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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02)2123-7300

●상담기간 :  2021년 9월2일(목) ~ 9월16일(목) 12시까지

●구입장소 : 학생회관 1층 로비 특설전시코너

●전화문의 : 생협사무실 02)2123-7300

yonseicoop@yonsei.ac.kr / www.yonseicoop.com

※주류 등의 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주문시 배송처 및 핸드폰 번호를 요청합니다.

※택배 접수마감일 2021년 9월 15일(수) 2시까지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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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진심  한우 등심(1++등급이상) 1kg, 채끝 또는 

안심 1kg, 한우정육(1++등급이상, 국거리/불고기) 1kg

장수 진심 한우 등심(1++등급이상)0.5kg, 채끝 또는 

안심 0.5kg, 한우정육(1++등급이상, 국거리/불고기) 1kg

*서울전지역 배송(경기/인천)일부지역 배송

01 - 01   냉장보관

장수 진심 한우 특선 세트(대)
400,000원

01 - 02   냉장보관

장수 진심 한우 특선 세트(중)
300,000원

바닷바람이 빚어낸 명품 

굴비의 본고장 영광 법성포에서 육질이 단단하고 빛깔이 좋은
참조기만을 선별해 전통방식에 따라 천일염으로 섶간한 뒤,
깨끗한 염수에 씻어 바닷바람에 잘 말린 굴비 선물세트입니다.

1.2kg/10미 참굴비, 명품지함

채반, 부직포가방

01 - 03  냉동보관

명품굴비세트 3호
149,000원

1kg/10미 참굴비, 명품지함, 

채반, 부직포가방

01 - 04  냉동보관

명품굴비세트 4호
99,000원

미국산 LA식 갈비 3kg

01 - 05   냉동보관

미국산 LA식 갈비세트
119,000원

7+1

7+1

쫄깃한 육질의 감동 

가족 친지와 지인에게 대접할 일이 많은 시기에 LA 갈비 세트는
명절을 대표하는 인기 세트입니다. 산지에서 최고 품질의
갈비를 골라 롯데 축산 직영 센터에서 정성껏 손질하여 
담백한 맛과 쫄깃한 육질의 감동을 담아냈습니다.

BEST 선물세트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 받는 선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실속을 모두 만족하는 선물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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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버섯

자연의 햇살과 해풍을 맞고 자란 표고버섯을 
정성스럽게 말린 흑화고 선물입니다. 갓의 
모양과 골이 깊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 흑화고 특품 320g (5cm이상/국산)

01 -10  실온보관

자연향 담은 흑화고세트
59,900원사과 12입

01 - 06   실온보관

충주사과세트
8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10+1

사과 8입, 배 6입

01 - 07   실온보관

GAP 사과배 혼합세트
109,0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01 - 09   실온보관

[제]초이스엘 사과 배
7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사과 6입, 배 6입

BEST 선물세트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 받는 선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실속을 모두 만족하는 선물 세트입니다.

배 9입

01 - 08   실온보관

명품 나주 왕배세트
119,0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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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02   냉장보관

무항생제 한우 정육세트 2호  119,000원
한우불고기 1.2kg, 한우국거리 0.6kg, 양념소스

축  산 
환상적인 마블링이 주는 부드러운 맛과 풍미의 향연

 

축
산 | 

한
우·

수
입
육

02 - 05   냉장보관

호주산 와규세트  119,000원
와규윗등심 1kg, 와규불고기 1kg(MBS4~5)

*택배 불가상품 현장 수령만 가능

02 - 01  냉장보관

신선 한우 정육세트  150,000원
한우국거리 1kg, 한우불고기 1kg

*택배 불가상품 현장 수령만 가능

02 - 04   냉장보관

한우 모듬구이 선물세트  159,000원
한우등심 0.5kg, 한우부채살 0.5kg, 보냉가방

*택배 불가상품 현장 수령만 가능

02 - 03  냉장보관

한우 등심 정육 선물세트  199,000원
한우등심 1kg, 한우국거리 0.5kg, 한우불고기 0.5kg

*택배 불가상품 현장 수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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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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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06   냉동보관

