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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우주 생명이 협동해 밥을 만들 듯 이 밥을 먹는 사람도 우주만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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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 특별품

주문기간에 사전 예약을 하시면 공급기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장꽃게장
싱싱한 꽃게의 참맛

 ↳ 새로 나옵니다/다시 나옵니다

자연산홍합
바다내음 가득한

김장김치
겨울에 든든하고 아삭한

자연산홍합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사리시기에 
배를 타고 조금은 먼 바다로 나가 채취합니다. 배를 
타고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에 풍랑이 강하면 
조업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시기에만 조업이 
가능하고 조업가능시기에 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면 
결품되거나 공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니 주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산홍합 냉장   2kg 16,200원

에코푸드코리아생  산  지

주문기간

공급기간

11월 21일((월) ~ 12월 16일(금)2차

11월 28일(월) ~ 12월 2일(금)

12월 26일(월) ~ 12월 30일(금)

1차

2차

뫼내뜰 영농조합생  산  지

주문기간

공급기간

11월 14일(월) ~ 12월 2일(금)

12월 12일(월) ~ 12월 16일(금)

에코푸드코리아생  산  지

주문기간

공급기간

11월 14일(월) ~ 12월 2일(금)

12월 12일(월) ~ 12월 16일(금)

새로운 관리시스템으로 신뢰받는
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천지역의 배추와 
무로 담은 김치로 공급합니다.

김장김치  
10kg

  73,000원

암꽃게의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에 수매한 
꽃게를 주재료로 
어떠한 화학첨가물도 
넣지 않고 담갔습니다.

간장꽃게장 

450g(2마리) 

38,000원

물품포장에서 내손으로 키우는 먹을거리에서
생산자가 직접 나눠주는 고추 모종

파김치 뫼내뜰 냉장       

500g  6,800원

쪽파 특유의 상큼함과 국산
양념의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지 다농식품 냉장       

5~6개    

5,800원

금년 가을 초정공동체에서 생산된 
오이에 소금으로 절임하였습니다.

무장아찌 다농식품 냉장       

500g      

6,000원  7,600원

누적된 생산비 증가로 인해 가격
을 인상하여 공급합니다.

고들빼기김치 뫼내뜰 냉장        

500g   10,500원

무농약이상으로 재배한 고들빼기에 무농
약 채소를 부재료로 만들어 맛있고 안전
합니다.

사과 칠곡 유 냉장   

1.5kg  9,600원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달고 맛있습니다.

새물품

사과즙 한울영농조합 택

180ml×10병  

13,500원  16,000원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합니다.

호박고구마  무안 

1kg  3,600원  4,700원

전남 무안에서 생산된 저장고구마를 공급합
니다. 저장비용과 저장손실분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겨울철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한살림 핫도그는 팽창제, 유화제 등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발효시켜 만들었으며, 한살림에서 공급되고 있는 두레식
품의 햄을 사용하여 만든 건강한 간식입니다.

참맛핫도그
선유 냉동  

200g  

3,900원

12/12부터 공급

단감 

담양시목마을 유

5개(대)  
6,400원

아삭한 단감으로 비타민C를 듬뿍 보충하세요.

배 아산 저 냉장  

3개(대)  6,200원  

만생종 배입니다. 냉장보관하여 드
시면 달고 시원합니다.

은행 보은 원주 택

500g  3,100원 

한살림 생산자가 직접 수매한 2011년
산 국산 은행을 까지 않고 그대로 공급
합니다.

햇은행

총각김치 뫼내뜰 냉장      

1kg  7,500원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한 알타리무, 마늘, 양파, 
생강 등과 무농약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로 매

콤하고 시원하게 양념해 잘 버무렸습니다.

밥상이
가까운 먹을거리

한살림 물품은 모두 가까운 먹을거리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수입해 먹는 품목들을 ‘가까운 먹을거리’캠페인 대상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한살림의 물품은 모두 우리 땅에서 나는 ‘가까운 먹을거리’입니다.

 ‘가까운 먹을거리’는 우리 몸에도 이롭지만, 

날로 뜨거워지는 지구의 땀도 식혀줍니다.

물품포장에서 영수증에서 공급장에서 내손으로 키우는 먹을거리에서
생산자가 직접 나눠주는 고추 모종

가까운
먹을거리
눈으로
보아요~

콜라비 제주 유 무   

1kg  3,000원

수분이 많고 매운맛은 적어 시
원하고 상큼한 맛이 좋습니다.

