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yearshop.co.kr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연과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백년화편은
자연과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는 옛 방식으로
매일 만드는 건강한 떡을 나누는
떡 명장의 정직한 브랜드 입니다.

대한명인은 대한민국 각 분야의 장인 단
1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2020. SBS 생생경제 정보톡톡
2019. YTN 황금나침반 방송
2019.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
2019. MBN 생생 정보마당 방송
2017. SBS 생방송 투데이 방송
2017. MBC 경제매거진 M 방송
2010. 대한명인 이바지떡 부문 제10-311호 김명희 대표
2010.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한국음식 세계화부분(떡,한과,폐백,이바지) 국무총리상
2010.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떡 부문
2010.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한과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
2010. 서울디자인올림픽 요리경연대회 떡,한과부문 대상/서울특별시장상
2009.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떡,한과부문 금상
2009.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폐백,이바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백년화편 밥알시리즈

절구치는 옛 방식으로 만들어 밥알이 살아있고 찰진 식감이 뛰어납니다.

밥알시리즈 4박스 이상 구매시 박스당 38,000원 | 8박스 이상 구매시 박스당 37,000원 | 20박스 이상 구매시 박스당 36,000원
추천

인기

Best

Best

밥알찹쌀떡(팥앙금)

정가 51,200원 39,000원

충청 노은 찹쌀 + 볶은 흑임자(중국산) + 흰강낭콩(외국산)

구성 밥알찹쌀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구성 밥알흑임자 32개, 보온박스 포장

정가 51,200원 39,000원

밥알약콩쑥떡

정가 51,200원 39,000원

국내산 쑥 + 충청 노은 찹쌀 (콩고물, 흑임자고물 동봉)

국내산 쑥 + 충청 노은 찹쌀 + 국내산 약콩 + 캘리포니아 호두

구성 옛날밥알쑥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구성 밥알약콩쑥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 밥알시리즈 선물포장

특허번호 제 10-1771023호

정가 51,200원 39,000원

국내산 쑥 + 충청 노은 찹쌀 + 국내산 팥 + 캘리포니아 호두

옛날밥알쑥떡

우리땅에서 건강히 자란 재료, 맛의 근원을 모아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년화편만의
원칙이 빚어낸 밥알쑥떡은 절구치는 옛방식 그대로
정성과 고집이 있었기에 비교할 수 없는 맛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밥알흑임자(흑임자앙금)

선물하시는 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습니다.

기본포장

부직포

쇼핑백

1박스 구매시 기본포장 (비닐봉투)

1box 포장시 2,500원

1box 포장시 1,000원

2box 포장시 3,000원
포장 디자인은 재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백년화편 소담

밥알시리즈 상품으로 구성된 소담세트 입니다.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소담시리즈 10박스 이상 구매시 박스당 19,000원 | 20박스 이상 구매시 박스당 18,000원 (교차 할인 가능)

소담 1호

20,000원

구성 밥알찹쌀떡12개
종이박스 포장

종이박스 포장

20,000원

종이박스 포장

20,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6개, 밥알약콩쑥떡 6개
규격 190x190x40mm

20,000원

구성 밥알흑임자 12개

소담 6호

20,000원

구성 찹쌀떡 4개, 옛날쑥떡 4개, 흑임자 4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아침의 쑥떡

소담 5호

소담 3호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구성 밥알찹쌀떡 6개, 밥알흑임자 6개

· 백년화편 쑥떡

20,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6개, 옛날밥알쑥떡 6개

규격 190x190x40mm

소담 4호

소담 2호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규격 190x190x40mm

국내산 참쑥으로 만든 쑥인절미

52,000원

구성 아침의쑥떡 40개, 콩고물, 흑임자고물
지퍼백, 종이박스 포장
규격 개당 70~75g / 총 약 2.8~3kg

견과류 쑥떡

56,000원

구성 견과쑥떡 40개, 콩고물, 흑임자고물
지퍼백, 종이박스 포장
규격 개당 70~75g / 총 약 2.8~3kg

기본 포장

· 백년화편 선물세트

백년화편 1호

명품재료가 명품떡을 만듭니다.
국내산 참쑥, 제주도 한라산 모시, 경산대추, 영주서리태,
공주정안밤, 신안천일염, 충청노은쌀, 가평잣, 국내산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하여 만듭니다.