호주산 찜갈비 세트 2.4kg  79,900원
호주산찜갈비 2.4kg, 양념소스

02 - 07   냉동보관

호주산 찜갈비 세트 3.2kg  99,900원
호주산찜갈비 3.2kg, 양념소스

02 - 09   냉동보관

명품 한우갈비 1호 세트  239,000원
장수한우갈비 2.8kg(1등급이상), 양념소스

02 - 08   냉동보관

한우갈비 2호 세트  179,000원
한우갈비 1등급 2.1kg+양념소스

10+1

정육 · 갈비
담백한 맛과 쫄깃한 육질의 감동을 담은 선물

02 - 10   냉동보관

한우 사골 세트  59,900원
한우 사골 5kg

02 - 11   냉동보관

한우 우족 세트  69,900원
한우 우족 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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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03 - 05   실온보관

정일품 메론세트
5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메론 4입

03 - 01   실온보관

당도선별 영주사과세트
4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사과 14~15입

03 - 03   실온보관

나주배 세트
7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배 7~10입

03 - 02   실온보관

당도선별 천안배세트
4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배 5~8입

03 - 04   실온보관

유명산지 사과배혼합세트
7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사과 6입, 배 6입

03 - 06   실온보관

샤인머스켓 세트
69,900원 (※예상가/가격변동 있음) 
샤인 3입

과  일
자연과 땀이 빚어낸 명품, 자연의 맛을 담은 과일

     1312



 

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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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당도 과일·견과
유명 산지에서 정성껏 키운 과일과 견과

       더 다양하고 달콤한 리얼허니!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유명산지에서 재배한 최고 품질의 과일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리얼허니입니다.

  SP
EC

IAL CHOICEfruit

03 - 15   냉동보관

산청곶감(情)
79,900원 
개당 35g 이상 24입

03 - 14   냉동보관

지리산 산청 감말랭이 세트
59,900원 
산청곶감 35g이상 16입 / 감말랭이 400g
※상품은 이미지와 다름(진열 상품)

03 - 13   냉동보관

상주곶감
59,900원 
상주곶감 20~24입
※상품은 이미지와 다름(진열 상품)

03 - 10   실온보관

제스프리 골드키위세트 
39,900원 
18~25입

03 - 09   실온보관

골드망고+애플망고 혼합세트
79,900원 
6입

03 - 11   실온보관

스페셜 견과 10종 세트
69,900원
호두 130g, 구운아몬드 200g, 볶음땅콩 220g, 건포도 190g, 건크랜베리 180g, 

해바라기씨 200g, 호박씨 200g, 구운캐슈넛 190g, 믹스넛 160g, 브라질넛 190g

(원산지 : 호두, 구운아몬드, 해바라기씨, 건포도, 건크랜베리 : 미국

볶음땅콩, 호박씨 : 중국, 구운캐슈넛 : 베트남, 브라질넛 : 페루)

03 - 12   실온보관

넛츠박스 6종 세트(핸드캐리어)
29,900원
구운아몬드 270g, 호두 180g, 브라질넛 250g, 구운캐슈넛 250g

(원산지 : 구운아몬드, 호두 : 미국, 브라질넛 : 페루, 캐슈넛 : 베트남)

03 - 08   실온보관

견과 3종 한줌 혼합세트  
69,900원 
호두 120g, 볶음아몬 190g, 건크랜베리 180g , 하루한줌 : 호두(미국) 25%(5g), 

볶음아몬드(미국) 30%(6g), 볶음캐슈넛(베트남) 20%(4g), 건크랜베리(미국) 25%(5g) 

(원산지:호두, 아몬드, 건크랜베리 : 미국, 캐슈넛: 베트남

03 - 07   실온보관

하루건강견과 베리앤 요거트 세트
29,900원
20g×50입(구운아몬드 20%, 호두 20%, 요거트블루베리 15%,
구운캐슈넛 15%, 마카다미아 10%, 구운피칸 10%, 구운헤이즐넛 10%)
(원산지 : 구운아몬드, 호두, 건포도 : 미국, 마가다미아, 피칸, 
헤이즐넛 : 미국, 캐슈넛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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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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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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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청정 바다의 신선함을 간직한 바다의 맛

