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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 2 245529 1kg 냉동 353003 2kg(200g x 10ea)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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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 4 352999 1.5kg(150g x 10ea) 냉동 353001 2kg(200g x 10ea)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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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 6 285157 1.35Kg/EA 냉동 282699 2.8Kg/EA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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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7 8 282698 1.35Kg/EA 냉동 283150 2.8Kg/EA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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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9 282694 1.4Kg/EA 냉동 282695 1.4Kg/EA 냉동

9

9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82696 1.4Kg/EA 냉동 282697 1.4Kg/EA 냉동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69226 230g*5입 1.15Kg 냉동 177012 2KG/EA 냉동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36458 800G 냉동 167101 2.5kg 냉장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71430 2.5kg 냉장 177872 1Kg/EA 냉장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77868 1Kg/EA 냉장 177869 1Kg/EA 냉장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6011 1Kg/EA 냉장 353609 1kg 냉장

프레시원 순살치킨가라아게(1Kg/EA) 프레시원 고소한치즈돈까스(리뉴얼_200g*10개 2Kg/EA)

닭고기(다리살:브라질산), 가라아게배터(3M)옥수수전분 돼지고기 45% (등심 : 국내산), 모짜렐라치즈 15%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순살치킨 통등심과 생빵가루를 사용해  바삭하고 고소한 치즈돈까스

프레시원 교자만두(13.5g*100개입 1.35Kg/EA) 프레시원 군만두(28g*100입 2.8Kg/EA)

돼지고기 14.84% 돼지고기(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이 가득찬 교자만두 바삭바삭 고소함이 살아있는 군만두

프레시원 통등심돈까스(리뉴얼_150g*10개 1.5Kg/EA) 프레시원 통등심돈까스(리뉴얼_200g*10개 2Kg/EA)

돼지고기 50% (등심 : 국내산) 돼지고기 50% (등심 : 국내산)

통등심과 생빵가루를 사용해 바삭하고 고소한 통등심돈까스 통등심과 생빵가루를 사용해 바삭하고 고소한 통등심돈까스

프레시원 고기손만두(28g*50입 1.4Kg/EA) 프레시원 김치손만두(28g*50입 1.4Kg/EA)

돼지고기 15.49% 김치 19.51%, 돼지고기 8.54%

엄선된 돼지고기로 속이 꽉찬 고기손만두 아삭한 김치와 엄선된 돼지고기로 속이 꽉찬 김치손만두

프레시원 물만두(9g*150개입 1.35Kg/EA) 프레시원 고기손만두(28g*100입 2.8Kg/EA)

돼지고기 28.54% 돼지고기 15.49%

진한 육즙이 풍성한 물만두 엄선된 돼지고기로 속이 꽉찬 고기손만두

프레시원 사누끼우동면(230g*5입 1.15Kg/EA) 프레시원 빵가루(습식 2Kg/EA)

밀가루(밀:호주산,미국산),변성전분,정제소금(국산) 밀가루 94%

백설 전용 고급 밀가루를 사용하여 쫄깃한 면발 직접 식빵을 구워 숙성 후 분쇄한 정통 빵가루

프레시원 고기왕만두(70g*20입 1.4Kg/EA) 프레시원 김치왕만두(70g*20입 1.4Kg/EA)

돼지고기 25.69% 돼지고기 18.75%, 김치 17.44%

엄선된 돼지고기로 속이 꽉찬 고기왕만두 아삭한 김치와 엄선된 돼지고기로 속이 꽉찬 김치왕만두

프레시원 피자치즈(순모짜렐라 2.5Kg/EA) 프레시원 비엔나소시지(1Kg/EA)

자연치즈 99%(모짜렐라 (덴마크, 미국) 닭고기(국내산) 60.78%, 돈지방(국내산) 12.15%

잘 늘어나며 고소한 모짜렐라치즈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알찬 비엔나

프레시원 황태채(상품 800g/EA) 프레시원 피자치즈(모짜렐라90%+고다10% 2.5Kg/EA)