봄동 해남 부안 유 무   

500g  1,500원

어리고 연하며 향이 진하여 씹을

수록 달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공급중

12/5 부터 공급

12/5 부터 공급 12/12 부터 공급

가까운 먹을거리란? 

텃밭 채소를 비롯해 소비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한살림 먹을거리처럼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

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사회적 관계도 가까운 먹을거리를 말합니다. 

새로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특별품

이 맘 때

입맛도는

요리

방법

❶  쌀은 씻어 30분 이상 불려 소쿠리에 물을 빼 놓는다.

❷  삶은 시래기를 쫑쫑 썰어 놓는다.

❸  삶은 시래기에 들기름, 간장으로 밑간을 한다.

❹   전기밥통 솥에 쌀, 시래기, 물을 붓고 취사 버튼을 눌러 밥을 한다.

재료

 불린 쌀 3컵, 삶은 시래기 1줌, 들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물 3컵

곤드레나물, 취나물등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드세요.

옛날에는 쌀이 없어 먹던 음식이 
요즘은 건강식으로 인기

시래기밥

방법

❶ 황태채를 물에 불린 후 물기를 꼭 짠다. (불린 물은 국물로 사용)

❷ 달구어진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황태채를 달달 볶는다.

❸ 2에 국간장으로 밑간을 하고 물을 부어 끓인다.

❹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고 양파는 채 썰어 준비하고 유정란은 풀어 놓는다.

❺  3이 팔팔 끓으면 썰어 놓은 대파, 고추, 양파, 다진 마늘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다시 한소끔 끓

인다.

❻ 마지막에 유정란을 풀어낸다.

재료

황태채 50g, 대파 1/2대, 양파 1/2개, 풋고추, 홍고추 약

간씩, 유정란 1개, 참기름 2큰술, 국간장 1/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소금물 5~6컵

바쁜 아침 간단하게 끓이는 
시원한 해장국

황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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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풀벌레 뭇 생명이 논에 기대  

수만 년 밥 먹고 삽니다  

겨울 논에 고이는 적막과 고요까지도  

벼가 되고 밥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시장개방 삭풍 더욱 거센데   

우리 쌀 우리 논 더욱 소중 합니다  

23  특별품  자연산홍합, 김장김치, 간장꽃게장 

            이맘 때 입맛 도는 요리

22  새물품  참맛핫도그, 단감, 봄동, 콜라비, 은행, 사

과, 배, 고들빼기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오이지, 무장아찌, 사과즙, 호박고구마

10 눈여겨볼 물품소식  

 중단되는 물품 및 변경 사항 안내

 지역 한살림 및 매장 안내

이용후기

조카들과 함께한 맛있고
재미있는 호떡만들기! 

와~ 정말 감동의 제품이네요..손쉽고, 맛

있고!!

여름철이라 상온에 그냥 1시간 정도 두고 

발효시켜서 만들어서 너무 쉽더라구요!

속재료 따로 준비하기 저는 번거롭지 않

았는데...조카들이랑 함께 '체험학습' 처럼 

다함께~즐겁게 만들었거든요 ^-^

시중의 호떡믹스와는 비교불가..네요 ㅎ 

자주 자주 이용할께요 

- 김소영(한살림서울)  2011.08.04   

이용후기

정말^^      

끓여 먹으려 샀다가 그냥 과자 

먹듯 한봉 다 먹어 버려서 재

구매했는데,,,요번에도 그냥 다 

먹었네요.ㅎㅎ

치아가 좀 걱정이 되지만,,요즘 

이 누룽지에 흠뻑 빠졌어요.

어떤 과자 보다 맛있고 고소 

하네요.. 또 재구매 합니다...완

전 누룽지 홀릭이예용 ~^

- 이수경(한살림서울)  2011.10.17   

찹쌀호떡가루/국산

참농부영농조합 택  

540g  4,500원

찹쌀누룽지/국산

공근봉화마을영농조합 택  

300g  3,600원

우리동네 한살림이 
이사합니다

12.13(화) 중계매장 이전 개장

 한살림서울 중계매장 ☎932-4633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450-19번지 1층

이달의 물품

한살림장보기 차림

한살림 찹쌀소비가 부진합니다.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