04 - 06   냉장보관

영광명품굴비세트
79,900원
0.9kg / 10미 참굴비 + 명품지함 + 채반 + 

부직포가방

04 - 01   냉장보관

活)전복세트
99,000원 (※서울, 경기지역 퀵 배송가능) 
3미×3팩(전복 사이즈 9미, 미당 110g 내외)

04 - 03   냉장보관   
제주옥돔세트
169,000원
1.2kg / 옥돔 6미(2팩×600g) + 아이스젤 + 

스티로폼 + 부직포가방

04 - 02   냉장보관   
제주갈치세트
109,000원
1.2kg / 갈치4미(4팩×300g) + 아이스젤 + 스티로폼 + 부직포가방

04 - 04   냉장보관   
제주옥돔갈치세트
109,000원
1.2kg / 옥돔 3미(1팩×600g) + 갈치 2미

(2미×300G) + 아이스젤 + 스티로폼 + 부직포가방

04 - 05   냉장보관

제주옥돔민어세트
89,000원
1.1kg / 옥돔 3미(500g×1팩)+갈치 2미(300g×2팩) 

+ 아이스팩 + 스티로폼 + 부직포가방

04 - 07   냉장보관

명품굴비세트 2호
259,900원
1.4kg / 10미 참굴비 + 명품지함 + 채반 + 

부직포가방

04 - 08   냉장보관

부세굴비세트1호
89,900원
부세굴비 10미 (25-27cm)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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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5 - 02   냉장보관

팔각 프리미엄 한지함세트 2호
99,000원
볶음용 110g×2, 볶음조림용 110g, 조림용멸치 120g, 

국물용멸치 120g, 건새우 70g

05 - 01   냉장보관

멸치 선물세트
58,000원
볶음용 150g, 볶음조림용 230g, 조림용 230g, 

국물용 230g

05 - 03   실온보관

동원 들기름김 세트
9,900원
들기름김 4g×18봉

05 - 05   실온보관

양반김 혼합 3호
25,900원
들기름향이 그윽한 김(전장 5매) 8봉,

동원카놀라유 900ml 1병

05 - 04   실온보관

광천 해저 선물세트 9호
9,900원
전장 23g 4봉, 도시락 4g 12봉, 자반 50g 1봉

05 - 05   실온보관

동원 양반김혼합 10호
14,800원
더바삭한 전장 3봉 75g(25g×3) , 

들기름김 4g×12봉

05 - 08   실온보관

환경을 생각한 기장미역 선물세트
21,900원
ASC인증 기장미역100g×2봉

05 - 07   실온보관

광천 해저 명품세트 5호
39,900원
광천전장김 20g, 광천재래김캔 30g×4

멸치·김
청정해역에서 잡은 담백한 멸치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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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2   냉장보관

나주 친환경 황토더덕세트
99,900원
더덕 대 1kg, 친환경 원물 개체중량 80~110g

 

건
강 | 

버
섯·

수
삼

  SP
EC

IAL CHOICEFresh 
Ginseng

아침 이슬 머금은 자연의 선물 

산지에서 정성스레 재배한 인삼 
중에서도 감별을 거쳐 人의 형태를 
갖추되 체형이 곧고 뇌두가 굵으며

잔뿌리까지 살아 있는 우수한 품질의
명품 수삼만 엄선한 건강 선물입니다.