20,000원

백년화편 2호

38,000원

백년화편 3호

56,000원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0개)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20개)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30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쇼핑백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백년화편 7호

좋은재료 名品떡

정성을 다해 만든 영양찰떡으로 구성된 백년화편의 명품 선물세트입니다.

105,000원

백년화편 9호

133,000원

백년화편 16호

229,500원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60개)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72개)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20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포장 선물상자 450 x 41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백년화편 18호

242,500원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08개)

쇼핑백 포장

보자기 포장

상품에 따라 사이즈 상이함

구성 고려홍삼정과 240g
포장 선물상자 450 x 41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 <백년화편 1호~18호> 선물세트는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제품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백년의정 선물세트

백년의정 1호

17,000원

32,500원

백년의정 3호

49,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2개,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8개

홍삼절편1개, 찹쌀꿀약과 2개

홍삼절편1개, 찹쌀꿀약과 2개

홍삼절편 2개, 찹쌀꿀약과 4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쇼핑 백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95,500원

백년의정 9호

127,500원

백년의정 17호

227,500원

구성 밥알찹쌀떡 4개, 영양찰떡 36개

구성 밥알찹쌀떡 6개, 영양찰떡 54개

구성 밥알찹쌀떡 4개, 영양찰떡 92개

홍삼절편 4개, 찹쌀꿀약과 8개

홍삼절편 2개, 찹쌀꿀약과 4개

고려홍삼정과 240g, 찹쌀꿀약과 8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포장 선물상자 450 x 40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상 · 하단 동일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상 · 하단 동일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 백년건강 선물세트

16,500원

백년의정 2호

구성 밥알찹쌀떡 1개, 영양찰떡 4개,

백년의정 7호

백년건강 1호

백년화편 인기상품인 밥알찹쌀떡과 홍삼절편, 찹쌀 꿀 약과가 함께 구성된 선물세트 입니다.

백년건강 2호

백년화편 인기상품인 밥알찹쌀떡과 영양찰떡이 함께 구성된 백년화편의 건강한 선물세트 입니다.

34,000원

백년건강 3호

51,000원

백년건강 6호

95,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3개, 영양찰떡 5개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6개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26개

구성 밥알찹쌀떡 7개, 영양찰떡 46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쇼핑백

황금보자기포장 (2단)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약과, 꿀, 양갱, 홍삼 세트

부직포포장

백년화편 인기상품인 밥알시리즈와 홍삼약과, 꿀스틱, 양갱세트가 구성된 선물세트 입니다.

부직포포장

부직포포장

밥알찹쌀떡 + 홍삼약과세트 74,000원 밥알흑임자 + 홍삼약과세트 74,000원 밥알찹쌀떡 + 벌꿀스틱세트 75,000원
구성 홍삼절편 6개(20g), 찹쌀꿀약과 8개,

구성 홍삼절편 6개(20g), 찹쌀꿀약과 8개,

구성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밥알흑임자 1box (32개입)

벌꿀스틱세트1box (10ea x 3)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부직포포장

부직포포장

부직포포장

밥알흑임자 + 벌꿀스틱세트 75,000원 밥알찹쌀떡 + 양갱모둠세트 63,000원 밥알흑임자 + 양갱모둠세트 63,000원
구성 밥알흑임자 1box (32개입)

구성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구성 밥알흑임자 1box (32개입),

벌꿀스틱세트1box (10ea x 3)

양갱모둠세트(8입)

양갱모둠세트(8입)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보자기포장

밥알찹쌀떡 + 홍삼 1kg

보자기포장

182,000원

밥알흑임자 + 홍삼 1kg

182,000원

고려홍삼정과

구성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구성 밥알흑임자 1box (32개입),

1kg (목기)

140,000 원

홍삼 1kg

홍삼 1kg

2kg (목기)

280,000원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밥알찹쌀떡 + 밥알흑임자 78,000원 밥알찹쌀떡 + 옛날밥알쑥떡 78,000원 개성조청약과
구성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구성 밥알찹쌀떡 1box (32개입)

구성 개성조청약과 28개

밥알흑임자 1box (2개입)

옛날밥알쑥떡 1box (32개입)

규격 190x190x40mm

포장 부직포포장(3천원) 선택 가능

포장 부직포포장(3천원) 선택 가능

포장 쇼핑백

· 백년명품 선물세트

백년화편 밥알찹쌀떡, 밥알흑임자와 홍삼절편, 찹쌀 꿀 약과가 함께 구성된 실속선물세트 입니다.

