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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의 행복한 식생활

보림은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생활을 뜻합니다.  

보림식품은

- 청정하고 경건하고 건강한 먹거리, 
  자연산, 토종, 유기농, Non-GMO, Grass-fed, Farm-fresh, 재래식을 추구합니다.  
- Local food를 지향하여 전국 각지의 최상품 미국산을 발굴, 공급합니다.  
- 미국에선 생산되지 않는 최상품 한국산을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 일반 마켓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상품만을 취급합니다.    
- 상업적 마케팅을 지양, 귀한 분들께 카톡으로만 공지합니다. 
- 카탈로그 발행, 원하시는 분께 우송해 드립니다. 
- 한국에 계시는 귀한 분께 저렴한 발송비로 우송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제외) 

대표: 이종권 

 Tel. 646-596-1838∥ 카톡 ID: borimfoods ∥ borimfoods@gmail.com



       선대의 뜻을 모시고 정법의 길을 가겠습니다. 
편집국장 이종권 ‧ 웹매스터 김기현 합장   

The Korean Buddhist News, USA
3321 Murray Lane ‧ Flushing, NY 11354 
Tel. 646-285-6653∥Email. koreanbuddhistnews@gmail.com

- 503 (C)(3) Non-profit Charitable Organization 
- Member of The New York Press Club 
- Official Certifying Organization of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 인턴기자 모집합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을 도와드립니다. (초‧중‧고등학생 환영) 

보림식품은 미주불교신문의 후원사입니다. 



이제 산삼은 여기입니다
Wild Ginseng Only

뉴욕주 공인 딜러 · 허가 받은 현지인 심마니가 채취한 정부인증 정품산삼 · 북부주 고급산삼 & 대물

산삼 전문 · 생산지, 무게, 나이, 상태, 용도에 따른 합리적 가격 ·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옵션 

· 품격 있는 선물포장 · 문의 및 상담 환영 

You Deserve Best Ginseng 

Tel. 646-596-1838 ∥ nycginseng@gmail.com
※ 뉴욕산삼컴파니(NYC Ginseng Company)는 보림식품의 자매회사입니다.  



산삼은 신뢰입니다 
생삼은 9월 초부터 & 건삼은 12월부터 판매개시
 물량 있는 동안만 정확한 물품만 취급합니다!

 

1. 산삼의 진위여부와 구분 
▲ Wild(야생삼)/ Wild-simulated(장뇌삼)/ Woodsgrown(산양삼)/ Cultivated(재배삼)
▲ Green(생삼)/ Dry (건삼)  
미국삼(American ginseng)의 공식 분류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정품을 보증하는 주정부 발행 인증서
도 이 분류법에 의해서만 구분, 표기합니다. “천종, 지종, 인종” 등의 구분은 미국에서 인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주정부 인증서를 확인하세요. 

2. 나이 보다 객관적인 약성 기준은 생산지  
산삼의 연령은 약성과 품질의 유일한 절대기준도 아닐뿐더러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확
인 가능한 확실한 객관적 기준은 생산지입니다. 지역차에 따른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본사는 모
든 산삼에 산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산지도 학인하세요. 

3. 산삼의 법적 채취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9월 이전에 산삼이라고 판매되는 생삼은 산삼이 아니거나 불법 채취된 것입니다.  

   

Tel. 646-596-1838 ∥ nycginseng@gmail.com



USDA�Organic은�기본,�땅에�떨어뜨리지�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왕대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은 날씨와 토양으로 인해 대추 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추로 인정받으려면 수확방식도 체크해야 합니다. 손쉬운 대추 수확방식은 나무를 흔들어 땅에 떨어뜨
린 후 가래로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시간과 노동력,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
제가 있습니다. 첫째, 덜 익은 과일도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바닥의 흙먼지와 동물 분비물
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추는 손으로 땁니다. 잘 익은 대추를 일일이 선별하여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말린 것을 깨끗이 씻어서 출하합니다. 농무성 유기농 인증(USDA Organic Certified)
는 기본입니다.

