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새날, 새 아침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새날 맞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 

고객님 가정에 만복이 가득 전해지는 

수협 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2015 suhyup gift collection ┃05※ 발행일(2015. 01. 10)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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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마음 

수협이 전합니다

수협 국산수산물 대표브랜드

매   장 :    1588-3355

2015
설날굴비세트

국내 청정바다의 자연환경과 최상의 건조 조건속에서

천일염으로 염장한 최상품만을 고르고 골라 엄선한 프리미엄 굴비입니다.

바다마트

05-01 수협 참맛굴비(특10미)

·특4호 2.0kg	 380,000원

·특5호 1.8kg	 280,000원

·특6호 1.6kg	 200,000원

·특7호 1.4kg	 130,000원

·특8호 1.2kg	 110,000원

·특4호 24~25cm / 2.0kg	 380,000원

·특5호 22~24cm / 1.8kg	 280,000원

·특7호 21~22cm / 1.4kg	 130,000원

05-02 수협 참맛보리굴비 (10미)

·상1호 2.3kg	 100,000원

·상2호 2.0kg	 70,000원

·상3호 1.8kg	 60,000원

05-03 수협 참맛굴비 (상 / 20미)



06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07※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호 옥돔 3kg 185,000원

·2호 옥돔 2kg 125,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어획, 현지 가공한 명품 옥돔

06-01 명품 옥돔세트 (특호)

·1호 옥돔 3kg 150,000원

·2호 옥돔 2kg 105,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어획, 현지 가공한 명품 옥돔

06-02 명품 옥돔세트 (상호)

2015
설날맑고 깨끗한 제주도 앞바다에서 갓 잡은 옥돔은 맛과 영양이 특별해 

보내시는 분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립니다.

 ·은갈치 4팩/1.6kg / 옥돔상 4미/1kg	 150,000원

제주산 갈치와 옥돔으로 구성한 혼합세트

06-03 제주 은갈치·옥돔세트 

 ·옥돔상 4미/1kg / 뼈없는고등어 1.5kg	 95,000원

제주옥돔과 뼈없는 고등어로 구성한 혼합세트

06-04 제주 옥돔·고등어세트 

 ·옥돔상 4미/1kg / 참조기 16미/1.3kg	 100,000원

제주옥돔과 참조기를 낱개 포장하여 조리와 보관이 편리한 혼합세트

06-05 제주 옥돔·참조기세트 

바다마트

옥돔·갈치·전복

바다마트

옥돔·갈치·전복

· 갈치 특대5미/15토막/2.9kg	 250,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어획, 현지 가공한 명품 갈치.

07-01 명품 은갈치세트

 ·4미/8토막 1.6kg	 100,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어획, 현지 가공한 수협의 프리미엄 갈치

07-02 프리미엄 은갈치세트 

 ·1호 5팩/1.5kg	 72,000원

 ·2호 4팩/1.2kg	 60,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어획, 현지 가공한 명품 갈치

07-03 진공 은갈치세트

· 1호 1kg (7~8미)	 120,000원

·2호 1kg (9~10미)	 100,000원

· 3호 1kg (11~12미)	 85,000원

· 4호 1kg (13~14미)	 80,000원

청정 완도의 참전복

07-04 활전복세트

·특1호 1kg (5~7미)	 300,000원

·특2호 1kg (8~10미)	 260,000원

청정 완도의 자연산 참전복

07-05 활전복세트 (자연산)



08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09※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설날

 ·은갈치 4팩(1.6kg) / 뼈없는고등어 1.5kg	 135,000원

제주산 갈치와 뼈없는 고등어로 구성한 혼합세트

09-01 제주 은갈치·고등어세트

 · 청정생굴비 6미/510g + 뼈없는고등어 10팩/2kg	 60,000원			
제주산 생굴비와 뼈없는고등어로 구성한 혼합세트

09-02 생굴비·고등어세트

 ·1호 3kg 이상 (10~13팩)	 44,000원

 ·2호 2kg 이상 (7~9팩)	 32,000원

제주 연근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의 뼈와 내장을 발라내고 물간을 한 간고등어세트