부직포포장

백년명품 2호

25,000원

보자기포장

부직포포장

76,500원

백년명품 3호

92,500원

백년명품 5호

234,500원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12개,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22개,

구성 고려홍삼진과 1kg, 찹쌀꿀약과 4개,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영양찰떡 22개,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부직포포장

흑임자 명품 2호

보자기포장

부직포포장

76,500원

흑임자 명품 3호

92,500원

흑임자 명품 5호

234,500원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12개,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22개,

구성 고려홍삼진과 1kg, 찹쌀꿀약과 4개,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흑임자 1box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흑임자 1box

영양찰떡 22개, 홍삼절편 2개, 밥알흑임자 1box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부직포포장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백년화편 답례떡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급 답례떡입니다. (퀵, 매장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백년답례 2-1호

3,600원

백년답례 2-2호

2,000원

백년답례 3-1호

3,600원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구성 밥알찹쌀떡 1개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70 x 70 x 30mm

규격 포장박스 70 x 7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백년답례 3-2호

3,600원

백년답례 3-3호

5,200원

백년답례 3-4호

구성 밥알찹쌀떡 1 개, 옛날밥알쑥떡 1개

구성 견과류약식 1개, 국내산 쑥찰떡 1개,

구성 밥알흑임자 2개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흑임자구름찰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3,600원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백년답례 3-5호

정성담은 백년화편 답례떡

3,600원

백년답례 3-6호

구성 밥알찹쌀떡 1개, 밥알흑임자 1개

구성 밥알찹쌀떡2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3,600원

다양한 구성으로 받으시는분들이 더 만 족하시는
답례세트 입니다. 백년화편 인기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 답례떡 구성 변경 불가 답례떡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례 3호

백년답례 6-1호

7,000원

백년답례 6-2호

8,600원

백년답례 6-3호

8,600원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팥구름찰떡 1개,

구성 견과류약식 1개, 견과류호박찰떡 1개,

밥알찹쌀떡 2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밥알찹쌀떡 2개

팥구름찰떡 1개,국내산 쑥찰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45 x 11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답례 6호

담음새

· 답례스티커

백년답례 6-4호

7,000원

백년답례 6-5호

7,000원

백년답례 6-6호

10,200원

구성 밥알찹쌀떡 4개

구성 옛날밥알쑥떡2개, 밥알찹쌀떡2개

구성 국내산쑥찰떡 1개, 팥구름찰떡 1개, 흑임자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구름찰떡 1개, 견과류호박찰떡 1개, 견과류약식
1개, 견과류흰찰떡 1개
규격포장박스 145 x110 x 30mm

백년답례 6-7호

7,000원

백년답례 6-8호

7,000원

백년답례 6-9호

구성 팥구름찰떡 1개, 견과류약식 1개,

구성 밥알흑임자 4개

구성 밥알찹쌀떡 2개, 밥알흑임자 2개

옛날밥알쑥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답례2호

7,000원

답례떡 20개 이상 주문 시 제작해 드리며, 답례 스티커 서체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백년화편 케익떡

부드럽고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한 케익떡 입니다. (퀵, 매장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소(小)

대(大) / 중(中)

중(中)

원형케익떡
종류 호박, 초코, 쑥, 자색고구마, 백설기 (2단 케익 주문 가능합니다)
소 지름 20cm, 높이 6cm : 45,000원 | 중 지름 24cm, 높이 6cm : 55,000원
대 지름 30cm, 높이 6cm : 65,000원 | 정과장식 추가 : 10,000원

쵸코 케익떡(사각)

12,000원

쑥 케익떡(사각)

12,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16조각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16조각

백설기 케익떡(사각)

자색고구마 케익떡(사각) 12,000원

11,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16조각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16조각

호박 케익떡(사각)

12,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16조각

※ 케익떡 장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백년화편 맞춤떡

백년화편의 다양한 맞춤떡 제품들입니다. (퀵, 매장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떡볶이떡 / 가래떡
돌·백일세트

깨송편
소매팩 (250g)

흰떡국떡 (7일전예약)

5kg (반말)

50,000원

5kg (반말)

10kg (한말)

100,000원

10kg (한말)

17,000원

수수팥떡 2kg

34,000원

1kg

17,000원

떡케익 (중)

