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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의 정을 함께 나누는 꽃과 같이 예쁜떡

떡 제품 안내



백년화편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자 문화인 

폐백·이바지·떡 전문점으로, 국내산 고급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장인의 손길로 정성을 담아 만들기에

국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백년화편은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며

현대인의 새로운 식문화를 제시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 백년화편 대표 김명희 -

(주)백년화편은 <백년의 정을 나누는 꽃과같이 예쁜 떡>이라는 의미로
고객님의 뜻깊은 순간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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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명인 제 10-311호 이바지떡 부문
김명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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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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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의영예입니다.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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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받은 한라산 밥알쑥떡 절구치는 옛 방식으로 만들어 밥알이 살아있고 찰진 식감이 뛰어납니다.

밥알약콩쑥떡
청정지역 제주참쑥 + 충청노은쌀 +

국내산 약콩 + 캘리포니아호두

구성 밥알약콩쑥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규격 개당 65~70g / 총 약 2~2.2kg

옛날밥알쑥떡
청정지역 제주참쑥 + 충청노은쌀 

구성 옛날밥알쑥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콩고물, 흑임자고물

규격 개당 65~70g / 총 약 2~2.2kg

밥알찹쌀떡(팥)
청정지역 제주참쑥 + 충청노은쌀 + 국내산 팥 + 캘리포니아호두

밥알쑥떡안에 국내산 팥앙금과 캘리포니아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백년화편 대표 인기

상품 입니다.

구성 밥알찹쌀떡 32개, 보온박스 포장

규격 개당 65~70g / 총 약 2~2.2kg

한라산 쑥떡 청정지역 제주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참쑥으로 만든 한라산 참쑥 인절미와 오메기떡

아침의 쑥떡           수험생의 아침 제주 오메기떡 (급냉제품)

구성 아침의쑥떡 40개, 콩고물, 흑임자고물

 지퍼백, 종이박스 포장

규격 개당 70~75g / 총 약 2.8~3kg

38,000원 42,000원 30,000원

구성 견과쑥떡 40개, 콩고물, 흑임자고물

 지퍼백, 종이박스 포장

규격 개당 70~75g / 총 약 2.8~3kg

구성 제주오메기떡 25~30개/ 스티로폼박스 

포장 / 총 약 2kg 제품 특성상 당일택배가 

가능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만 가능합니다.

29,000원
29,000원

29,000원

특허번호 제 10-177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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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화편 선물세트 정성을 다해 만든 영양찰떡으로 구성된 백년화편의 명품 선물세트입니다.

떡명장 김명희 대표의 노력이
명품을 완성합니다.
우리땅, 우리재료로
전통의 맛과 건강함을
발견했습니다.

장인
匠人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백년화편 1호~18호> 선물세트는 당일택배, 퀵, 매장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제품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년화편 1호 백년화편 2호 백년화편 3호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0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쇼핑백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20개)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30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15,200원 28,800원 41,200원

백년화편 7호 백년화편 9호 백년화편 16호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60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72개)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20개)

포장 선물상자 450 x 41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78,200원 97,800원 168,000원

백년화편 18호
구성 참쑥인절미, 영양찰떡, (70g x 108개)

구성 고려홍삼정과 240g

포장 선물상자 450 x 41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184,000원



백년화편 인기상품인 밥알찹쌀떡과 영양찰떡이 함께 구성된 백년화편의 건강한 선물세트 입니다.백년건강 선물세트

백년화편 밥알찹쌀떡1box와 홍삼절편, 찹쌀 꿀 약과가  함께 구성된 실속선물세트 입니다.백년명품 선물세트 밥알찹쌀떡 · 고려홍삼정과

밥알찹쌀떡 + 홍삼약과세트 밥알찹쌀떡 + 옛날밥알쑥떡 고려홍삼정과
구성 홍삼절편 6개(20g), 찹쌀꿀약과 8개,

밥알찹쌀떡 1box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62,000원

구성 밥알찹쌀떡 1box (2~2.2kg/ 32개입)

옛날밥알쑥떡 1box (2~2.2kg/ 32개입)

58,000원

1kg (목기) 130,000 원
2kg (목기) 260,000원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포장 크기및 중량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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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건강 1호 백년건강 2호 백년건강 3호
구성 밥알찹쌀떡 3개, 영양찰떡 5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쇼핑백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6개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26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12,800원 26,400원 38,800원

백년건강 6호
구성 밥알찹쌀떡 7개, 영양찰떡 46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69,800원

백년명품 2호 백년명품 3호 백년명품 5호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12개,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구성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22개,

구성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구성 고려홍삼진과 1kg, 찹쌀꿀약과 4개, 

영양찰떡 22개, 홍삼절편 2개, 밥알찹쌀떡 1box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60,000원 72,000원 200,000원

백년의정 7호 백년의정 9호 백년의정 17호
구성 밥알찹쌀떡 4개, 영양찰떡 36개

홍삼절편 4개, 찹쌀꿀약과 8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67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구성 밥알찹쌀떡 6개, 영양찰떡 54개

홍삼절편 2개, 찹쌀꿀약과 4개

포장 선물상자 320 x 320 x 67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구성 밥알찹쌀떡 4개, 영양찰떡 92개

고려홍삼정과 240g, 찹쌀꿀약과 8개

포장 선물상자 450 x 400 x 75mm

포장 황금보자기포장 (2단)

