에 충분히 불려서 조리에 이용하면 무의 
단맛이 있어 맛이 좋으며 식감이 쫄깃함

주원료|원산지 : 취나물(국산) 100%

산나물의 왕으로 불리는 취나물은 제주도 
또는 울릉도 등에서 재배되며 비빔밥, 나
물용으로 좋음

주원료|원산지 : 토란줄기(국산) 100%

육개장에서 빠져서는 안 될 식재료로 식
이섬유가 풍부한 토란대

유통기한 : 포장일로부터 1년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건나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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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나
물
류

건고구마줄기

건대추

건표고다시용

건가지

건고춧잎

건표고슬라이스

건호박

건표고상품

주원료|원산지 : 고구마줄기(국산) 100%

고구마줄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식
으로 각광받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맛이 특징

주원료|원산지 : 대추(국산) 100%

열매가 작고 껍질이 얇으며 과육이 단단
한 대추를 건조한 건대추는 대추차, 대추
즙, 대추조림 등 사용됨

주원료|원산지 : 표고(국산) 100%

갓과 줄기가 통통하며, 국물을 우려낼 때 
사용함

주원료|원산지 : 가지(국산) 100%

생가지를 곱게 잘라 말린 것으로 조리 전
에 미지근한 물에 오랫동안 담궈 껍질이 
질겨지지 않도록 사용함

주원료|원산지 : 고춧잎(국산) 100%

맵지 않고 특유의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맛, 무말랭이와 환상궁합

주원료|원산지 : 표고(국산) 100%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조리하기에 편리하
도록 슬라이스로 절단하여 건조한 제품

주원료|원산지 : 호박(국산) 100%

길고 통통한 국내산 쥬키니호박을 잘라 건
조하여 뒷 맛이 깨끗하고 담백한 건호박

주원료|원산지 : 표고(국산) 100%

동고는 1등급으로 갓의 형상이 표면에 거
북이 등 또는 국화꽃 모양으로 균열되어 
있으며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끝둘레 전체
가 오므라들고 두께가 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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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이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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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나
물
류



내 가족이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듭니다

전처리가공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전
처
리
가
공
류



채도라지

깐통도라지

5cm채도라지

강정도라지

실채도라지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100%

껍질을 박피한 100% 국내산 통도라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한 채도라지
일반적으로 양념에 버무려 무침용으로 이용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100%

도라지의 껍질만 제거한 도라지 고유의 
모습 그대로 원하는 요리에 따라 이용이 
가능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100%

국내산 통도라지를 균일한 크기로 절단하
여 채썬 5cm 채도라지
도라지무침, 도라지 볶음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100%

깨끗하게 박피한 통도라지의 잔뿌리를 제
거하여 5~7cm의 크기로 절단한 강정용도
라지

주원료|원산지 : 도라지(국산) 100%

굵기가 매우 가늘어 비빔밥 재료로 이용
하면 좋은 실채도라지

피연근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100%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흙, 모래 

등을 제거한 피연근

어슷우엉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100%

100% 국내산을 사용하여 박피한 우엉을 
어슷썰기한 후 진공포장한 제품

우엉채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100%

박피한 우엉을 기기로 절단한 우엉채는 
튀김 또는 조림으로 조리

우엉채(5cm)

주원료|원산지 : 우엉(국산) 100%

100% 국내산을 사용하여 일정 길이로 채
썬 후 진공포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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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전처리가공류

전
처
리
가
공
류



깐통연근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100%

농가에서 직접 공급받은 국내산 연근을 
선별해 깨끗이 세척하여 피연근을 박피
한 제품

연근채조림용(1/4등분)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100%

신선한 연근을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을 
제거하여 조림에 적당한 크기로 알맞게 자
른 후 진공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연근채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100%

풍부한 토질에서 건강하게 자란 연근으로 
요리 시 껍질을 벗기는 번거로움을 줄임

깐더덕실채

눌린더덕

깐은행 깐밤

깐통더덕연근밥용(1cm*1cm)

주원료|원산지 : 연근(국산) 100%

연근을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을 제거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알맞게 자른 후 진공포
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함. 가로세로
1cm 정도의 크기로 연근밥용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더덕(국산) 100%

신선한 더덕을 세척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채썬 깐더덕 실채는 더덕무침, 더덕장아찌 
등으 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더덕(국산) 100%

신선한 더덕을 세척하여 껍질을 제거하
고 기기를 이용해 눌린 더덕
양념을 발라 구이로 먹으면 맛이 좋음

주원료|원산지 : 은행(국산) 100%

은행의 외피껍질을 벗기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진공포장한 제품

주원료|원산지 : 밤(국산) 100%

껍질을 벗기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진공
포장으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한 밤

주원료|원산지 : 더덕(국산) 100%

신선한 더덕을 세척하여 껍질을 제거한 
깐통더덕은 구이, 장아찌 등으로 다양하
게 조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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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튀김용)

단호박(죽용)

수삼

단호박(채용)

단호박(깍뚝)

단호박(찜용)

마늘쫑

주원료|원산지 : 단호박(국산) 100%

손질하기 번거로운 단호박의 두꺼운 껍
질을 벗겨 튀김용으로 알맞게 자른 후 진
공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단호박 튀김, 단호박 전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단호박(국산) 100%