황태채 100% 자연치즈 99%(모짜렐라(덴마크,미국산) 90%, 고다(뉴질랜드산) 10%)

부드럽고 감칠 맛이 우수한 제품 입니다. 고다 치즈가 더해져 깊은 풍미를 느낄수 있음

프레시원 게맛살(1Kg/EA) 프레시원 깐메추리알(무항생제_원란 1Kg/EA)

연육 55.53% 국내산 깐메추리알 99.5% / 정제수 0.5%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맛있는 게맛살 국산 무항생제 메추리알을 사용. 탱글탱글한 식감과 원란 형태 유지

프레시원 세절햄(88가닥 김밥용 1Kg/EA) 프레시원 스모크햄(1Kg/EA)

닭고기 35.72%(국산), 돼지고기 40.22%(국산) 닭고기 39.14%  돼지고기 37.15%(국산)

정성껏 제대로 만든 김밥용햄 정성껏 제대로 만든 스모크햄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72086 18L 실온 209559 1.75L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1090 8kg 실온 274306 8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77009 8KG/EA 실온 351597 1.8L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1596 1.8L 실온 276660 14L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76659 14L 실온 350969 14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2286 6.5kg 실온 352290 6.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1184 14kg 실온 352463 14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2298 6.5kg 실온 351598 14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74307 3kg 실온 274310 900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38876 1kg 실온 238871 1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1252 1L 실온 355144 13kg 실온

프레시원 조청맥아물엿(8Kg/EA) 프레시원 이온물엿(8Kg/EA)

옥수수분[옥수수(외국산)] 98.7%, 엿기름가루 0.59% 옥수수전분 100 %[옥수수(외국산)

윤기와 단맛을 더해 줍니다 요리의 맛과 윤기를 살리는 이온물엿

프레시원 대두유(18L 튀김용 16.506Kg/EA) 프레시원 참기름(FO용 1.75L 1.6Kg/EA)

대두유(외국산) 100%　 깨분 100%

고소한 풍미로 조리시 활용도 높은 제품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진한 참기름

프레시원 진간장(1.8L 2.09Kg/EA) 프레시원 참진한국간장(14L 14Kg/EA)

양조간장 20% 산분해간장 80% 양조 간장 10% 산분해간장 90%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향이 일품인 간장 양조 간장이 10% 함유된 국, 째개용 실속형 대용량 국간장

프레시원 빵가루(건식_지대 8Kg/EA) 프레시원 국간장(1.8L 2.09Kg/EA)

밀가루 94% 양조간장 10% 산분해간장 90% 

직접 식빵을 구워 숙성 후 분쇄한 정통 빵가루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향이 일품인 간장

프레시원 고추장(태양초 6.5Kg/EA) 프레시원 재래된장(6.5Kg/EA)

태양초 고춧가루 6.2% 한식 메주 된장 함유/ 소브산(보존료) 무첨가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맛이 진한 고추장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재래식 된장

프레시원 참진한진간장(14L 14Kg/EA) 프레시원 고추장(태양초 14Kg/EA)

양조 간장 5% 산분해간장 95% 태양초 고춧가루 6.2%

양조 간장이 20% 함유되어 감칠맛이 풍부한 실속형 대용량 진간장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맛이 진한 고추장

프레시원 양념쌈장(골드 6.5Kg/EA) 프레시원 초고추장(14Kg/EA)

된장 58%, 마늘, 생강, 표고버섯 농충액 함유 고추장 79.99%, 발효식초 8.5%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고소한 쌈장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프레시원 재래된장(지함 14Kg/EA) 프레시원 양념쌈장(골드 14Kg/EA)

한식 메주 된장 함유/ 소브산(보존료) 무첨가 된장 58%, 마늘, 생강, 표고버섯 농충액 함유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재래식 된장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고소한 쌈장

프레시원 부침가루(1Kg/EA) 프레시원 튀김가루(1Kg/EA)

밀가루(밀: 미국산), 옥수수전분{옥수수(외국산)] 밀가루(미국산, 호주산), 옥수수전분(외국산)

