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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전합니다. 

Sends the Mother Nature value to you.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을 담아내어 자연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낸 먹거리, 하늘과 사람을 존중하고 올바른 음식을 가꾸는 

'하늘 농가'의 이야기입니다. 

‘상생’의 철학으로 20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하늘농가’의 정직하

고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연을 꼭 닮은 먹거리, 그 중심에 ‘하늘농가’가 있습니다.

There is a food which the Mother Nature granted herself. 
Food dame with the trust for the Mother Nature without 
denying the heavens with all heart put in, this is the story of 
‘Skyfarm’ which respects the heavens and the people, and 
provides correct food. 
The honest healthy food story of ‘Skyfarm’ which follows the 
philosophy of epigyny for 20 years still continues. 
Mother Nature like food, ‘Skyfarm’ is in the center of it. 

자연 그대로, 건강를 전합니다! 

Sends the healthiness of the Mother Nature!

하늘농가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식품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With the heart of love for Mother Nature and people, 
Skyfarm follows the ‘safe food principle’ thoroughly. 

하늘농가는 생산자와의 산지 계약재배로 

제품 품질을 더욱 더 꼼꼼히 관리합니다.

Under the producing district contract 
cultivation with the producer, Skyfarm 
manages the product qual i ty more 
precisely. 

Leaps as a total food company by 
fulfilling various verification and quality 
management standard of HACCP.

In the whole process from raw material to 
sales, fresh products under the strict 
quality management and cold chain 
system is sold.

Maintains the best hygiene, cleanliness 
condition from producing, all process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생산, 제조의 전 과정과 유통까지 최상의 

위생,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각종 인증과 HACCP의 품질관리 기준등

을 준수하여 종합식품회사로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원료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콜드체인시스템에 의

한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 2
3 4

대표 고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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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비빔밥 고추장소스맛/ Bibimbap with wild vegetables, gochujang (pepper paste sauce)

산채비빔밥/ Bibimbap with wild vegetables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덜 매운 고추장으로 맛을 낸 고추장소스 맛 산채비빔밥 

•  한국의 전통 국산 산채 나물인 곤드레, 고사리, 도라지, 버섯의 본래의 향과 맛이 살아 

있습니다.

• 가열조리 후에도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찜팩용기에 고추장소스로 맛있게 비빈 양념 

밥 위에 갓 볶아낸 산나물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 전자레인지로 2~3분 정도 간단히 가열 조리만 하면 방금 만든 산채나물밥처럼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 A wild vegetables babimbap with gochujang (less spicy pepper paste sauce) for everyone of all age 
to enjoy. 

• The natural scent and taste of Korean traditional wild vegetable cirsium setidens, bracken, balloon 
flower, and mushroom is alive.

• In a steam pack container with maintains the moisture after the cooking, on top of a seasoned rice 
with gochujang sauce, roasted mountain vegetable is abundantly put in. 

• A warm meal of newly made wild vegetable rice is made with 2~3 minute of simple heating from 
the microwave. 

• A wild vegetables bibimbap with seasoning soy sauce making the scent and taste of the 
mountain vegetable for flavorful. 

• The natural scent and taste of Korean traditional wild vegetable cirsium setidens, bracken, 
balloon flower, and mushroom is alive.

• In a steam pack container with maintains the moisture after the cooking, on top of a seasoned 
rice with soy sauce, roasted mountain vegetable is abundantly put in. 

 산채비빔밥 간장소스맛/ Bibimbap with wild vegetables, soy sauce

• 산나물의 향과 맛이 더욱 살아나는 감칠맛 나는 간장 비빔양념소스로 맛을 낸 

간장소스 맛 산채비빔밥

• 한국의 전통 국산 산채나물인 곤드레, 고사리, 도라지, 버섯의 본래의 향과 맛이 

살아있습니다.

• 가열 조리 후에도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찜팩용기에 간장소스로 맛있게 비

빈 양념 밥 위에 갓 볶아낸 산채나물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밥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2  700W=3분, 1000W=2분 40초, 1200W=1분 30초 가열해주세요 (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3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를 해주세요. 
4 따뜻한 산채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Heat it for 700W=3 min, 1000W=2 min 40 sec, 1200W=1 min 30 sec.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3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onds more. 
4 Warm bibimbap with wild vegetable is complete.