손질하기 번거로운 단호박의 두꺼운 껍
질을 벗겨 깍뚝으로 알맞게 자른 후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단호박 죽용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수삼(국산) 100%

수분이 약 70%를 이루어 약효가 순수하
게 보존, 사포닌 함유, 찜, 탕, 구이, 죽 등
에 이용

주원료|원산지 : 단호박(국산) 100%

손질하기 번거로운 단호박의 두꺼운 껍
질을 벗겨 채용으로 알맞게 자른 후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단호박 채볶음, 단호박 전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단호박(국산) 100%

손질하기 번거로운 단호박의 두꺼운 껍
질을 벗겨 깍뚝으로 알맞게 자른 후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단호박 밥, 단호박 정과용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단호박(국산) 100%

손질하기 번거로운 단호박의 두꺼운 껍
질을 벗겨 찜용으로 알맞게 자른 후 진공
포장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
단호박 찜, 단호박 샐러드 등으로 사용

주원료|원산지 : 마늘쫑(국산) 100%

마늘의 일부분인 마늘쫑은 마늘의 매콤함
과 단맛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마늘쫑 볶
음, 마늘쫑 장아찌 등 반찬으로 맛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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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재료만 엄선하여 정직하게 만듭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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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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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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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양
념
류



간마늘

간생강

청결고춧가루(순한맛김치용)

생마늘(꼭지제거)

깐통생강

일반마늘(꼭지미제거)

청결고춧가루(순한맛조미용)

주원료|원산지 : 마늘(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주원료|원산지 : 생강(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주원료|원산지 : 마늘(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주원료|원산지 : 생강(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주원료|원산지 : 마늘(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일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주원료|원산지 : 고춧가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양념류

주원료|원산지 : 고춧가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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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공 및 유지류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분
가
공 

및 

유
지
류



초록들 참기름

초록들 볶은콩가루

초록들 볶은땅콩조각

초록들 들기름

초록들 생콩가루

초록들 볶은땅콩알

초록들 들깨가루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초록들 생땅콩

주원료|원산지 : 참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백태(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땅콩(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들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백태(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땅콩(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들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땅콩(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땅콩(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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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공 및 유지류

분
가
공 

및 

유
지
류



초록들 볶은통깨

옥수수전분

초록들 찹쌀가루

감자전분

초록들 쌀가루

고구마전분

주원료|원산지 : 참깨(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수입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찹쌀(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감자(국산) 99%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쌀(국산) 100%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주원료|원산지 : 고구마(국산) 98%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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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들은 원료구매 단계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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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자사 제품으로 연출한 사진입니다. 선
물
세
트



반찬 선물세트 (3종)

초록채 선물세트 3종

기쁨2호

반찬 선물세트 (5종)

초록채 선물세트 5종

행복1호

기쁨1호

건무청 선물세트

행복2호

매실마늘쫑지고추장무침400g, 고들빼

기지무침400g, 고추간장절임40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건호박100g, 건가지60g, 건곤드레6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참기름70ml, 들기름70ml, 볶은통깨

160g, 들깨가루16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소고기장조림250g, 김간장절임250g, 

매실가죽고추장장아찌250g, 고들빼기

지무침250g, 명이나물간장절임40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냉장보관

건취나물60g, 건토란줄기60g, 건고구마줄

기60g, 건무청시래기60g, 건가지6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호두120g, 아몬드180g, 호박씨180g, 

해바라기씨18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참기름150ml, 들기름150ml, 볶은통깨

160g, 들깨가루16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건무청시래기30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호두120g, 아몬드180g, 건조크랜베리

180g, 캐슈넛180g

유통기한 : 별도표기일 까지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
                  늘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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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 깍두기, 고들빼기지무침, 검은콩조림, 
연근조림

고사리볶음, 도라지볶음, 취나물볶음 고추간장절임, 마늘간장절임, 생깻잎간장절임 검은콩조림, 지리멸치견과류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맑은한우소고기무국, 파김치, 지리멸치견과류
조림, 매실생깻잎무침, 진미오징어볶음(간장)

* 반찬 선물세트 3, 5종

* 선물세트 - 원하는 제품 구성으로 변경 가능* 초록들은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를 사용합니다

* 기쁨1,2호 | 행복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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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들 전 제품 골라담아 선물세트 구성 가능

원하는 품목으로 아이스박스 포장 가능

① 부모님 효도 선물세트 한상

③ 비빔밥 나물 3종

② 자취하는 자녀 선물세트 한상

④ 절임반찬 3종 ⑤  어린이 반찬 3종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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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를 이용한 버블 세척

• 540lux의 밝은 조도를 이용하여 이물질 선별

• X-ray 투시기와 금속검출기를 이용한 이물질 검출

• 트레이 포장시스템 도입

• 작업장 청결관리

• 자체 실험실을 이용한 위해요소 차단

• 정기적인 위생교육

• HACCP에 입각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  경쟁력 있는 구매시스템

• 효율적인 전산 수발주시스템

•전국 일일 cold-chain 배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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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초록들은 국내최초 나물류 식약청 HACCP지정업체

로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

과 최상의 품질로 제공하는 것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즐거운 식문화를 선도하는 일류기업으로서, 고객의 건강한 

행복과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건강한 사

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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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horokshop.com

본사 & 1공장 2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69길 37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동 17길 48

초록들 제품을 통해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