09-03 제주 간고등어세트

 ·참조기 16미/1.3kg / 뼈없는고등어 1.5kg	 85,000원

참조기와 뼈없는고등어를 낱개 포장하여 조리와 보관이 편리한 혼합세트

09-04 제주 참조기·고등어세트

 ·은갈치 4팩(1.6kg) / 참조기 16미/1.3kg	 140,000원

제주갈치와 참조기를 낱개 포장하여 조리와 보관이 편리한 혼합세트

09-05 제주 은갈치·참조기세트 

 ·1호 참조기 30미/2.5kg	 80,000원 

 ·2호 참조기 20미/1.7kg	 55,000원

갓 잡은 참조기를 급냉후 포장한 더욱 신선한 상품

09-06 제주 참조기세트 

수온이 알맞고 먹잇감이 풍부한 제주 앞바다에서 어획한 고등어와 

참조기는 먹기 좋게 손질하여 조리와 보관이 편리한 선물세트 입니다.

 ·1호 3kg 내외(13~16팩)	 70,000원

 ·2호 2kg 내외(9~11팩)	 50,000원

연근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의 뼈와 내장을 제거한 알뜰세트 상품

08-01 뼈없는 고등어세트

바다마트

고등어·참조기·혼합세트

바다마트

고등어·참조기·혼합세트



10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11※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설날칼슘의 보고 멸치를 정성스레 삶고 말려 만들었습니다. 맛이 깊고 고소한 

최고 품질의 멸치는 오랜기간 보존이 가능하여 더욱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국물멸치 500g, 볶음멸치 500g	 32,000원

11-01 멸치실속 파우치세트 1호 

 ·조림멸치 300g, 볶음조림멸치 300g, 볶음멸치 300g	 37,000원

11-02 멸치실속 파우치세트 2호

·은멸치 880g	 280,000원

11-03 특품 은멸치세트

·은멸치 440g, 볶음조림멸치 250g, 볶음멸치 300g 	180,000원

11-04 특품 은멸치 혼합세트

 ·은멸치 220g, 조림멸치 250g,	 100,000원

   볶음조림멸치 250g, 볶음멸치 300g

11-05 특품 멸치 혼합세트

 ·조림멸치 250g, 꽃새우 200g,	 60,000원

   볶음조림멸치 300g, 볶음멸치 350g

11-06 고급 건어 혼합세트

 ·국물멸치 350g, 조림멸치 350g, 볶움조림멸치 350g,	 53,000원

   볶음멸치 400g

10-01 명품여울빛 멸치세트

바다마트 바다마트

멸치·멸치혼합 멸치·멸치혼합



12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13※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설날

 ·국물멸치 450g, 볶음조림멸치 450g, 볶음멸치 550g 55,000원

13-01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2호 

 ·국물멸치 500g, 조림멸치 400g, 볶음멸치 700g 60,000원

13-02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3호

 ·국물멸치(숏) 400g, 볶음조림멸치 500g,  55,000원

   볶음멸치(숏) 500g

13-06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7호 

 ·조림멸치(숏) 400g, 볶음조림멸치 550g,  65,000원

   볶음멸치(숏) 500g

13-07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8호 

 ·은멸치 300g, 조림멸치 300g, 볶음조림멸치 300g,   125,000원

   볶음멸치 400g

12-01 고급 은멸치 혼합세트

 ·국물멸치 450g, 조림멸치 200g, 볶음조림멸치 250g,  60,000원

   볶음멸치 600g

12-02 고급 멸치 4종세트

 ·꽃새우(숏) 170g, 건홍합(숏) 300g, 	 75,000원

   볶음조림멸치 550g, 볶음멸치 700g

12-03 고급 혼합 4종세트 1호

 ·꽃새우(숏) 170g, 꼴뚜기(숏) 250g, 	 75,000원 

   볶음조림멸치 550g, 볶음멸치 700g

12-04 고급 혼합 4종세트 2호

 ·건홍합(숏) 300g, 꼴뚜기(숏) 250g,  70,000원

   볶음조림멸치 550g, 볶음멸치 700g

12-05 고급 혼합 4종세트 3호

 ·조림멸치 550g, 볶음조림멸치 550g, 볶음멸치 700g	 70,000원

12-06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1호

 ·국물멸치 500g, 	 65,000원

   볶음조림멸치(숏) 500g, 볶음멸치 700g

13-03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4호

 ·조림멸치 500g,  75,000원

   볶음조림멸치(숏) 550g, 볶음멸치 700g

13-04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5호

 ·국물멸치 500g, 	 60,000원

   조림멸치(숏) 500g, 볶음멸치 700g

13-05 프리미엄 멸치선물세트 6호

칼슘의 보고 멸치를 정성스레 삶고 말려 만들었습니다. 