73,000원 91,000원 176,000원

백년의정 1호 백년의정 2호 백년의정 3호
구성 밥알찹쌀떡 1개, 영양찰떡 4개,

홍삼절편1개, 찹쌀꿀약과 2개 

포장 선물상자 180 x 170 x 30mm

포장 쇼핑백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2개,

홍삼절편1개, 찹쌀꿀약과 2개 

포장 선물상자 290 x 22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구성 밥알찹쌀떡 2개, 영양찰떡 18개

홍삼절편 2개, 찹쌀꿀약과 4개

포장 선물상자 360 x 250 x 30mm

포장 리본포장, 쇼핑백

14,000원 25,800원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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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지떡 / 함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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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구름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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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구름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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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시루떡

130,000원 200,000원 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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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

시루 반납시  10,000원 환급

110,000원 80,000원

봉치떡은 시루에 붉은 팥고물을 써서 두 켜만 

안치고 맨 위에 대추와 밤을 둥글게 돌려놓아 

함이 들어올 시간에 쪄서 시루째 상에 올리는 

시루떡입니다. 이때 찹쌀가루를 쓰는 것은 

부부의 금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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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화편 케익떡 부드럽고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한 케익떡 입니다. (퀵, 매장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백년화편 맞춤떡 백년화편의 다양한 맞춤떡 제품들입니다. (퀵, 매장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백설기 케익떡(사각) 7,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자색고구마 케익떡(사각) 8,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쵸코 케익떡(사각) 8,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쑥 케익떡(사각) 8,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호박 케익떡(사각) 8,000원

규격 190 x 190 x 25 mm / 850g

절편
5kg (반말) 40,000원
10kg (한말)  80,000원

두텁떡 꿀떡
5kg (반말) 75,000원
10kg (한말)  150,000원

5kg (반말) 45,000원
10kg (한말)  90,000원

깨송편돌·백일세트
소매팩 4,000원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30,000원

수수팥떡 2kg 26,000원
떡케익 (중) 40,000원
하트 백설기 5kg 35,000원

모시송편
소매팩  4,000원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30,000원

쑥갠떡
소매팩  3,000원
5kg (반말) 45,000원
10kg (한말)  90,000원

찰시루 / 반찰시루 / 맵시루
7kg (반말) 98,000원
12kg (한말) 168,000원

원형케익떡
종류 호박, 초코, 쑥, 자색고구마, 백설기 (2단 케익 주문 가능합니다)

소 지름 20cm, 높이 6cm : 30,000원  |  중 지름 24cm, 높이 6cm : 40,000원 
대 지름 30cm, 높이 6cm : 50,000원  |  정과장식 추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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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小)

중(中)대(大) / 중(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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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답례 6-2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팥구름찰떡,

흑임자구름찰떡, 밥알찹쌀떡 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6,600원

백년답례 6-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흑임자구름찰떡,

밥알찹쌀떡 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 110 x 30mm

5,400원

백년답례 6-3호
구성 견과류약식, 견과류호박찰떡,

팥구름찰떡, 한라산쑥찰떡, 밥알찹쌀떡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6,600원

떡볶이떡 / 가래떡 흰떡국떡 (7일전예약) 현미떡국떡 (7일전예약)

5kg (반말) 35,000원
10kg (한말)  70,000원

5kg (반말) 40,000원
10kg (한말)  80,000원

5kg (반말) 40,000원
10kg (한말)  80,000원

콩고물흰인절미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30,000원

콩고물쑥인절미
5kg (반말) 70,000원
10kg (한말)  140,000원

흑임자흰인절미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30,000원

흑임자쑥인절미
5kg (반말) 70,000원
10kg (한말)  140,000원

거피흰인절미 (3일전예약)

5kg (반말) 65,000원
10kg (한말)  130,000원

거피쑥인절미(계절상품)

5kg (반말) 70,000원
10kg (한말)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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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답례 6-5호
구성 옛날밥알쑥떡2개, 밥알찹쌀떡2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5,400원

백년답례 6-4호
구성 밥알찹쌀떡 4개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5,400원

백년답례 6-6호
구성 한라산쑥찰떡, 팥구름찰떡, 흑임자구름찰떡, 

견과류호박찰떡, 견과류약식, 견과류흰찰떡

규격포장박스 145 x110 x 30mm

7,800원

답례떡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례스티커
답례떡 패키지에 인사말을 스티커로 제작, 부착하여 드립니다. 아래 시안을 참고하여 주문시에 선택해 주세요.

백년답례 6-7호
구성 팥구름찰떡, 견과류약식, 옛날밥알쑥떡, 

밥알찹쌀떡

규격 포장박스 145 x110 x 30mm

5,400원

백년답례 3-2호
구성 밥알찹쌀떡, 옛날밥알쑥떡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2,800원

백년답례 3-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밥알찹쌀떡

규격 포장박스 105 x70 x 30mm

2,800원

백년답례 2-1호
구성 견과류호박찰떡, 흑임자구름찰떡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2,800원

백년답례 3-3호
구성 견과류약식, 한라산쑥찰떡, 흑임자구름찰떡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4,000원

백년답례 2-2호
구성 밥알찹쌀떡

규격 포장박스 105 x 70 x 30mm

1,600원

답례 2호, 3호, 6호 인사말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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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떡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포장 크기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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