노릇하게 고소하고 바삭한 부침가루 노릇하게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가루

프레시원 쫄깃한국수소면(FO용 3Kg/EA) 프레시원 쫄깃한국수소면(FO용 900g/EA)

밀가루 98%(밀: 호주산, 미국산), 정제소금(국산) 밀가루 98%(밀: 호주산, 미국산), 정제소금(국산)

잘 퍼지지 않는 쫄깃한 면발이 일품 잘 퍼지지 않는 쫄깃한 면발이 일품

프레시원 참기름 (캔 1L/EA) 프레시원 실속당면 13kg

깨분 100% 고구마전분 100%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한 진한 참기름/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진한 참기름  고구마전분 100%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실속당면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53291 20kg 실온 224895 20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3823 20kg 실온 224893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699 1kg 실온 224700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830 1kg 실온 224831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890 1kg 실온 224891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701 1kg 실온 224822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829 2.5kg 실온 224889 2.5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828 1kg 실온 224888 1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24892 1kg 실온 319743 1k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19744 500G 실온 275383 55G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75455 4G*16입 실온 319746 1kg 실온

프레시원 일품쌀(400포이상 직송 20kg/EA) 프레시원 곡창지대쌀(신동진_동계 20Kg/EA)

쌀100% 쌀100%

안동관내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생산 된 일품 쌀 밥알이 크고 찰기가 뛰어난 신동진 쌀

프레시원 고춧가루(김치용 1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김치용 2.5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중국산 김치용 고춧가루이며 소량 포장으로 편리합니다 식당이나 외식업체에서 김치용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프레시원 곡창지대쌀(신동진_황등 20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중식용 2.5Kg/EA)

쌀100% 건고추 100%

밥알이 크고 찰기가 뛰어난 신동진 쌀 중식용으로 사용이 편리한 고춧가루

프레시원 고춧가루(매운맛 중식용 1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매운맛 중식용 2.5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중화요리 할 때 매콤함을 더하는 고춧가루 중화요리 할 때 매콤함을 더하는 고춧가루

프레시원 고춧가루(매운맛 김치용 1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매운맛 김치용 2.5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매운 고추를 사용하여 김치의 매콤함을 더해 줍니다 매운 고추를 사용하여 김치의 매콤함을 더해 줍니다

프레시원 고춧가루(중국50%+한국50% 김치용 2.5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중국50%+한국50% 중식용 2.5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국산과 중국산을 1:1 비율로 혼합, 김치용으로 편리함 국산과 중국산을 1:1 비율로 혼합, 김치용으로 편리함

프레시원 고춧가루(양념용 1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양념용 2.5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각종 양념에 널리 사용되는 고춧가루 각종 양념에 널리 사용되는 고춧가루

프레시원 고춧가루(중식용 1Kg/EA) 프레시원 조미김가루(1Kg/EA)

건고추 100% 김 54%

중식용으로 사용이 편리한 고춧가루 까다롭게 선별한 고급원초를 사용

프레시원 고춧가루(중국70%+한국30% 김치용 1Kg/EA) 프레시원 고춧가루(중국70%+한국30% 중식용 1Kg/EA)

건고추 100% 건고추 100%

국산과 중국산을 1:1 비율로 혼합, 김치용으로 편리함 국산과 중국산을 1:1 비율로 혼합, 김치용으로 편리함

프레시원 도시락김(4g*16입 64g/EA) 프레시원 건미역(1Kg/EA)

김 51% 건미역 100%

두번구워 고소하고 바삭합니다. 청정해역에 싱싱한 원초만을 엄선하여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프레시원 조미김가루(500g/EA) 프레시원 전장김(55g/EA)

김 54% 김 51%

까다롭게 선별한 고급원초를 사용 두번구워 고소하고 바삭합니다.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319745 1kg 실온 353108 10kg 냉장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3465 6.5온스(20pac/box) 실온 523922 80매*60속(4800매)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3656 90매*100속(9000매) 실온 523921 90매*60속(5400매)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3657 90매*80속(7200매) 실온 526224 1겹*340m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6225 2겹*220m 실온 352470 100매*10개입/box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6227 150매*2롤 실온 526226 4500매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6153 500매 실온 526154 500매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6235 500매 실온 526152 200매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526151 50매 실온 293105 15㎛*25cm*30m 30입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293107 15㎛*30cm*30m 30입 실온 293108 15㎛*33cm*30m 30입 실온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99066 20kg 실온 199065 20kg 실온