맛이 깊고 고소한 최고 품질의 멸치는 오랜기간 보존이 가능하여 더욱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바다마트 바다마트

멸치·멸치혼합 멸치·멸치혼합



14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15※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설날

 ·볶음조림멸치 300g, 	 50,000원

   건홍합 700g, 볶음멸치 350g

15-01 실속혼합세트 3종 2호

 ·조림멸치 500g, 	 65,000원  

   꽃새우(숏) 200g, 볶음멸치 600g

15-04 프리미엄 혼합세트 2호 

 ·볶음조림멸치 500g, 65,000원

   꼴뚜기(숏) 450g, 볶음멸치 600g

15-07 프리미엄 혼합세트 5호 

 ·볶음조림멸치 300g, 	 45,000원

   꼴뚜기 400g, 볶음멸치 350g

15-02 실속혼합세트 3종 3호

 ·볶음조림멸치 500g,	 65,000원

   꽃새우(숏) 200g, 볶음멸치 600g

15-05 프리미엄 혼합세트 3호 

 ·볶음조림멸치 500g, 	 65,000원   

   진미채(숏) 300g, 볶음멸치 700g

15-08 프리미엄 혼합세트 6호 

 ·건홍합 700g, 	 60,000원

   꼴뚜기(숏) 400g, 볶음멸치 600g

15-03 프리미엄 혼합세트 1호

 ·볶음조림멸치 500g, 65,000원

   건홍합(숏) 600g, 볶음멸치 600g

15-06 프리미엄 혼합세트 4호 

 ·꼴뚜기 500g, 	 60,000원

   건홍합(숏) 700g, 꽃새우 200g

15-09 프리미엄 혼합세트 7호 

 ·1-1호 볶음멸치 1.5kg 	 52,000원

 ·1-2호 볶음조림멸치 1.5kg	 50,000원

 ·1-3호 조림멸치 1.5kg	 47,000원

 ·1-4호 국물멸치 1.5kg 	 25,000원

14-01 실속멸치세트 1호

 ·국물멸치 300g,  40,000원

   볶음조림멸치 300g,  볶음멸치 350g

14-04 멸치실속세트 4-1호

 ·국물멸치 500g, 꽃새우 250g  32,000원

14-07 실속혼합세트 2종 3호

 ·2-1호 국물멸치 1kg, 볶음멸치 1kg  50,000원

 ·2-2호 국물멸치 1kg, 볶음조림멸치 1kg  49,000원

 ·2-3호 국물멸치 1kg, 조림멸치 1kg  47,000원

14-02 실속멸치세트 2호

 ·조림멸치 300g,  45,000원

   볶음조림멸치 300g, 볶음멸치 350g

14-05 멸치실속세트 4-2호

 ·국물멸치 500g, 꼴뚜기500g 32,000원

14-08 실속혼합세트 2종 3호

 ·국물멸치 500g, 조림멸치 500g  28,000원

14-03 실속멸치세트 3호

 ·국물멸치 500g, 건홍합 700g	 30,000원

14-06 실속혼합세트 2종 1호

 ·볶음조림멸치 300g,  45,000원

   꽃새우 200g, 볶음멸치 350g

14-09 실속혼합세트 3종 1호

칼슘의 보고 멸치를 정성스레 삶고 말려 만들었습니다. 

맛이 깊고 고소한 최고 품질의 멸치는 오랜기간 보존이 가능하여 더욱 실용적인 상품입니다.

