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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냉장 택자

2322 2011년 8월 29일(월) ↳ 먹을거리·생활용품 안내 438호

온 우주 생명이 협동해 밥을 만들 듯 이 밥을 먹는 사람도 우주만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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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옵니다/다시 나옵니다

새로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포도즙/팩/국산  

옥잠화영농조합 무 택

120㎖×20봉 27,000원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한 포도를 착즙하여 
만듭니다. 휴대하기 간편해 갖고 다니며 마
시기에 좋습니다.

호박즙/팩/국산  

덕천포도원 무 택  
120㎖×20봉 19,200원

늙은 호박과 아카시아꿀만으로 정성
껏 만듭니다. 산후 조리할 때 이용하
기에도 좋습니다.

액상세제/보충용

물살림 택  

2.1ℓ 10,000원

보충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공
급합니다. 기존 용기를 깨끗
하게 헹궈 말린 후 다시 채워
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면생리대 달동무 목화송이 택  

한 번 쓰고 버려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일회용 생리대와는 달리 면으
로 만들어 다시 쓸 수 있어 몸과 자연이 좋아합니다. 생리 양에 맞

게 원하는 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풍과 삶았을 
때의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방수천은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성게알젓/국산 

아침바다 냉동  
100g 11,200원

동해바다의 성게알로 만든 귀한 젓갈입니다. 
뜨거운 밥에 올려 구운 김과 곁들이면 잘 어
울립니다.

배/대  

김제 아산 연기 저 냉장   
3개 6,200원

조생종 원황 품종의 배입니다. 저장성이 좋
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메론/대  

논산 부여 유 무 냉장    
2kg(1통) 6,700원

4kg(2통)  15,400원

후숙 과일로 꼭지 반대편을 눌러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까지 상
온에 두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브로컬리가루 
고천농산 유 택  
150g 15,400원 
 80g 10,300원

양배추가루 
고천농산 유 택  
80g 7,300원 
 50g 7,200원

면세품에서 과세품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
어 부득이 용량을 변경하여 공급합니다.

참나무숯을 가공할 때 생산되는 순수 
천연목재 추출물입니다. 산림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임업연구원에서 고시한 목
초액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품입니다.

햇사과로 9/6부터는 홍로 등 중생종이 공급됩니다.

공급중

공급중

‘달마다 동무가 되어준다’로 여성에

게 조금은 귀찮은 달거리를, 면생

리대가 친구가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생리

대와는 달리 면생리대는 오랜 시간을 함

께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워커즈 콜렉티브의 의미처럼 

많은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름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물품

9/5부터 공급 9/19부터 공급

9/19부터 공급

생산지 
목화송이는?

한살림 워커즈콜렉티브서 오랫동안 

지역모임을 통해 대안생리대가 가지

는 긍정적인 의미를 알려왔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

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비영

리로 사업화하는 것으로 구성원 모

두가 출자하고 노동하며 공동 책임

지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일터입니다. 

한살림은 조합원 구성의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동무란?

워커즈 
콜렉티브란?

박기식 
영동 포도 

생산자

9/5부터 공급

9/5부터 공급

노지에서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영근 캠벨 포도입니
다. 씨와 껍질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알토란/깐것/국산

연꽃마을 무  
300g 3,000원

※ 추석 제수용품으로 9/5~9/9까지 일주일만 
특별히 공급될 예정입니다.

새물품

생리대파우치 

목화송이 택  

20cm×5cm×15cm(1개) 

5,000원

방수천을 넣어 만들었으며, 
사용하기 전의 생리대와 사
용한 생리대를 구분해서 갖
고 다닐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있습니다.

새물품

대형 28cm(1개) 
5,600원

일반형 23cm(1개) 
5,300원

팬티라이너 17cm(3개) 
9,300원

오버나이트 32cm(1개)

7,500원

볶은홍화씨/국산  

괴산잡곡 무 택  
400g 17,000원

볶아서 공급하므로 보리
차처럼 끓여서 냉장보관
하며 드시면 됩니다.

더덕 
횡성 유

500g 10,700원

유기재배한 4년근 더덕
입니다. 물량이 많지 않
아 조기에 소진될 수 있
습니다.

생도라지/3년근 

정선 유  
500g 5,600원

껍질을 벗기고 소금으로 
주물러 아린 맛을 빼고 
조리하시면 됩니다.

깐마늘/국산  

웰팜넷 유 냉장    

4,500원

다진마늘/국산  

웰팜넷 유 냉동   

3,300원

경북 영천지역에서 유기재배한 마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깐 것과 다진 것으로 구분해서 공급합니다. 

