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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TUNA 40TH ANNIVERSARY

동원 추석 선물세트 



1982년, 국민을 위한 양질의 식품을 위한 일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40주년을 맞은 동원참치,건강함에 

마음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더, 

여러분의 식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맛과 영양의 동원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넘버원 참치캔 
동원참치

시장점유율 75%를 유지하며 ‘참치 하면 동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맛은 물론 고단백, 오메가3, 

DHA의 건강함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식품입니다.

22년 연속 1위 
브랜드 파워 참치캔 
한국능률협회컨설팅팀 2021년 기준 

넘버원 캔햄 
리챔

4년 연속 1위 
브랜드 고객충성도 캔햄 
한국소비자포럼 2021년 기준 

나트륨 저감화 기술을 통해 자극적인 짠 맛을 줄이고 

햄 맛은 건강하게 살렸습니다. 맛 뿐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40년의 시간, 
마음을 
담았습니다

넘버원 조미김 
양반김

원초감별사가 좋은 원초를 선별한 후 두 번 구워 

맛있게 바삭합니다. 국내 조미김 시장 1위를 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0년 연속 1위 
브랜드 파워 조미김 
한국능률협회컨설팅팀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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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4캔 | 김치찌개용참치 150g 4캔

고추참치 150g 4캔 | 야채참치 150g 4캔

set (3세트/BOX)

138,000원2   진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4캔 

고추참치 150g 4캔 | 야채참치 150g 4캔

set (3세트/BOX)

118,000원3   태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20캔 set (3세트/BOX)

108,000원4   동원참치 귀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2캔 

고추참치 150g 3캔

야채참치 150g 3캔

set (4세트/BOX)

97,000원5   선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고추참치 150g 3캔 | 야채참치 150g 3캔 

김치찌개용참치 150g 3캔

set (6세트/BOX)

81,000원6   단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30캔 set (3세트/BOX)

158,000원1   행호

요즘 건강엔
동원참치
동원참치로 건강하고 맛있는

푸드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4 2022 DONGWON GIFT SET  참치 세트

22년 연속 1위 브랜드 파워 참치캔 
한국능률협회컨설팅팀 2021년 기준 

참치세트 

참치 전속모델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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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2캔 set (6세트/BOX)

65,000원7   친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9캔 

고추참치 100g 6캔

set (6세트/BOX)

60,000원9   단100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12캔 set (6세트/BOX)

49,000원10   친100호

MSC 인증 가다랑어 사용 참치 135g 15캔 set (6세트/BOX)

92,000원
11

 
MSC참치세트
인증 가다랑어 사용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고추참치 150g 3캔

set (8세트/BOX)

49,000원8   유호

이 제품의 가다랑어는 세심하게 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MSC의 표준을 독립

적으로 인증받은 어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www.msc.org/kr

※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혼
합

 세
트

7

일상의 
행복을 채워 주는 
동원 혼합세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2캔 

리챔 오리지널 200g 8캔

황다랑어포도씨유참치 150g 12캔

set (2세트/BOX)

195,000원12   명품혼합 6호

동원으로 선물하는 

진수성찬

혼합 세트

혼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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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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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8캔 

리챔 오리지널 200g 4캔

set (4세트/BOX)

125,000원14   동원건강한 5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35g 18캔

리챔 오리지널 200g 2캔 

리챔 오리지널 340g 1캔

set (2세트/BOX)

120,000원15   명품혼합 V10호

원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2캔 

리챔 오리지널 200g 4캔

set (4세트/BOX)

98,00017   캔 57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 

고추참치 150g 3캔 / 야채참치 150g 3캔 / 

리챔 더블라이트120g 2캔 / 리챔더블라이트200g 2캔 / 

리챔오리지널340g 2캔

set (3세트/BOX)

113,000원16   동원건강한 4-D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12캔 

런천미트 200g 4캔

set (4세트/BOX)

92,000원18   캔 67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6캔 

고추참치 100g 6캔 

리챔 오리지널 120g 4캔

set (4세트/BOX)

72,000원19   동원건강한 6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황다랑어포도씨유참치 150g 9캔

리챔 오리지널 200g 8캔

set (2세트/BOX)

165,000원13   명품혼합 9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리챔 오리지널 200g 6캔 / 

동원건강요리유500ml 1병 / 구운소금210g 1개 / 동원올리고당 700g 1병

set (3세트/BOX)

102,000원23   동원스폐셜 27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6캔

리챔 오리지널 120g 3캔

set (6세트/BOX)

40,000원22   동원 스폐셜 26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8캔 

리챔 오리지널 120g 4캔

set (4세트/BOX)

60,000원21   캔 63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35g 6캔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6캔

리챔 오리지널 120g 3캔

set (4세트/BOX)

67,000원20   동원튜나리챔 99-R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2캔 / 리챔 오리지널 120g 4캔 / 

