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생활재를 담은

2013 춘천로컬푸드 한가위 선물꾸러미

● 기 획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함께하는 사람들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도시농업센터, 봄내살림, 이장,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니어클럽,

춘천농민한우, 솔바우마을, 춘천참닭갈비, 밀알일터, 콘삭스, 춘천농산, 춘천한과, 만나포도원, 춘천친환경농가, 소박한풍경

예약 주문ㆍ문의 : 담당자 김지숙

전  화 :  070-8224-4565~6 / 010-9079-3939 (문자주문 가능)

팩  스 : 033-243-1800
이메일 : ccsenetwork@gmail.com

* 홈페이지(www.coopcity.kr)에서 주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보내 주세요.
* 수익금은 춘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예약 주문 / 문의 안내

예약 주문 기간 
● 단 체 : 9월   9일(월)까지 마감

● 개 인 : 9월 11일(수)까지 마감

   * 마지막 택배 발송은 9월 11일(수)입니다. 

   * 단체 주문의 경우 가격대별 상품의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배송 안내

● 타 지역 배송비는 별도이고, 춘천지역은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며 자체 택배로 발송됩니다.

●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택배가 불가한 지역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단체용 택배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문 부탁드립니다.

● 익일 배송이 원칙이나,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품 선택 후, 위 연락처로 주문해 주세요.

● 전화 주문 시 받는 분과 보내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받는 분의 주소가 틀릴 경우 보내는 분께 반송되며, 이 과정에서 변질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주 의

‘봄내가 자란다’2013 춘천로컬푸드 한가위 선물꾸러미는 

행복마을 건물(온의동 533-5) 내‘봄내가 자란다’매장에서도 전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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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주문 방법

결제 방법 안내

● 계좌이체 : 농협 301-0120-9544-81(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카드결제 : 춘천지역은 주문자가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진행해 드립니다.



한우구이모듬 600g×2팩 / 
레드ㆍ화이트 와인 세트

100% 우리 한우와 유기농 와인의 조화. 춘천 지역

농민들이 직접 키운 한우와 유기재배 인증 농장에서

자연발효시켜 만든 와인으로 구성된 

고급스러운 로컬푸드 선물세트

봄내 1호

더불어   140,000원

한우국거리 600g / 사과 5개 / 배 5개 / 
햅쌀 1㎏ / 유정란 10구 / 들기름 160㎖

쫄깃한 육질이 일품인「춘천농민한우」,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과일과 친환경 쌀, 자연방사로 사육한 

닭이 낳은 유정란, 들기름까지

풍성하게 구성된 로컬푸드 선물세트

봄내 2호

풍성한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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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풀뿌리기업이 모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행복한   50,000원봄내 3호

사과 3개 / 배 3개 / 
콩튀니 100g×4개 / 한과 500g

춘천 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키운 과일과 어르신들이 만든 

웰빙간식 콩튀니, 재래식 전통 방법 그대로 빚은 한과로 구성된

행복한 로컬푸드 선물세트춘천로컬푸드 선물꾸러미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알뜰한   33,000원봄내 4호

햅쌀 1㎏×2개 /
사과 3개 / 배 3개

「솔바우 마을」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햅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저농약인증 과일들로 알뜰하게

구성하여 저렴해서 더욱 좋은 실속 만점 선물

한우 갈비 세트   140,000원봄내 5호

[춘천농민한우] 갈비 3㎏

춘천산 1등급 한우 갈비입니다. 「춘천농민한우」는 무항생제 인증

한우 판매를 시작으로 친환경 생산에 대한 연구와 현장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합니다.

[춘천농민한우] 사태ㆍ사골 4.5㎏

장조림ㆍ찜용 사태와 곰탕용 사골로 구성되었습니다.

「춘천농민한우」는 100% 한우만을 취급하여 육우 및 수입산 소고기가

섞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정직한 소고기만을 판매합니다.