2 3

Microwave cook 

quick vege-rice for 

immediat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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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라지 무침/ sliced Balloon flower root salad 고사리 볶음/ stir-fried Bracken

아삭아삭한 채도라지에 새콤한 도라지 무침소스와 매실청을 넣고 

상큼하게 무쳐낸 도라지 무침

A sliced Balloon flower root salad made with crunchy sliced 
Ballon flower root and sweet and sour salad sauce with plum 
extract.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들기름, 들깨가루를 넣고 

고소하게 볶아낸 고사리 볶음

 Aromatically stir-fried Bracken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sauce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0~30초 동안 가열하여 약간의 살얼음이 남아있는 정도로만 해동시켜주세요.

   (해동이 될된 경우 조금더 가열하여 주십시요.) 

3  해동 후 접시에 담아주시면 새콤한 도라지 무침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700W standard, heat for 20~30 seconds until there is thin ice left.
 (If defrosting is not done yet, heat for a bit more)
3 After defrosting, put it in a plate and a sweet and sour Balloon flower root salad side dish is complete.

4 5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고사리 볶음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stir-fried Bracken side dish is complete.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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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 볶음/ stir-fried Cirsium setidens 더덕채 볶음/ stir-fried DEODEOK slice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름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낸 곤드레 볶음

Softly stir-fried Cirsium setidens stir-fried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vegetable sauce. 

아삭한 식감과 향이 일품인 더덕채에 식욕을 자극하는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장을 버무려 볶아낸 더덕채 볶음

Stir-fried slice DEODEOK mixed with sweet and 
spicy gochujang (pepper paste sauce flavor) which 

stimulates the appetite with the best crunchy texture 
and scented sliced DEODEOK.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곤드레 볶음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stir-fried Cirsium setidens side dish is complete.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더덕채 볶음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stir-fried DEODEOK slice side dish is complete.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6 7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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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름,들깨가루를 넣고 

고소하게 볶아낸 쌉싸름한 취나물 볶음

Bitter tasting stir-fried Aster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vegetable sauce. 

8 9

취나물 볶음/ stir-fried Aster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취나물 볶음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stir-fried Aster side dish is complete..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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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래기 지짐/ pan-fried Radish leaves 부지갱이 볶음/ stir-fried Aster Yomena

구수한 멸치된장소스를 넣고 지짐방식으로 조리된 

부드러운 무시래기 지짐

Soft boiled Radish leaves cook in a pan-fried method with 
delightful anchovy bean paste sauce.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름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낸 부지갱이 볶음

Softly stir-fried Aster Yomena fried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vegetable sauce.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무시래기 지짐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pan-fried Radish leaves side dish is complete.

1 종이상자를 벗긴 뒤 용기 비닐을 뜯지 않고 냉동상태로 전자레인지에 세워서 넣어주세요.

2 700W기준 2인분, 1000W기준 1분 40초동안 조리해 주세요.(전자레인지의 정격출력을 확인하여 조리해 주세요.) 
	 ※ 제품이 차가울 경우 약 10~20초간 더 조리해 주세요. 

 ※ 전자레인지가 없을 시에는 끓는물에서 10분간 봉지채 넣고 중탕해 주셔도 됩니다.

3  맛있는 부지갱이 볶음 반찬이 완성됩니다.

1 After taking off the paper box, put it in the microwave frozen without taking off the vinyl. 
2 Cook 2 min for 700W, 1 min 40 sec for 1000W standard. (Check the rated output of the microwave then cook)
 ※ If the product is still cold, cook for approx. 10~20 sec more.  
 ※ If you do not have a microwave, you can cook in a double boiler for 10 minutes. 
3 Delicious stir-fried Aster Yomena side dish is complete.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바로먹는 렌지쿡 
즉석나물반찬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그대로 데워 먹는 you eat by heating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Microwave cook 

quick vege-side dish, 

for immediat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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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Process설비&공정과정