A급 X-large size: $25/ 1 kg (2.2 lbs) 
B급 Large size $20/ 1 kg

단체구입시 할인가격 적용 – 40 lbs 박스 판매 (문의요망) 

Tel. 646-596-1838/ Email. borimfoods@gmail.com/ 카톡 ID: borimfoods 



씨앗 제거 + 바삭바삭 + 한 입에 쏙!  
캘리포니아 유기농 대추칩  

Sliced & Hard-dried Organic Jujube Chips 

캘리포니아 대추의 당도가 높다보니 설탕물에 담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수하게 땅과 
물과 햇볕의 힘으로 만들어진 당도입니다. 당도측정기로 실측한 결과 한국산 대추보다 두 배 이상 당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산 대추의 경쟁력이 높다보니 한국 통관시 600%의 수입관세
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귀국 시 선물용 수화물로 가져갈 때, 또는 항공택배로 배송할 
때에는 Dry Food로 분류되어 무사통과됩니다. 썰은 대추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눅눅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품위 있는 알루미늄 진공포장에 담아 오랫동안 신선
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용으로는 그만입니다. 

Product of USA  
USDA Organic & No Chemical additives 

  한 봉지 $15.00/ Net Wt. 8 Oz. 

      

Tel. 646-596-1838 · Email. borimfoods@gmail.com · 카톡 ID: borimfoods 



미국에선 미국산 토종꿀입니다!   
American Local Honey 

Food Safet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연간 꿀 소비량은 4억 파운드, 그리고 미국
에서 생산되는 꿀 생산량은 2억 파운드입니다. 일반 그로서리 마트에서 유통되는 꿀의 대부분은 수
입산이며, 수입산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평생 꿀을 채취한 위 사진 속의 할아버지
도 중국산 수입 꿀의 유해성을 역설하십니다. 미국에선 미국꿀입니다. 본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꿀을 찾아서 생산지를 직접 방문, 생산자와의 면담을 거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습니
다. 아래는 2019년 현재 공급하는 품목입니다, 드신 분들이 크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하고 드실 수 있는 다양한 미국산 토종꿀을 찾아서 선보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꿀, 우리가 
다 먹어야 됩니다!    
 
뉴저지 블루베리 생꿀 (Blueberry Raw Honey) $12/ 1 lbs · $30/ 3 lbs 
플로리다 오렌지꽃 생꿀 Orange Blossom Raw Honey $12/ 1 lbs · $30/ 3 lbs  
뉴저지 소나무숲 야생꿀 Pine Barren Liquid Honey $18/ 2 lbs · $40/ 5 lbs
플로리다 Tupelo Honey $20/ 1 lb   

※ 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 Half-Gallon (작은 김치병/6 파운드) 단위로 판매합니다.   
- 뉴저지 야생화 꿀 Wild Flower Liquid Raw Honey  $40 for 1/2 gallon/ $24 for 1 quart    
★로얄 젤리 $150/ 1 Kg. ★ 벌화분(Bee pollen) $18/ 8 Oz.     

Tel. 646-596-1838 Email. borimfoods@gmail.com 카톡 ID: borimfood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산 Non-GMO 메주콩 + 신안 천일염으로 만든 

2018 Non-GMO 된장 & 조선간장  

한국인에게 메주콩은 딜레마입니다. 주식 가운데 하나지만 미국산 메주콩Soybean의 95% 이상이 유
전자 조작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릴랜드에서 2대째 장을 만들고 있는 작은 
농장에 청정 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제작하였습니다. 미국산 Non-GMO 메주콩으로 메주를 쑤고 국
립목포대학에서 만든 신안천일염으로 간을 하였습니다. 콩과 소금 그리고 물만 사용한 전통 된장입
니다. 조미료, 방부제 일체 없습니다. 작년에는 5월 말에 출하하여 장맛은 좋은데 살짝 덜 익었다는 
품평이 있어서 올해는 두 달을 더 숙성시켰습니다. 묵힐수록 좋은 게 된장 맛! 작년보다 더 맛있습
니다.   