[춘천농민한우] 구이모듬 600g / 국거리 600g / 산적 600g

다양한 구성으로 우리 한우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농민한우」는 춘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진짜 한우 고기를

유통업체나 홍보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춘천농민한우] 국거리 600g / 불고기 600g / 산적 600g

다채롭게 구성된 세트로 「춘천농민한우」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농민한우」는 춘천 청정지역 한우농가에서 직접 키운

한우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태ㆍ사골 세트   90,000원봄내 6호

한우 세트   90,000원봄내 7호 한우 세트   55,000원봄내 8호

‘봄내가 자란다’2013 춘천로컬푸드 한가위 선물꾸러미 에는 

우리 이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생활재가 담겨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고마운 분들과 

함께 선물꾸러미 속에 담겨 있는 정성과 마음, 따스한 가치들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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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세트  40,000원

봄내 20호

[춘천시니어클럽] 참기름 320㎖ / 들기름 320㎖ 

어르신들이 직접 재료를 엄선하여 깨끗한 제조

설비로 착유한 신뢰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직접 깨를 볶고 기름을 짜내어 어머니의 손맛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만듭니다.

장 세트  30,000원

봄내 21호

[춘천시니어클럽] 옛날된장 1㎏ / 옛날막장 1㎏

국산콩을 사용하여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식품입니다. 좋은 콩으로 메주를 띄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접 장을 담가 옛날 장맛을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햅쌀  15,000원

봄내 22호

[솔바우마을] 햅쌀 4㎏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햅쌀입니다.「솔바우마을」은 

농부의 마음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천닭갈비 세트봄내 17호

양념의 원재료(고춧가루, 간장, 꿀 외)와 원육은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5년여의 노하우가 양념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건강한 참맛을 자랑합니다.

봄내 18호

아황산 등을 넣지 않고 자연발효한 와인으로, 

 「만나포도원」에서 친환경인증 유기재배로 직접 

수확한 포도만을 사용합니다.

[춘천시니어클럽] 콩튀니 100g×4개

입이 심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님ㆍ아버님께 드리는 웰빙 간식!

국내산 쥐눈이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입니다.

콩튀니 세트  13,000원

봄내 13호

[밀알일터] 유정란 10구×3팩

춘천의 청정지역 설골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영양 가득하고 싱싱한 유정란입니다. 

닭은 암수 자연방사로 사육하며,

안전한 사료를 사용하여 키웁니다.

유정란 세트  13,000원

봄내 14호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의 친환경 포도입니다. 농부 김기천 님은 향이 

좋고 껍질째 먹어도 좋은 유기농 포도와 그 포도를 이용한 자연발효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배 세트   49,000원

[동내면 사암리] 배신고 7.5㎏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의 친환경 배입니다.

농부 송병윤 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춘천에서 유일하게

무농약 복숭아 농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향농원] 사과부사 6개 / [동내면 사암리] 배신고 5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고향농원」의 고참 농부 황상기 님이

생산한 친환경 사과와 동내면 사암리의 송병윤 님이 생산한 

친환경 배입니다.

소양강 1호 

30,000원 소양강 3호

40,000원 

기획

22,000원 

삼색포도(2배체) 2㎏_ 18,000원 

삼색포도(4배체) 2㎏_ 24,000원 

레 드 와 인 700㎖_ 13,000원 (단품)

화이트와인 700㎖_ 23,000원 (단품)

닭갈비(채소포함) 1㎏_ 17,000원 

닭갈비(채소포함) 2㎏_ 30,000원 

친환경 사과 세트   42,000원

[산내음농원] 사과부사 5㎏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산내음농원」의 친환경 사과입니다. 

농부 조관형 님은 건강한 맛과 영양을 위해 소신 있게 

저농약 과수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봄내 9호 봄내 10호

친환경 포도 세트친환경 과일 세트   50,000원봄내 11호 봄내 12호

[춘천한과] 

아직도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빚어 한과의

맛과 향이 다릅니다. 재래식 전통 방법 그대로 어머니로부터

며느리까지 40년의 대를 이어 내려온 순수한 자연식품입니다.

한과 세트봄내 16호

춘천 잣 세트

봄내 15호

[춘천농산] 잣 140g×2캔 / 잣 140g×3캔

199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 인증 기준에 

합격한 잣입니다.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 잣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지인 춘천 지역에서 자라 열매가 

굵고 실합니다. 

32,000원

23,000원 

저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만나포도원]

[춘천참닭갈비] 

옥수수 양말 <CORNSOX>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양말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빈곤국가도

지원하는 따뜻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봄내 19호 옥수수양말

남성양말세트 3족_ 15,000원 

여성양말세트 3족_ 15,000원 

[콘삭스] 

와인 세트 39,000원

[만나포도원] 



춘천 지역물품 착한소비 브랜드

“지역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로,

봄내가 자라납니다. 봄내를 자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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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가 자란다’는 

춘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풀뿌리기업이 모여 함께합니다.