동원카놀라유500ml 1병 / 구운소금210g 1개 / 

동원참치액500ml 1병 / 재래식압착참기름160ml 1병 / 동원올리고당 700g 1병

set (3세트/BOX)

90,000원24   동원스폐셜 59호

2022 DONGWON GIFT SET  혼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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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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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세
트

혼
합

 세
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4캔

리챔 오리지널 200g 2캔 | 동원건강요리유 500ml 1병

동원올리고당 700g 1병 | 구운소금 210g 1개

set (4세트/BOX)

62,000원27   동원스폐셜 28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 리챔 오리지널 200g 2캔

리챔 오리지널 340g 1캔 |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set (4세트/BOX)

80,000원25   특 22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런천미트 200g 3캔 | 동원건강요리유 500ml 2병

set (4세트/BOX)

65,000원26   동원스폐셜 11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6캔 

동원카놀라유 500ml 3병

set (4세트/BOX)

59,000원28   동원혼합 24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4캔 

리챔 오리지널 120g 2캔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set (5세트/BOX)

54,000원29   동원혼합 82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동원카놀라유 500ml 1병

set (5세트/BOX)

40,000원31   특 14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00g 3캔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set (6세트/BOX)

31,000원32   특 13호

라이트스탠다드참치 150g 6캔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set (5세트/BOX)

47,000원30   특 15호

2022 DONGWON GIFT SET  혼합 세트

행복한 식탁, 
일상의 행복을 선물하는

동원 혼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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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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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12

리챔 더블라이트 200g 10캔

리챔 340g 4캔

set (4세트/BOX)

113,000원33   리챔 프리미엄 5호

2022 DONGWON GIFT SET  리챔 세트

리챔 오리지널 340g 9캔 set (4세트/BOX)

96,000원36   리챔 4호

리챔 오리지널 200g 12캔 set (5세트/BOX)

87,000원38   리챔 2호

리챔 오리지널 200g 6캔 

리챔 오리지널 340g 4캔

set (4세트/BOX)

91,000원37   리챔 10호

리챔 오리지널 200g 9캔 set (5세트/BOX)

66,000원39   리챔 6호

리챔 오리지널 200g 6캔 

리챔 오리지널 340g 6캔

set (4세트/BOX)

104,000원35   리챔 3호

리챔 오리지널 200g 16캔 set (3세트/BOX)

115,000원34   리챔 16호

리챔 세트

4년 연속 1위 브랜드 고객충성도 캔햄 
한국소비자포럼 2021년 기준 

짜지 않아 건강한
햄맛의 기준 
짜지 않아 남녀노소 

좋아하는 반찬

리챔 전속모델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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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김
 세

트
 김

 세
트

14

더 바삭한 김 (전장 5매) 8봉

양반돌김 50g 2캔

set (3세트/BOX)

65,000원40   특선 6호

참기름 김 (전장 5매) 4봉

구운 김 10g 4봉

set (4세트/BOX)

40,000원42   양반김혼합 8호

들기름향이 그윽한 김 (전장 5매) 8봉 

동원건강요리유 900ml 1병

set (4세트/BOX)

52,000원41   양반김혼합 3호

원

들기름 김 4g 18봉 set (4세트/BOX)

22,00043   양반들기름김세트

10년 연속 1위 브랜드 파워 조미김 
한국능률협회컨설팅팀 2021년 기준 

양반 전속모델

정해인 

김 세트

원초가 좋아 더 맛있다
동원 양반김 
맛있게 바사삭 



17172022 DONGWON GIFT SET  스페셜 세트
고

급
유

 세
트

고
급

유
 세

트
/S

P
E

C
IA

L
 세

트

※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51   보력 홍삼녹용

70mL × 30포 105,000원

set (4세트/BOX)

구입문의 : 070-7860-8283 (건강식품사업부)천지인 홍삼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동원포도씨유 500ml 1병

set (4세트/BOX)

38,000원44   포도씨유혼합 23호

동원카놀라유 500ml 3병 set (4세트/BOX)

26,000원45   카놀라유4호

동원카놀라유 500ml 2병 set (8세트/BOX)

20,000원46   카놀라유 2호

50   순홍삼액 순(純)

70mL × 30포 105,000원

set (4세트/BOX)

54   홍삼정 데일리원

10mL × 30포79,000원

set (6세트/BOX)

55   홍삼녹용 침향환

3.75 g × 15환189,000원

set (6세트/BOX)

47   뿌리의 힘 산삼배양근

20mL × 30바이알120,000원

set (6세트/BOX)

49   흑삼정 데일리원

10 g × 30포99,000원

set (6세트/BOX)

48   흑삼 진(眞) 골드

50mL × 30포89,000원

set (4세트/BOX)

53   홍삼절편 수(秀)

15g × 8갑52,000원

set (5세트/BOX)