06 - 09   실온보관

자연향 담은 상황버섯 세트
149,000원
참나무 상황버섯 250g

06 - 06   실온보관

고급 약용혼합세트
109,000원
백화고 160g, 흑화고 150g, 상황채 45g, 영지채 70g

06 - 07   실온보관

자연향담은 표고버섯 세트
79,000원
생표고버섯1.5kg

※ 택배 불가상품 현장 수령만 가능

06 - 10   실온보관

고급 약용세트
149,000원
참나무 상황버섯 130g, 차가버섯 600g(러시아)

06 - 05   냉장보관

자연향 담은 동고 혼합세트
39,900원
동고 75g, 표고채 70g, 표고칩 70g, 향신 65g

06 - 04   냉장보관

자연향 버섯혼합세트 2호
49,900원
표고채, 차가버섯 120g(러시아), 영지버섯 70g,

은이버섯 35g(중국산), 오미자 , 표고칩 50g

06 - 08   실온보관

자연향 담은 백화고세트
179,000원
백화고 특품 480g

06 - 01   냉장보관

6년근 풍기인삼세트
109,000원
중 800g, 개체중량 60g~75g 

06 - 03   실온보관

자연향 버섯혼합세트 1호
49,900원
동고 80g, 표고채 60g × 2입, 건흰목이버섯 35g,

건목이버섯 50g, 표고칩 30g, 표고분말 60g

버섯·수삼
아침 이슬을 머금은 자연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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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1   실온보관

리튠 타트체리진액 골드
60ml × 24포

39,900원

07 - 02   실온보관

리튠 석류진액 골드
60ml × 24포

39,900원

07 - 03   실온보관

리튠 홍삼진 골드
60ml × 24포

39,900원

 

건
강 | 

건
강·

차

07 - 04   실온보관

석류콜라겐진액  17,500원
70ml×21포

07 - 05   실온보관

고려인삼 흑마늘홍삼진액  67,000원
70ml×30포

07 - 08   실온보관

고려인삼 6년 홍삼진액 골드
홍삼진액 골드 80ml×60포

79,000원

07 - 06   실온보관

고려 천종배양근 산삼액
산삼 배양근 산삼액 70ml×30포

65,000원

07 - 07   실온보관

녹용 홍삼 진액(포) 
녹용 홍삼 진액 70ml×30포

65,000원

건  강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위해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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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03   실온보관

바르바네라 끼안티 고베르노
19,900원
*전국 택배 가능

 

와
인 

선
물
세
트

와  인
전문 소믈리에의 솜씨로 엄선한 품격있고 다양한 선물

08 - 01   실온보관

트로잔 홀스 SET
24,900원
*전국 택배 가능

Trojan Horse
미국 세븐일레븐 판매 TOP7
유명 소믈리에
‘송기범’ 추천 와인

트로잔 홀스 샤르도네
잘익은 배와 스톤 푸르트의 량, 오크와 바닐라 터치가 느껴지는 와인 
맛에서는 신선한 과일맛이 돋보이며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가 특징

트로잔 홀스 까베르네 소비뇽
블루베리, 블루베리 다크 체리의 과실향이 특징
바디감과 피니시가 있는 레드 와인

08 - 02   실온보관

프레데릭 르베르디 SET
44,900원
*전국 택배 가능

Frederic Reverdy
페라톤의 창업주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탄생시킨 와인
디켄더 월드 와인
은메달 수상(2009 vintage)

프레데릭 르베르디 꼬뜨 뒤 론 블랑
풀 바디 화이트 와인으로, 클레레트 품종이 주는 산뜻한 느낌과
그르나슈 품종이 주는 바디감과 부드러움이 특징

프레데릭 르베르디 꼬뜨 뒤 론 루즈
잘 익은 검붉은 베리류의 과실향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약간의 향신료와 허브향이 느껴지며, 균형이 잘 잡힌 와인

Barbanera Chianti Governo
1938년 설립, 와인마다 고유의 개성을 담아 생산하는
가족 경영 와이너리

96 point
Annuario dei Migliori Vini
Italiani LUCA MARONI 2020

이태리 유명 산지 끼안티 지역의 빅보틀
끼안티 고베르노
밝고 진한 레드 빛을 띠며, 블랙베리, 야생베리, 바이올렛, 
발사믹의 아로마와 같은 풍부한 과실향이 매력적인 와인
잘 자리잡힌 타닌감이 적당한 구조감을 이루며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2524