바다마트 바다마트

멸치혼합 멸치혼합



16 ┃ 2015 suhyup gift collection 2015 suhyup gift collection ┃17※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재된 사진은 연출이미지로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행일(2015. 01. 14) 이후 일부 상품은 등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설날

 ·특품돌김 50매×4	 35,000원

17-01 잇바디 돌김 특품세트 1호

 ·특품돌김 50매×2	 19,000원

17-02 잇바디 돌김 특품세트 2호

 ·1호 김자반 5봉, 구운돌김 11봉	 27,000원 

 ·2호 김자반 5봉, 구운파래김 7봉	 22,000원

 ·3호 김자반 13봉	 32,000원

17-03 김자반세트

 ·구운돌김 10봉	 18,000원

17-04 구운돌김세트

 ·국물멸치1kg, 특품돌김 50매×2	 35,000원

16-01 멸치, 잇바디 돌김세트 1호

 ·볶음멸치 1kg, 특품돌김 50매×2	 50,000원

16-02 멸치, 잇바디 돌김세트 2호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가공한

다양한 맛의 마른 수산물들로 받으시는 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드립니다.

바다마트 바다마트

김세트 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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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거리로

푸짐하고 실속있게 담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2015
설날

 ·1호 10미	 165,000원

 ·2호 10미	 135,000원

 ·3호 10미	 115,000원

군산시를 대표하는 생선으로 건조하여 먹는 별미

18-05 군산시 수협 함초박대

 ·1호 어간장 750mlX2(3년산) 39,000원

 ·2호 어간장 750ml+국물멸치 400g 33,000원

18-03 어간장 세트

 ·울릉도 마른오징어5미(240g)X2	 25,000원

18-01 청정어장 마른오징어

 ·황태포 10미 (70g이상X10)	 45,000원

18-02 첫사랑 황태포

바다마트

기타수산물

 ·85g×12캔	 29,000원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직접 키우고 채취한 굴을 참나무로 훈연하여 해바라기씨유에 

담은 위생적인 통조림제품으로 단백질과 타우린의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지난 15여년간 미주,유럽등지로 수출중인 제품으로 간식용으로 바로 

드시거나 크래커에 올려서 술안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18-04 굴훈제통조림(해바라기씨유)굴수하식수협

 ·간재미 1팩(1미), 	 85,000원

    갑오징어 1팩(1~2미), 박대 1팩(2~3미),       

병어 1팩(1미), 장대 1팩(1~2미), 조기 1팩(5미)

손질이 필요없이 제삿상에 직접 올리는 최고의 제수용 수산물 선물세트

18-06 제수용 선물세트군산시수협군산시수협

바다마트

축산세트
우리 땅에서 먹고 자란 건강한 한우 중에서도 

육질과 마블링이 뛰어난 고급 부위만을 선별하여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3.2kg 210,000원

   찜갈비(1등급) 800gX4, 양념소스

19-02 한우 찜갈비 세트

 ·4kg  220,000원

   찜갈비 800gX2(1등급), 불고기 1.6kg, 국거리 800g	

19-03 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

 ·5kg 내외(한우 꼬리반골)	 89,000원   

19-04 한우 꼬리반골 세트 

 ·3.2kg  140,000원

   산적 800g, 불고기 1.6kg, 국거리 800g 

19-05 한우 제수용 냉장세트

 ·2.4kg	 130,000원

   장조림 800g, 불고기 800g, 국거리 800g, 양념소스

19-06 한우 실속 냉장세트 

 ·5kg 내외(한우 우족)	 99,000원   

19-07 한우 우족 세트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3kg 등심, 채끝,로스 각 1kg(1등급)	 300,000원

 ·5kg 등심 2kg, 채끝 2kg, 로스 1kg(1등급)	 450,000원

19-01 한우 프리미엄 냉장세트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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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설날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연으로부터 온 제철 과일들로 속성재배가 아닌

제철의 자연상태에서 숙성되어 맛과 향은 물론 과즙이 풍부한 청과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바다마트 바다마트

과일·특산물 과일·특산물

 ·사과 15~16입	 49,000원

21-01 유명산지 사과세트 2호

 ·5kg/15내	 55,000원

21-04 명품 레드향세트

 ·백화고 550g(국내산)	 108,000원

 ·흑화고 400g(국내산)	 69,000원

 ·화고 혼합 백화고200g+	 79,000원

                 흑화고200g(국내산)

