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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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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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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백 음식은 혼례 때 신부가 시부모나 그 밖의 시댁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 
가는 특별 음식 입니다. 백년화편 명품 폐백은 전통의 
맛과 멋, 명장의 극진한 정성을 담아 좋은 재료로 
품격 있는 폐백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추고임          육포
구성 경산대추, 가평잣, 공주정안밤, 명주실
크기 30 x 30cm 
중량 4kg(목기포함)

사진은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컷 입니다.

구성 육포, 공주정안밤, 가평잣, 명주실
크기 35 x 45cm 
중량 2.6kg(목기포함)

구절판
구성 경산대추, 가평잣, 어포, 곶감오림, 쥐포, 
건파인애플, 도라지정과, 오색다식, 깨강정, 
흑임자강정
크기 30 x 8cm , 중량 2kg(목기포함)

폐백떡          한과
구성 한라산 쑥 찰떡, 단호박찰떡, 흑미꽃떡, 
팥구름찰떡, 견과류약식, 꿀콩찰떡
크기 W35 x D70 x H 25mm
중량 2kg

구성 찹쌀유과, 산자, 흑임자강정, 깨강정, 오
색다식, 개성약과,
크기 30 x 25cm 
중량 2kg(박스포함)

고려홍삼정과
구성 금산인삼 100%
크기 30 x 25cm
중량 1kg (1.4kg 목기포함)

폐백엿          폐백주
구성 쌀엿, 갱엿
크기 D 27 x H 7cm
중량 1.2kg(목기포함)

구성 정종,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크기 12 x 27cm
용량 850ml

백년화편 명품폐백 구성

혼례 때 신부가 시부모나 그 밖의 시댁 어른들에게 예를 올리기 위하여 준비해 가는 음식 이기에 더욱 정성 정성스럽게 김명희 
대한명인이 손수 준비합니다.

크기와 중량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년화편 명품 폐백



명품재료가 명품음식을 만듭니다.
경산대추, 공주정안밤, 가평잣 등 
백년화편이 엄선한 식재료로 정성을 
다하여 품격있는 폐백·이바지를 
준비합니다.

백년약속 1호 400,000원
육포, 대추고임, 구절판, 폐백주,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 백년화편 폐백 및 이바지음식은 주문 제작 상품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날짜 기준 최소 일주일 전에 주문 주셔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만든 백년화편의 명품 폐백 이바지는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퀵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배송을 약속드립니다. 
(30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2만원 까지는 백년화편에서 부담합니다.)

· 폐백 세트

사진은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컷 입니다.



백년약속 3호 570,000원
육포, 대추고임, 구절판, 폐백떡, 한과, 폐백주,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백년약속 2호 480,000원
구성 육포, 대추고임, 구절판, 폐백떡, 폐백주,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백년약속 4호 600,000원
육포, 대추고임, 구절판, 폐백떡, 홍삼, 폐백주,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백년약속 5호 750,000원
육포, 대추고임, 구절판, 폐백떡, 한과, 홍삼, 폐백엿, 폐백주, 밤주머니, 대추주머니



백년화편 명품 이바지
이바지 음식은 신부를 맞이하는 시댁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예를 갖추어 
보내는 고유한 우리의 혼례 풍습입니다. 
갓 혼인한 신부가 시댁에 갈 때 정성 가득 
준비하여 음식을 보내는 이바지이기에 무
엇보다도 극진한 정성을 담아 품격있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바지떡 부문 제10-311호
김명희 대표

전복 · 대하 550,000원
수량 전복(국내산) 20마리, 대하 20마리
크기 W38cm x D27cm x H9cm

· 이바지 음식

갈비찜 550,000원
갈비(호주산), 당근, 무, 브로콜리, 밤, 은행
중량 6kg(10근), 크기 W28cm x H22cm

황태 · 더덕 300,000원

황태 5마리(고추장 양념), 더덕 1kg(고추장 양념)

맛단지 550,000원
울릉도 명이나물, 굴비 고추장, 호두장과, 명란젓갈, 우엉조림
크기 W13cm x H11cm / 5ea

해파리 냉체 250,000원
해파리, 새우, 당근, 오이, 피망, 계란지단
크기 W35cm x D25cm x H8cm / 중량 약1600g

과일바구니 300,000원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어찜 550,000원
문어(국내산)
크기 W35cm x D25cm x H8cm / 중량 약5kg 이상



백년화편 名品이바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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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의 솜씨로 고객의 좋은 날을 함께할 백년화편의 기품있는 떡입니다.