09 - 05   실온보관

CJ 특별한선택스페셜 J호
49,900원
카놀라500x2고소함가득참기름330x1올리고700x1식초

500x1구운소금180x2스팸200x5

09 - 02   실온보관

CJ 스팸복합 5호
36,900원
카놀라유 500mlx2, 스팸120g(가로)x8, 스팸120g(세로)x1

CJ 선물세트 모음전CJ 선물세트 모음전

09 - 09  실온보관

CJ 특별한 선택 세트 L-2호  

49,900원
카놀라유 500mlx2, 요리올리고당 700mlx1, 

스팸 200gx6, 스팸 120g(가로)x4

 C
J
 

선
물
세
트 

모
음
전

09 - 06   실온보관

CJ 스팸특선N호
50,900원
카놀라500x2고소함가득참기름330x1스팸200x7

09 - 08   실온보관

CJ 스팸 6호
54,900원
스팸클래식 200g×12입

09 - 07   실온보관

CJ 스팸 세트 8K호
41,900원
스팸 200g×6입, 스팸마일드(L) 200g×3입

09 - 04   실온보관

CJ 스팸복합 1호
36,900원
카놀라유 500mlx2, 스팸 200gx6

09 - 03   실온보관

CJ 스팸복합 2호
40,900원
카놀라유 500mlx3, 스팸 200gx6

09 - 01   실온보관

CJ 프리미엄 14호  
9,900원
카놀라유 500ml×2입, 해바라기씨유 500ml×1입 

09 - 10   실온보관

CJ 특별한 선택 세트 L-3호  

30,900원
카놀라유 500mlx2, 요리올리고당 700mlx1, 

스팸 120g(가로)x6

09 - 13   실온보관

CJ 한뿌리 홍삼대보 
39,800원
40ml×24포

09 - 12   실온보관

CJ 최고의선택 레드라벨 SET
78,900원
카놀라유 500mlx2, 고소함가득참기름 330mlx1,

스팸 200x8g, 스팸 120g(가로)x5

09 - 11   실온보관

CJ 특별한 선택 세트 L-5호  

59,900원
카놀라유 500mlx2, 해바라기씨유 500mlx1,

스팸 200gx8, 스팸 120g(세로)x4

1+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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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선물세트 모음전

10 - 02   실온보관

청정원 16호  20,900원
카놀라유 500ml 2입, 정통사과식초 470ml 1입, 요리유올리고당 

700ml 1입, 잇츠팜 115g x 2입

10 - 01   실온보관

청정원 1호  81,900원
포도씨유 500ml 1개, 카놀라유 500ml 1개, 홍초석류 500ml 1개, 요리올리고

당 700g 1개, 우리팜델리 115g 4개, 우리팜델리 190g 7개,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350ml 1개, 순살참치 135g 1개, 허브맛솔트(순한맛) 95g 1개, 허브맛

솔트(마늘&양파) 95g 1개 

 

청
정
원 

선
물
세
트 

모
음
전

10 - 05   실온보관

청정원 K9호  41,900원

72,900원
카놀라유 500ml 2개, 우리팜델리 190g 1개,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160ml 1개, 천일염가는소금 190g 1개, 요리올리고당 700g 1개, 정통

현미식초 470ml 1개, 우리팜델리 115g 4개

10 - 04   실온보관

청정원 K3호  49,800원
카놀라유 500ml 2개, 사과식초 500ml 1개, 진간장골드 200ml 2

개, 천일염 구운소금 200g 1개, 생강매실 맛술 410ml 1개, 요리순

후추 40g 1개, 올리고당 700g 1개, 잇츠팜 115g(가로) 2개, 우리팜

델리 115g(가로) 5개

10 - 03   실온보관

청정원 K1호  34,900원
카놀라유 500ml 1개, 요리올리고당 700g 1개, 우리팜델리 115g 4개, 우리팜

델리 190g 1개, 고소한건강생각 참기름 160ml 1개, 천일염 가는소금 190g 1개 

2021년 추석 선물세트

올해 명절에도 고마운 분들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선물합니다.