2011년 수확한 햇연근입
니다. 연근밥, 조림 등으
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통연근/국산/연꽃마을 무  
400g 3,800원

연근채/국산/연꽃마을 무  
300g 3,800원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 특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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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기간에 사전 예약을 하시면 공급기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산자와 함께 키웁니다~

특별품

김장용	채소 

우리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11월 19일(토) ~ 11월 26일(토)공급기간

괴산 부안 부여 아산 정읍 진도 
진안  청원  청주  해남  홍천  등

생  산  지

주문기간 8월 15일(월) ~ 준비된 물량 소진시까지

• 김장채소 공급요일은 일반 물품의 공급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지 및 공급 사정에 따라 공급요일을 원하는 대로 먼저 

지정하실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내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기간 마감 전에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준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주문을 통해 조합원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한살림충주제천과 한살림제주는 2011년도 김장채소(특별품)를 해당생협에서 별도로 취급할 

계획입니다. 두 지역한살림에서는 장보기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장배추 3포기 5,400원

절임배추 10kg(약 5~7포기) 19,700원

포장무 5개 5,100원

동치미무 5개 3,400원

대파 1kg(1단) 2,300원

쪽파 1kg(1단) 3,200원

적갓 1kg(1단) 2,300원

청갓 1kg(1단) 2,300원

우리 바다의 품질 좋은 국산 
원료와 천일염으로 담가 충분히 
숙성시킨 뒤 공급합니다.

새우오젓 1.8kg 마하탑 14,200원

새우육젓 500g 마하탑  16,300원

멸치육젓 1.8kg 마하탑  7,900원

멸치액젓 2.1kg 마하탑  7,600원

까나리액젓 1.8ℓ해인수산  10,200원

황석어젓 1.8kg 마하탑  9,600원

•국내 연근해산 원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접 수매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배 위에서 바로 절입니다.

•약 5℃에서 저온 숙성시켜 깊은 맛이 납니다.

•인공첨가제(조미료, 방부제,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금가격 및 생산비 인상으로 젓갈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합니다.

※ 해인수산의 까나리액젓은 생산량이 부족하여 2,500병 제한공급

되며, 1차기간에만 공급됩니다(2010년 어획된 까나리를 원료로 

가공).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장용	젓갈
김장김치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감칠맛

• 연중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인 4~5월 서해안에서 

어획한 암꽃게를 급랭하여 보관하였다가 담가 알이 차 

있고 신선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한살림 양념으로 담근 간장게장이라 

감칠맛이 더합니다.

   * 한살림 게장이 짜다고 느껴지는 것은 시중 제품에 비해 단맛이 

적어 상대적으로 짠맛이 도드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화학첨가물에 의한 것이 아닌 간장게장 본연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장꽃게장
알이 찬 자연산 암꽃게로 담근 밥도둑

9월 26일(월) ~ 9월 30일(금)공급기간

에코푸드코리아생  산  지

주문기간 8월 29일(월) ~ 9월 16일(금)

1차

1차

2차

2차

공급기간

주문기간 8월 29일(월) ~ 10월 7일(금)

10월 17일(월) ~ 10월 21일(금)

8월 29일(월) ~ 11월 4일(금)

11월 14일(월) ~ 11월 18일(금)

• 항균성이 좋은 숯, 황토 등 천연재료로 곱게 물을 들였습니다.

•먼저 염색을 마친 천으로 만들어 옷감의 뒤틀림이 없습니다.

※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장보기 누리집과 매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옹기
자연으로 빚은 그릇

4	차

믿고 사용하기 듬직한

천연염색
자연에서 얻은 고운 빛깔로 물들인 내 몸이 원하는 옷

2011년
겨울

고마운 마음, 의미있는
한살림 선물꾸러미로
전해보세요~!

• 생산자의 정성이 가득한 새로운 품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선물택배는 택배업체에서 배송합니다.

※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업체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보기 누리집(http://shop.hansalim.or.kr)과 

별도 발행될 선물꾸러미 안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꾸러미	
공급	안내

공급기간

주문기간 8월 24일(수)  ~ 9월 6일(화)

공급기간 8월 29일(월)  ~ 9월 9일(금)

8월 30일(화)  ~ 9월 7일(수)

선물택배 
주문 기간

8월 22일(월) ~ 8월 31일(수)
(조합원 택배비 부담 : 한 물품당 1,900원)

간장꽃게장
1.5kg(2마리) 38,000원

※ 간장 포함 중량이며, 게의 실중량은 

450g(2마리) 정도입니다.

공
급 

합
니
다

건고추·고춧가루

저온	건조시켜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	있습니다.

생명입맛 살리는 전통 천연 양념

9월 5일(월) ~  9월 9일(금)1차 공급기간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2차 공급기간

10월 31일(월) ~ 11월 4일(금)공급기간

예산옹기, 인월요업생  산  지

주문기간 9월 12일(월) ~ 10월 14일(금)

10월 31일(월) ~ 11월 4일(금)공급기간

운틴가마생  산  지

주문기간 9월 12일(월) ~ 10월 14일(금)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공급기간

약초보감 생  산  지

주문기간 9월 19일(월) ~ 10월 14일(금)

• 뚜껑이 있는 모든 옹기 품목의 정품에는 뚜껑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뚜껑만 별도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장보기 누리집과 매장을 통해 

확인하세요.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길들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무쇠의 성질을 알게 되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무쇠그릇은 길들이지 않고 공급됩니다.