21-07 명품 유기농 화고세트 

 ·배 8~10입	 55,000원

21-02 유명산지 배세트 1호 

·1.6kg 40입	 45,000원

21-05 상주곶감 지함세트 1호 

 ·매 11뿌리 내외(수삼 대 750g)	 108,000원

 ·난 10뿌리 내외(수삼 소 450g)	 68,000원

21-08 명품 수삼세트 

 ·5kg/15내	 49,000원

21-03 명품 한라봉세트

·1kg 32입	 33,000원

21-06 상주곶감 지함세트 2호 

 ·매 20뿌리 내외(더덕 특 1.5kg)	 69,000원

 ·난 29뿌리 내외(더덕 상 1.0kg)	 49,000원

21-09 명품 더덕세트

 ·사과 6입+배 6입	 55,000원

20-02 유명산지 사과·배세트 

 ·사과 12입	 69,000원
우수생산자의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고품질의 사과세트

20-03 명품 사과세트 1호

 ·배 8~10입	 62,000원
우수생산자의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고품질의 신고배세트

20-04 명품 배세트 1호

 ·사과 6입+배 6입	 75,000원
전국 우수산지의 사과·배 중 색택, 당도, 외형 등을 엄선하여 구성한 혼합세트

20-01 명품 사과·배 혼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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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설날

바다마트 바다마트

주류·통조림·오일·생활용품 주류·통조림·오일·생활용품

 ·복분자375ml 4본+잔 2개	 28,000원

22-01 복분자

 ·카놀라유500ml 2개,  	 26,500원 

     참기름55ml 2개, 런천미트200g 2개, 

     살코기 (안심)100g 4개

23-02 해표 안심특선 22호 

 ·스팸 클래식 200g 9개	 34,800원  

23-05 CJ 스팸8호

 ·백설 쌀눈유500ml 1개, 	 9,900원

   백설 카놀라유500ml 2개

23-08 CJ 백설 프리미엄 11호

 ·카놀라유500ml 2개, 	 30,800원

     우리팜델리115g 4개, 우리팜델리190g 1개, 

통참깨참기름160ml 1개, 천일염가는소금190g 1개

23-03 대상 청정원 7호

 ·본품 1병 + 그라스 2EA	 33,800원

23-06 대상 우리팜 5호

 ·참기름160ml 1개, 참기름500ml 2개	 30,600원

23-09 오뚜기 참기름 1호

 ·스팸클래식 200g 4개, 	 31,800원

   연어 135g 2개, 백설 카놀라유 500ml 2개

23-01 CJ 특선 21호

 ·카놀라유 500ml 2개, 	 28,000원

     런천미트 115g 2개, 우리팜델리 115g 2개, 

요리하는 올리고당 700g 1개

23-04 대상 청정원 12호

 ·백설 올리브유500ml 1개,	 18,900원  

   백설 포도씨유500ml 1개, 백설 카놀라유500ml 1개

23-07 CJ 백설 프리미엄 3호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알마에스파냐틴토 750ml	15,000원

   +블랑코 와인세트 750ml

22-02 알마에스파냐

 ·스팸 클래식 200g 3개, 	19,800원

   백설 카놀라유 500ml 2개

22-03 CJ 스팸고급유7호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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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설날

 ·카놀라유500ml 2개, 	 8,800원

   옥수수유500ml 1개

24-01 대상 고급유 6호

 ·6년근 홍삼진액 80mX60포	 69,000원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6년근 홍삼액,영지,당귀 등 한약재를 최신공법으로 

추출가공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대한민국 특산품의 원료인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영지,당귀,대추,갈근,천궁같은우수한 한약재로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입니다. 