10+1 5+1

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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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선물세트 모음전  

동
원 

선
물
세
트 

모
음
전 

5+1

11 - 05   실온보관

동원 건강한 25호
52,700원
살코기참치 150g×13, 리챔 200g×2, 리챔120g

11 - 02   실온보관

동원 혼합 14호
17,000원
살코기참치 100g×6캔, 카놀라유 500ml×1개

동원 선물세트 모음전

11 - 06   실온보관

동원 건강한 2호
47,100원
살코기참치 100g×7캔, 리챔 오리지날 120g×8캔, 카놀라유500ml×2개

11 - 04   실온보관

동원 튜나리챔 100호
55,700원
살코기참치 135g×12캔, 리챔 오리지날 200g×4캔

11 - 03   실온보관

동원 육포세트 T호
59,900원
육포 490g

11 - 01   실온보관

동원 카놀라유 4호 
8,900원
카놀라유 500g×3개

10+1

11 - 11   실온보관

동원 캔 67호
52,000원
살코기참치 150g×12캔, 런천미트 200g×4캔

11 - 08   실온보관

동원 스폐셜 3호
27,800원
살코기참치 135g×2캔, 리챔 오리지날 120g×4캔, 건강요리유 500ml×2

11 - 12   실온보관

동원 스폐셜 6호
34,200원
살코기참치 100g×6캔, 리챔 오리지날 120g×3캔, 

건강요리유 500ml×2개

11 - 10   실온보관

동원 리챔 6호
41,900원
리챔 오리지날 200g×9캔

11 - 09   실온보관

동원 건강한64-R호
37,400원
살코기참치 135g×6캔, 고추참치 100g×6캔, 리챔 오리지날 120g×4캔

11 - 07   실온보관

동원 참치V20호 세트
34,300원
살코기참치150g×8캔, 고추참치100g×4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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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선물세트 모음전  L
G

 

선
물
세
트 

모
음
전

12 - 06  실온보관

닥터그루트 품격이 다른 탈모증상 완화세트
64,000원
닥터그루트 마이크로바이옴 트리트먼트 10ml×3개  外

10+1

12 - 07   실온보관

히말라야 핑크솔트 33호
33,900원
오가니스트 핑크솔트 샴푸 200ml×2개  外

10+1

12 - 08   실온보관

생활의 품격 #27호
27,900원
로열젤리 샴푸 200ml×1개  外

12 - 09   실온보관

생활의 기쁨 두배세트
18,900원
라앤 로열젤리 샴푸 200ml×1개  外

12 - 10   실온보관

생활의 기쁨 #41호  
41,900원
닥터그루트 샴푸 200ml×1개  外

12 - 11   실온보관

LG 월드 트레블 에디션
16,900원
오가)로즈마리&씨솔트샴푸200ml, 오가)로즈마리&씨솔트컨디200ml, 

페리오 키비티토탈90g, 죽염 청신원 치약 90g, 온)아보카도모이스처바

디워시190g, 온)보타닉 비누 80g

12 - 04   실온보관

생활의 기쁨 #9호
9,900원
엘라스틴 볼륨 샴푸 200ml×1개  外

LG 선물세트 모음전

12 - 05   실온보관

생활의 품격 #16호
16,900원
엘라스틴 마스터컬렉션 데미지 샴푸 200ml×1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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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1   실온보관

LG 프로폴리테라 시그니처 세트
(친환경패키지세트)
65,000원
프로폴리테라 손상모 트릿 280g, 프로폴리테라 샴푸 힘없

는 200ml, 프로폴리테라 힘없는샴푸 500ml, 프로폴리테

라 오일폼 바디워시 500ml, 프로폴리테라 치약 클래식민

트100g

12 - 03   실온보관

황금빛 영양 로열젤리 담은 리엔 36호
36,900원
라앤 로열젤리 샴푸 400ml×1개  外

12 - 02   실온보관

생활의 품격 #24호
24,900원
닥터그루트 힘없는 모발용 샴푸 200ml×1개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