• 중·약불에 현미유 등을 가볍게 발라 다시 불 위에서 가열하는 등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 일반 시중제품들과 달리 기름을 흡수하는 진짜 

무쇠의 성질과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 무쇠의 색깔이 옅은 색에서 

점점 짙은색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김장젓갈류를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방사능�검사를�
의뢰하여, 8월 18일 ‘불검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무쇠 4	차

※ 오버나이트/대형/일반형은 6가지 색상(팬티라이너는 2가지 색상)이 무작위로 공급
되므로 색상을 직접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포도/캠벨 

거창 상주 영동 유 무 냉장   

4kg 

25,400원 

상주 유 무 냉장   

2kg 

14,000원 

9 / 14부터 공급

사과
상주 외 저 냉장   

2.5kg  9,600원

상주 충주 저 냉장   

2kg 7,700원
9 /6부터 

공급

9 /6까지 
공급

정제목초액/국산 

강촌 
500㎖ 6,800원

햇사과



먹을거리ㆍ생활용품 안내 438호
 http://shop.hansalim.or.kr

 발행처 한살림연합     발행인 이상국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60번지 동훈빌딩 4층

     02-6715-0800 

2011년 8월 29일

23  특별품  김장용채소, 한가위 선물꾸러미, 김장용 젓갈, 간장꽃게장, 

  옹기, 무쇠, 천연염색/2011 겨울    

22  새물품  액상세제/보충용, 생리대파우치, 면생리대, 성게알젓, 사과, 배, 

  메론, 깐마늘, 다진마늘, 정제목초액, 브로컬리가루, 양배추가루, 

  포도즙, 호박즙, 포도, 통연근, 연근채, 알토란/깐것, 볶은홍화씨, 

  더덕, 생도라지

10 눈여겨볼 중단되는 물품 및 변경 사항 안내

 물품소식 지역 한살림 및 매장 안내

한살림장보기 차림9/1(목) 한살림광주/상무매장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37-2 호반리젠시빌 상가동 1층 105호  

062)384-6285

9/1(목) 한살림경기남부/의왕내손매장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14-3번지 대림프라자 117호  

031)426-5100

9/6(화) 한살림서울/소하매장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39번지 골든프라자 1층  

02)897-0071

우리동네에 

  한살림이 

문을 열어요

맑고 깨끗한 전남 함평에서 자란 햅찹쌀과 야생국화, 

우리밀누룩을 주원료로 선조들의 전통 방식 그대로 

빚은 술입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주로 차갑게 해서 

드시면 황국화 특유의 그윽한 향기와 쌉싸름하면서도 

달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햅쌀과 야생국화로 빚어 
향기로운 국화주

9월 
이달의 물품

국화주
자희자양 냉장  

375㎖ 1병 11,200원

500㎖ 1병 16,000원
(500㎖는 선물기획품으로만 공급)

한가위 선물로도 좋습니다.

※현행 주류법상 주류는 한살림 매장에
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세요.

덧술 빚기

밑술을 담가 72시간 발효시킨 뒤 덧술을 빚는다.

국화주 

어떻게
만들어질까?

밑술 준비

01 누룩 준비(법제)  02 도구 준비 및 소독  03 시루 밑물 

끓이기  04 체에 쌀가루를 2~3회 내리기  05 백설기 안

치기  06 백설기 풀기  07 냉각  08 혼화(누룩과 섞기) 

 09 입항(항아리에 담기)  10 발효

밑술을 빚고 밑술로 다시 덧술을 

빚는 이양주 방식입니다.

01 누룩 준비(법제)  02 도구 준비 및 소독  03 시루 밑물 

끓이기  04 쌀 백세하기(씻기) 및 침지(불리기) 이물질이 없

도록 깨끗이 씻은 뒤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다시 씻어 물을 

뺀다.  05 고두밥 찌기 고두밥을 찔 때는 물을 뿌려 쌀이 고

루 익도록 한다.

06 냉각 고두밥을 뒤집어가며 차갑게 식힌다.  07 혼화(고두

밥과 밑술, 누룩 섞기) 식힌 고두밥에 차가운 탕수와 누룩, 밑

술을 부어주고 잘 섞는다.

08 입항(항아리에 담기) 입항한 뒤 남겨 둔 누룩으로 양푼의 

남은 반죽을 닦아내어 항아리 위에 고루 뿌려주고 살짝 눌러

준다.  09 발효 입구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고 보자기와 뚜껑

을 덮어준다. 이불로 감싸 25℃에서 약 48시간 정도 주발효시

키고 식혔다가 후발효를 한다. 후발효는 주발효때의 온도보다 

보다 낮은 17~20℃ 가량의 온도에서 한다.

10 술거르기 용수를 박은 뒤 

하루 지나서 맑은 청주를 떠

내거나 체에 거른 후 가만히 

두어 하루 뒤 위에 뜬 청주

를 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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