입고 검사 및 하역작업 / Warehousing inspection and cargo work 

포장공정 / packaging process

외포장공정 / outer packaging process

세척 작업 / cleaning work

자동용기 포장공정 / auto container packaging process 나물볶음 공정 / vegetable frying process

제품 출고창고 / product release warehouse

데침공정 / parboiling process

실험실 및 연구실 / research lab and testing lab

불림·냉각공정 / soaking·cooling process 

자동 세척공정 / auto cleaning process 금속검출기 검사 / metal detector examination

에어샤워실 / air shower room

선별공정 / selecting process

하늘농가 전경 / panorama of Skyfarm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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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라지 무침
아삭아삭한 채도라지에 새콤한 도라지 무침
소스와 매실청을 넣고 상큼하게 무쳐낸 도
라지 무침

sliced Balloon flower root salad 
A sliced Balloon flower root salad made 
with crunchy sliced Ballon flower root and 
sweet and sour salad sauce with plum ex-
tract.

stir-fried Bracken
Aromatically stir-fried Bracken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sauce

stir-fried DEODEOK slice 

Stir-fried slice DEODEOK mixed with 
sweet and spicy gochujang (pepper paste 
sauce flavor) which stimulates the appetite 
with the best crunchy texture and scented 
sliced DEODEOK. 

stir-fried Cirsium setidens
Softly stir-fried Cirsium setidens stir-fried-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
ful vegetable sauce. 

pan-fried Radish leaves 
Soft boiled Radish leaves cook in a Pan-
fried method with delightful anchovy bean 
paste sauce. 

stir-fried Aster Yomena 
Softly stir-fried Aster Yomena fried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vegetable sauce. 

stir-fried Aster
Bitter tasting stir-fried Aster with perilla 
seed oil and powder with flavorful vegeta-
ble sauce. 

Bibimbap with wild vegetable / 
soy sauce flavor / gochujang sauce
If a steam pack container which maintains 
the flavor and moisture like newly made 
rice is used in the microwave for 2~3 min 
for cooking, you can enjoy the bibimbap 
with wild vegetable with abundant scent and 
taste of the wild vegetable. 

곤드레 볶음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름
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낸 곤드레 볶음

무시래기 지짐 
구수한 멸치된장소스를 넣고 지짐방식으로 
조리된 부드러운 무시래기 지짐

취나물 볶음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
름,들깨가루를 넣고 고소하게 볶아낸 쌉싸
름한 취나물 볶음

고사리 볶음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들기름, 들깨
가루를 넣고 고소하게 볶아낸 고사리 볶음

더덕채 볶음 
아삭한 식감과 향이 일품인 더덕채에 식욕
을 자극하는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장을 
버무려 볶아낸 더덕채 볶음

부지갱이 볶음
감칠맛 나는 나물볶음소스와 고소한 들기름
을 넣고 부드럽게 볶아낸 부지갱이 볶음

산채비빔밥 / 간장맛 / 고추장맛 
갓 지어낸 집밥처럼 풍미와 촉촉함이 그대
로 유지되는 찜팩 용기를 사용하여 전자레
인지에 2~3분정도 가열하면 바로 풍성한 
산나물의 향과 맛의 산채비빔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인증서&수상 렌지쿡 냉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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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건취나물

Korean dried Aster

국산건도라지

Korean dried Balloon flower

국산건쑥부쟁이

Korean dried Aster Yomena

국산건방풍나물

Korean dried siler divaricata
국산건표고버섯 (통)

Korean dried shitake (whole)

국산건단호박

Korean dried sweet pumpkin

국산건무시래기

Korean dried Radish green

국산건가지

Korean dried eggplant

국산건망초대

Korean dried hosreweed

국산건고사리

Korean dried Bracken
국산건표고버섯 (슬라이스)

Korean dried shitake(slice)

국산건곤드레

Korean dried Cirsium setidens

국산무말랭이

Korean dried sliced daikon

국산건토란대

Korean dried taro stem

국산건달맞이순

Korean dried evening primrose root

국산건호박

Korean dried pumpkpin

국산건표고버섯 (밥용)

Korean dried shitake (for rice)

국산건뽕잎

Korean dried mullberry leaf

국산건고구마순

Korean dried sweet potato stalk

국산건냉이

Korean dried shepherd’s purse

국산건삼나물

Korean dried samnameul

국산건부지갱이

Korean dried Aster Yomena

국산건고추잎

Korean dried red-pepper leaf하늘농가 선물세트 8종 

8 kinds of Skyfarm present set

하늘농가 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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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products of Sky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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