55,000원

5kg (반말)

85,000원

백설기 5kg (하트 25 / 30 조각, 百 25 조각)

55,000원

10kg (한말)

170,000원

콩고물흰인절미
찰시루 / 반찰시루 / 맵시루

모시송편

쑥갠떡

7kg

126,000원

소매팩 (350g)

6,000원

소매팩 (170g)

12kg

216,000원

1kg

17,000원

1kg

5kg (반말)

85,000원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70,000원

10kg (한말)

130,000원

110,000원

흑임자흰인절미

5kg (반말)

60,000원

10kg (한말)

120,000원

거피흰인절미 (3일전예약)

5kg (반말)

85,000원

5kg (반말)

90,000원

5kg (반말)

90,000원

10kg (한말)

170,000원

10kg (한말)

180,000원

10kg (한말)

180,000원

4,500원
13,000원

콩고물쑥인절미
절편

55,000원

5,500원

수수팥떡 1kg

두텁떡

현미떡국떡 (7일전예약)

흑임자쑥인절미

거피쑥인절미(계절상품)

꿀떡

5kg (반말)

90,000원

5kg (반말)

95,000원

5kg (반말)

95,000원

10kg (한말)

180,000원

10kg (한말)

190,000원

10kg (한말)

190,000원

5kg (반말)

105,000원

5kg (반말)

55,000원

5kg (반말)

60,000원

10kg (한말)

210,000원

10kg (한말)

110,000원

10kg (한말)

120,000원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년화편 名品이바지떡
자연이 주는 선물에 정직과 정성을 더해 건강을 담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최고의 맛 그이상의 가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바지떡 1호, 2호, 3호

· 이바지떡, 함떡

명장의 솜씨로 고객의 좋은 날을 함께할 백년화편의 기품있는 떡입니다.

이바지떡 1호

165,000원

이바지떡 2호

255,000원

이바지떡 3호

330,000원

구성 약식 12개, 꿀콩찰떡 6개, 단호박꽃떡 2개, 깨

구성 약식 19개, 꿀콩찰떡 19개, 단호박꽃떡 6개,

구성 약식 22개, 꿀콩찰떡 22개, 단호박꽃떡 8개,

꽃떡2개,쑥찰떡12개,쑥꽃떡2개,흑미꽃떡2개,팥구

깨꽃떡3개,쑥찰떡32개,쑥꽃떡3개,흑미꽃떡3개,팥

깨꽃떡 4개, 쑥찰떡 38개, 쑥꽃떡 4개, 흑미꽃떡 4개,

름찰떡6개,팥완두베기찰떡6개,두텁떡10개

구름찰떡19개,팥완두베기찰떡15개,두텁떡10개

팥구름찰떡22개,팥완두베기찰떡22개,두텁떡12개

포장 한지함 345 x 255 x 83mm

포장 한지함 395 x 295 x 115mm

포장 한지함 432 x 332 x 140mm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2단)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3단)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3단)

봉치떡은 시루에 붉은 팥고물을 써서 두 켜만 안
치고 맨 위에 대추와 밤을 둥글게 돌려놓아 함이
들어올 시간에 쪄서 시루째 상에 올리는 시루떡
입니다. 이때 찹쌀가루를 쓰는 것은 부부의 금
실이 찰떡처럼 평생을 화목하게 잘 합쳐지라는
뜻이고, 붉은 팥고물은 액을 면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떡 위에 놓는 대추는 아들을, 밤은
딸을 상징하며 떡을 두 켜로 하는 것은 곧 한 쌍의
부부를 뜻합니다.

예단떡

145,000원

함시루떡(봉치떡)

110,000원

구성 약식 9개, 꿀콩찰떡 9개, 단호박꽃떡 3개, 깨

포장 질시루 포함, 청홍 보자기포장

꽃떡 3개, 한라산쑥꽃떡 3개, 흑미꽃떡 3개, 팥구

황금바가지 추가시 25,000원

름찰떡17개,팥완두베기찰떡9개,두텁떡10개

시루 반납시 10,000원 환급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규격 청홍 보자기포장 (2단)

※ <이바지떡, 예단떡, 함시루떡> 은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인쇄

쑥떡 | 답례떡 | 선물세트 | 이바지 | 기념일떡 | 맞춤떡 | 케익떡

http://100yearshop.co.kr | 1588-5678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1길 18 (성내동 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