‘봄내가 자란다’는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한 먹거리와 생활재의 공동브랜드입니다.

●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친환경 운동인‘로컬푸드’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 춘천에서 생산하는 지역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소비자의 착한 소비를 도와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봄내살림」은 지역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농업의 조직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며,

나아가 지역 순환경제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춘천시 신동 342 / 춘천시 후평1동 849-6 l http://cafe.daum.net/bab.

봄내살림

 

 「춘천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농축산 가공품, 환경용품의 나눔을 통해 생산자들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과 생명을 보존ㆍ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계점_춘천시 퇴계동 424-8   / 애막골점_춘천시 석사동 두산아파트 상가 101호

http://www.cccoop.org

춘천생활협동조합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자 및 55세 이상 준고령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일하는 노인, 활기찬 노년,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춘천시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춘천시 사농동 271-10 l http://www.ccsc.or.kr

춘천시니어클럽

춘천의 농민들이 직접 키운 한우를 중간 유통단계가 없는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사육 농가에는 최저가격보장을 통해 우리 농업과 한우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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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농민한우

 「더뉴히어로즈」에서는 땅에 묻을 경우 6개월~1년 안에 생분해되는 옥수수에서 추출해 낸 섬유로

양말 <CORNSOX>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10%는 국제구호개발기구인

‘국제옥수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곤국가의 옥수수농가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운교동 169-16 302호 l http://www.cornsox.co.kr

콘삭스

1993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 인증 기준에 합격하여 국산잣 품질인증품 1호가 되었으며 

강원도지사 품질인증품 1호로 지정, 좋은 원료와 대를 이어온 가공 기술 그리고 최상의 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춘천잣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95-1 l http://www.ccjat.com

춘천농산

어머니로부터 며느리까지 대를 이어온 40년 전통의「춘천한과」는 아직도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빚어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뛰어난 맛과 품질의 한과로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운교동 184 l http://www.hangwabang.com

춘천한과

 「춘천도시농업센터」는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환경운동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말 농장 개설 및 텃밭상자 보급, 어린이집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꾸준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춘천시 온의동 533-5 l http://www.withtrees.co.kr

춘천도시농업센터

농약 중독 피해를 직접 겪은 후, 1986년부터 무농약유기재배를 목표로 연구ㆍ공부하며 노력한 결과,

2001년 5월에 친환경 유기재배인증을 받았습니다. 초생재배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유기질을 위주로 재배하여

향이 좋고 껍질째 먹어도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646-1 l   http://mannagrape.farmmoa.com

만나포도원

춘천 지역 친환경 농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북면 신포리「고향농원」, 동내면 원창리「산내음농원」의 친환경 사과와

동내면 사암리의 친환경 배는 모두 저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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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친환경 농가

춘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순환 경제의 구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아카데미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문화예술,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33개 사회적경제 

조직과 80여 명의 개인회원들이 함께합니다.

춘천시 온의동 533-5 l http://www.coopcity.kr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2년 도내법인 최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인증(GAP)을 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여 무농약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마을의 친환경완전미 

가공시설에서 농부들이 직접 쌀을 도정·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l http://solbau.invil.org

솔바우 마을

농촌ㆍ지역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 생태마을 조성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데에 작지만 꾸준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시 효자3동 756-18 l http://www.e-jang.net

이장

새로운 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디자인합니다. 생태적인 관점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및 풀뿌리기업에 필요한 맞춤 콘텐츠를 개발ㆍ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살림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밀알과도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효자3동 756-18 l http://www.e-sopoong.com

소박한풍경

2001년 문을 연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소속「밀알일터」는 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쁨을 통해

자활의 날개를 달아주는 희망일터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2,000마리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유정란을 생산ㆍ판매하며 자립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94-1 l http://happylog.naver.com/milalfriend.do

밀알일터

춘천참닭갈비
식품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내 자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품 하나하나에 온정을 다하며, 우리 식탁에 날로 늘어만 가는 건강 위해 요소들을 차단하고

조금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단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온의동 549-16 l  http://www.chamda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