프레시원 종이컵(FO용 6.5온스(184ml)_50입/pac) 프레시원 테이블냅킨(FO용 80매60속 BOX)

무형광 천연펄프(외면)/폴리에틸렌(내면) _1000입/box 무형광펄프

튼튼하고 실속있는 FO전용 종이컵 먼지가 적어 사용이 편리한, 정사이즈의 테이블냅킨

프레시원 건다시마(FO용 국물용 1Kg/EA) 프레시원 깐양파(250g이상/개 10kg/ea)

건다시마 100% 양파100%

청정해역에 싱싱한 원초만을 엄선하여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균일하여 외식용 대량조리에 적합

프레시원 테이블냅킨(FO용 90매80속 BOX) 프레시원 점보롤(1겹_340m*4롤 EA)

무형광펄프 무형광펄프

먼지가 적어 사용이 편리한, 정사이즈의 테이블냅킨 부드럽고 실속있는 정사이즈 제품

프레시원 테이블냅킨(FO용 90매100속 BOX) 프레시원 테이블냅킨(FO용 90매60속 BOX)

무형광펄프 무형광펄프

먼지가 적어 사용이 편리한, 정사이즈의 테이블냅킨 먼지가 적어 사용이 편리한, 정사이즈의 테이블냅킨

프레시원 키친타올(FO용 150매*2롤 EA) 프레시원 페이퍼타올(핸드타올_4500매 BOX)

무형광펄프 무형광펄프

사이즈 및 매수를 속이지 않은 정직한 품질 실속있는 절약형 페이퍼타올

프레시원 점보롤(2겹_220m*4롤 EA) 프레시원 해동지(2겹_420*365mm_100매*10개입 box)

무형광펄프 천연펄프 100%

부드럽고 실속있는 정사이즈 제품 천연펄프로 안심하고 사용/큰 사이즈로  핏물 제거에 용이

프레시원 롤백(특대_36*50cm_500매 EA) 프레시원 위생장갑(200매입 EA)

HDPE LDPE/LLDPE

이지커팅방식으로 절취가 쉽고 간편함 두껍고 신축성이 우수하여 잘 찢어지지않음

프레시원 롤백(소_25*35cm_500매 EA) 프레시원 롤백(중_30*40cm_500매 EA)

HDPE HDPE

이지커팅방식으로 절취가 쉽고 간편함 이지커팅방식으로 절취가 쉽고 간편함

프레시원 쿠킹호일(15㎛*30cm*30m 30입용 EA) 프레시원 쿠킹호일(15㎛*33cm*30m 30입용 EA)

금속제(알루미늄) 금속제(알루미늄)

정품 원단을 사용한 프레시원 전용 호일 정품 원단을 사용한 프레시원 전용 호일

프레시원 위생장갑(50매입 EA) 프레시원 쿠킹호일(15㎛*25cm*30m 30입/BOX EA)

LDPE/LLDPE 금속제(알루미늄)

두껍고 신축성이 우수하여 잘 찢어지지않음 정품 원단을 사용한 프레시원 전용 호일

프레시원 식기세척기린스(20kg EA) 프레시원 식기세척기세제(20kg EA)

수산화나트륨(2.3%), 기타 97.7%  계면활성제(1.5%), 기타 98.5%

깨끗한 식기를 위한 FO전용 식기세척기 세제 깨끗한 식기를 위한 FO전용 식기세척기 린스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상품코드 중량 보관방법

199063 13kg 실온 199061 13kg 실온

프레시원 주방세제(13kg EA) 프레시원 주방세제(골드 13kg EA)

계면활성제 3.5%, 정제수 계면활성제 10%, 정제수

프레시원 전용 실속형 주방세제 프레시원 전용 고급형 주방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