52   홍천톤 플러스

70mL × 30포 60,000원

set (4세트/BOX)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세트
소중한 사람에게는 품격있는 선물을

스페셜 세트

2022 DONGWON GIFT SET  고급유 세트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고급유 세트
완벽한 요리를 위한 

시작과 마무리

고급유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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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원훈제연어 노르웨이 클래식 세트

동원훈제연어 슈페리어 핑크솔트 180g × 3EA + 

동원훈제연어 노르웨이 프리미엄 180g × 3EA +

동원 양파크림 소스 30g × 6EA 

99,000 원

56   밀크씨슬 루테인 세트

루테인 (90캡슐) + 

밀크씨슬 (60캡슐)
138,000원

set (20세트/BOX)

구입문의 : 070-7860-8283 (건강식품사업부)GNC 세트

구입문의 : 070-7860-8283 (건강식품사업부)올리닉/BEAUTICK 세트

구입문의 : 02-589-3765 (동원산업)수산세트 / 명품김치

구입문의 : 02-589-6436 (동원홈푸드)과일세트

64   명품김치 상품권

상품권 10만원권

상품권 5만원권

※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표시가격은 희망소비자가격 (1세트) 입니다.

62   동원참치회 특호

참다랑어 뱃살 700g + 

눈다랑어 속살 200g × 4EA (생와사비 증정)
400,000원

59   울트라 비타액션

(액상20 mL + 캡슐500 mg + 

정제600 mg) × 30개입
118,000원

set (6세트/BOX)

61   나이를 속이는 
       빨간석류 어린콜라겐

20g × 30포69,000원

set (8세트/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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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0+ 남녀 비타민 세트

메가맨 50+ (60정) + 

우먼스울트라메가 50+ (60정)
110,000원

set (20세트/BOX)

58   보스웰리아 세트

보스웰리아 (30정) × 3개120,000원

set (20세트/BOX)

60   프로바이오틱스 +
        알티지 오메가큐텐 세트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60캡슐) + 

오더리스 알티지 오메가큐텐 

(180캡슐)

218,000원

set (20세트/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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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과세트

(특)14~16과 / 5kg80,000원

66   배세트

(특)10과이하 / 7.5kg92,000원

67   혼합과일세트

(특)사과6과 + 배6과 / 6.5kg81,000원

68   곶감세트

곶감 28EA / 1.6kg62,000원

구입문의 : 1588-8953 (금천미트)한우/수입육 세트

70   동원 한우냉장 구이 2호 (1.6kg)

(냉장)(한우 1등급) 등심 800g + 

채끝 400g + 안심 400g
310,000원

74   동원 LA 꽃갈비 2호 (2kg)

(미국산 CHOICE등급) LA갈비 

구이용 2kg
140,000원

71   동원 한우냉장 구이 1호 (1.2kg)

(냉장)(한우 1등급) 등심 800g + 

채끝400g
237,000원

72   동원 한우냉장 혼합 3호 (1.8kg)

(냉장)(한우 1등급) 등심 800g + 

불고기 500g + 국거리 500g
223,000원

73   동원 한우냉장 혼합 2호 (1.9kg)

(냉장)(한우 1등급) 등심 400g + 

불고기 1,000g + 국거리 500g
188,000원

76   동원 한우 정육 1호 (1.5kg)

(한우) 불고기 1000g + 

국거리 500g / (양념증정)
112,000원

75   동원 한우 정육 2호 (2kg)

(한우) 불고기 1000g + 

국거리 1000g / (양념증정)
132,000원

69   동원 한우냉장 구이 3호 (2kg)

(냉장)(한우 1등급) 등심 800g + 

채끝 800g + 안심 400g
373,000원

한우/수입육 선물세트는 주문제작이며, 최소 3일 기간이 필요합니다.

※ 와인선물세트는 동원와인플러스에서 운영 관리 합니다. 본 카탈로그상 연락처 및 동원그룹 연고자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79   22년 추석 명품3호

64 칠레

오드펠 아르마도르 

까베르네 소비뇽 +

오드펠 아르마도르 멜롯

100,000원

set (1세트/BOX)

80   22년 추석 명품4호

64 스페인

파소 아 파소 뗌프라니요 + 

파소 아 파소 티지70,000원

set (1세트/BOX)

77   22년 추석 명품1호

64 미국

지라드 올드 바인 진판델 + 

지라드 소비뇽 블랑

set (1세트/BOX)

240,000원

78   22년 추석 명품2호

64 프랑스

미쉘린치 나뚜르 레드 + 

미쉘린치 나뚜르 화이트

set (1세트/BOX)

140,000원

구입문의 : 02-589-3671 / 02-589-3651 (동원와인플러스)와인세트

2022 DONGWON GIFT SET  스페셜 세트

김치주문 : 02-589-3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