24-04 고려6년근홍삼 진액골드

 ·리엔 자윤비책 중건성샴푸 200X2,  16,900원

     온)다마스크 로즈 바디워시 180g 세트X2, 온더바디 촉촉한 

내추럴바 80g(세트)X1 , 온더바디 스위트러브 퍼퓸 비누 80g(

세트)X1,  리엔 비누 80g(세트)X1, 죽염 영지백고 치약 90X2, 

페리오토탈7 캐비티케어 90G개입레드(세트)X4

24-07 LG D호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9,900원

   고소한 햇바삭김4g 18봉

24-02 CJ 햇바삭김5호

 ·온더바디 촉촉한 내추럴바 80g(세트)_Y14, 9,900원

    페리오토탈7 캐비티케어 90G 개입블루(세트)X2, 

페리오토탈7 캐비티케어 90G개입레드(세트)X4, ES 볼륨 

샴푸 200ml, ES 볼륨 컨디셔너 200ml, 온더바디 바디워시 

미니스구성 70ml

24-05 LG 1호

 ·미쟝센 펄샤이닝 모이스쳐 샴푸 180mlX1,  9,900원

     미쟝센 펄샤이닝 모이스쳐 린스 180mlX1, 두보레 장미 

모이스처라이징바 80gX2, 메디안 바이탈 액션치약 90gX4,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90gX2

24-08 아모레 선물세트 AP 단장 1호

 ·올리브유 식탁김(절지10매) 24봉	 9,900원

24-03 동원 올리브김세트-S호

 ·리엔 자윤비책 중건성샴푸 200X2,  13,900원

    리엔 비누 80g(세트)X4, 죽염 영지백고 치약 90X6

24-06 LG 2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180ml,   9,900원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린스 180m, 덴탈크리닉 2080 오리지날 

알파 블루 치약 90gX2, 덴탈크리닉 2080 오리지날 알파 화이트 

치약 90gX4, 포인트 베리&요거트 비누 80gX2

24-09 애경 행복1호

바다마트

오일·생활용품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묶음
묶음판매
상품입니다

   수산물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 상품 상세 문의   031. 762. 5794~7 

• 상품 구매 (전품목 대표 문의 전화)   1588-3355 (가까운 수협 바다마트와 연결됩니다)

   선물세트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 상담내용   ·수산물 선물세트 상담 

 ·납품 (창립기념일, 유통업체, 사은품, 판촉상품 등) 

 ·기자재 (기업단체급식, 병원, 호텔납품 등) 

   바다마트 상담안내 (약도는 우측면참조) 

• 대표전화   1588-3355 (가까운 수협 바다마트와 연결 됩니다.)

구매 가이드 2015
설날

 지역 매장명 주 소 전화번호

 
수도권

 잠실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02. 2240. 3103 ~ 5

  서초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 (서초동) 02. 3478. 0631

 지방 둔산점 대전시 서구 청사로 220 042. 480. 2690 ~ 3

| 수협 바다회상

 지역 매장명 주 소 전화번호

  잠실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02. 2240. 3103 ~ 5

  동대문점 서울시 중구 마장로1길 25 (신당동) 02. 2232. 6211

  신내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4길 21 (신내동) 02. 3423. 0100 ~ 3

  상계점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 (중계동) 02. 931. 8343 ~ 5

  종암점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종암동) 02. 943. 4144 ~ 6

  노량진점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4 (노량진동) 02. 813. 6114 ~ 5

  노량진시장점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 02. 821. 3562

 
수도권

 신도림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43 (신도림동) 02. 2632. 4922 ~ 3

  원효점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11 (산천동) 02. 704. 4681

  온수역점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51-1 02. 2066. 3995 ~ 7

  강서점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24 (외발산동) 02. 2669. 9501 ~ 3

  탄현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15-22 (탄현동) 031. 919. 0724 ~ 6

  미금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79 (금곡동) 031. 718. 2161 ~ 3

  신장점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2번길 17 (신장동) 031. 794. 6114

  수원유통센터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구운동) 031. 298. 1616

 

지방

 원주무실점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860-1 033. 744. 4114

  강릉점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54 (포남동) 033. 651. 4501 ~ 3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연동) 064. 743. 2989

| 수협 바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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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선물을 원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에 상의하십시오.

상품의 세심한 부분까지 고객님의 마음에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유통센터점탄현점

잠실점 동대문점

종암점신도림점

수협바다마트  추석 선물특선집 2015
설날

상계점 종암점

원효점

강서점 신장점미금점

강릉점 제주점 서초점 둔산점

노량진점

신내점

노량진시장점 온수역점

원주무실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