이바지떡 1호 이바지떡 2호 이바지떡 3호

구성 약식 12개, 꿀콩찰떡 6개, 단호박꽃떡 2개, 깨

꽃떡 2개, 쑥찰떡 12개, 쑥꽃떡 2개, 흑미꽃떡 2개, 팥구

름찰떡 6개, 팥완두베기찰떡 6개, 두텁떡 10개

포장 한지함 345 x 255 x 83mm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2단)

구성 약식 19개, 꿀콩찰떡 19개, 단호박꽃떡 6개, 

깨꽃떡 3개, 쑥찰떡 32개, 쑥꽃떡 3개, 흑미꽃떡 3개, 팥

구름찰떡 19개, 팥완두베기찰떡 15개, 두텁떡 10개

포장 한지함 395 x 295 x 115mm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3단)

구성 약식 22개, 꿀콩찰떡 22개, 단호박꽃떡 8개, 

깨꽃떡 4개, 쑥찰떡 38개, 쑥꽃떡 4개, 흑미꽃떡 4개, 

팥구름찰떡 22개, 팥완두베기찰떡 22개, 두텁떡 12개

포장 한지함 432 x 332 x 140mm 

포장 청홍보자기 포장 (3단)

※ <이바지떡, 예단떡, 함시루떡> 은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바지떡 1호, 2호, 3호

165,000원 255,000원 330,000원

예단떡 함시루떡(봉치떡)

구성 약식 9개, 꿀콩찰떡 9개, 단호박꽃떡 3개, 깨

꽃떡 3개, 한라산쑥꽃떡 3개, 흑미꽃떡 3개, 팥구

름찰떡 17개, 팥완두베기찰떡 9개, 두텁떡 10개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규격 청홍 보자기포장 (2단)

포장 질시루 포함, 청홍 보자기포장

황금바가지 추가시  25,000원

시루 반납시  10,000원 환급

145,000원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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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바지떡, 함떡



정성담은 백년화편 답례떡
다양한 구성으로 받으시는분들이 더 만 족하시는
답례세트 입니다. 백년화편 인기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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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례떡 구성 변경 불가 답례떡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년답례 2-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규격 포장박스 70 x 70 x 30mm

3,600원 백년답례 2-2호

구성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70 x 70 x 30mm

2,000원 백년답례 3-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3,600원

백년답례 3-2호

구성 밥알찹쌀떡 1 개, 옛날밥알쑥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3,600원 백년답례 3-3호

구성 견과류약식 1개, 국내산 쑥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5,200원 백년답례 3-4호

구성 밥알흑임자 2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3,600원

백년답례 3-5호

구성 밥알찹쌀떡 1개, 밥알흑임자 1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3,600원 백년답례 3-6호

구성 밥알찹쌀떡2개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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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례떡 구성 변경 불가 답례떡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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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답례 6-4호

구성 밥알찹쌀떡 4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5호

구성 옛날밥알쑥떡2개, 밥알찹쌀떡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6호

구성 국내산쑥찰떡 1개, 팥구름찰떡 1개, 흑임자

구름찰떡 1개, 견과류호박찰떡 1개, 견과류약식 

1개, 견과류흰찰떡 1개

규격포장박스 145 x110 x 30mm

10,200원

백년답례 6-7호

구성 팥구름찰떡 1개, 견과류약식 1개,

옛날밥알쑥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8호

구성 밥알흑임자 4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9호

구성 밥알찹쌀떡 2개, 밥알흑임자 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밥알찹쌀떡 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 110 x 30mm

7,000원 백년답례 6-2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1개, 팥구름찰떡 1개,

흑임자구름찰떡 1개, 밥알찹쌀떡 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8,600원 백년답례 6-3호

구성 견과류약식 1개, 견과류호박찰떡 1개,

팥구름찰떡 1개,국내산 쑥찰떡 1개, 밥알찹쌀떡 1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8,600원 답례2호답례 6호

답례 3호

담음새

소담 4호           소담 5호 소담 6호

구성 밥알찹쌀떡 6개, 밥알흑임자 6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20,000원 20,000원 20,000원

구성 밥알흑임자 12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구성 찹쌀떡 4개, 옛날쑥떡 4개, 흑임자 4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 백년화편 소담 밥알시리즈 상품으로 구성된 소담세트 입니다.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소담 1호           소담 2호 소담 3호

구성 밥알찹쌀떡12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20,000원 20,000원 20,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6개, 옛날밥알쑥떡 6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구성 밥알찹쌀떡 6개, 밥알약콩쑥떡 6개

        종이박스 포장

규격 190x190x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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