된장 반갤론 (작은김치병) $30/ 1 갤런 (큰 김치병) $60   
간장 반갤론 $25/ 1 갤런 $50  
고추장 반갤론 $35/ 1갤론 $70

※ 우편발송을 할 경우 파손방지를 위해 지퍼백에 담아 보냅니다. 

Tel. 646-596-1838/ Email. borimfoods@gmail.com/ 카톡 ID borimfoods 



웰빙 건강국수 세트 
The Wellbeing Noodle 

“식재료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고 기술은 인간의 영역이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좋은 재료가 내는 맛은 따라가지 못한다.”- 국수명인 김기봉 

Utah 고랭지 겨울밀 + 천연재료 11가지 웰빙 국수가 한 박스에! 
인공감미료와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집에서 맛있다고 난리! 

고구마 Sweet Potato/ 귀리국수 Oat/ 도토리국수 Acorn/ 메밀국수 Buckwheat 
보리국수 Barley/ 뽕잎국수 Mulberry Leaves/ 비트국수 Beets/ 쑥국수 Mugwort/ 

케일국수 Kale/ 현미국수 Brown Rice/ 호박국수 Pumpkin/ 낱개 1파운드

 11종 모듬박스 $50 / 낱개 포장 $5.00
Product of USA 

Tel. 646-596-1838/ Email. borimfoods@gmail.com/ 카톡 ID: borimfoods



버섯박사 원응식의 표고버섯 
Dr. Won Eung Sik’s Shitake Mushroom  
한국산 ‧ 야외 재배 ‧ 햇볕건조 · 최고등급 

“많은 지인들이 성인병인 고혈압, 콜레스테롤, 저혈압, 당뇨, 비만, 변비, 결석, 동맥경화, 무좀, 피부
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좋은 품질의 표고버섯을 매일 5-7 개월 정도 요리할 때에 넣어 먹
고 또한 버섯차를 매일 4–5 컵 정도를 마시게 하였더니 기적같은 현상이 있었다.” - 원응식 저, 『최
고의 명의는 가정주부다』    

원응식 박사는 1980년대 초반 미국 최초로 버지니아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성공하였으며 G5 정상회담
을 비롯하여 백악관, Whole Foods 등에 공급하여 『뉴욕 타임스』 등 주류언론으로부터 ‘아시아에서 온 
개척자’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독보적인 희귀작물을 미국에 도입한 후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토
대로 미국 최초로 버섯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수많은 강연과 칼럼을 통해서 버섯과 건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한 차원 높인 분입니다. “버섯에 미쳤다”고 자부하며 평생 버섯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원응식 박사는 표고버섯 농장을 강원도 치악산 기슭으로 옮겨 세계 최고 품질의 표고버섯을 생산,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켓에서 유통되지 않는 귀한 상품입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고: $50/Lbs  ●동고: $40/Lbs ●표고버섯 가루: $40/Lbs 

Tel. 646-596-1838/ borimfoods@gmail.com/ 카톡 ID: borimfoods 



생버섯 한 박스를 담았어요. 
미국산 & 말린 느타리버섯 

싱싱한 느타리버섯 약 4파운드를 말리면 1갤론 지퍼백에 쏙 들어갑니다. 부피는 확 줄어들
었지만 향과 영양은 그대로 &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입니다. 생버섯과 마찬가지로 각종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스낵처럼 씹어 먹어도 진한 향과 함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
다. 생버섯에 비해 양도 많고 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200봉지 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 아이템입니다. 물량이 있는 동안만 공급합니다. 

다이어트/ 고혈압/ 혈관내 노폐물 배출/ 뼈 건강/ 항산화노화방지/ 면역강화/ 암세포전이방지  

Produce of Virginia 
말린 느타리버섯/ Dry Oyster Mushroom $20 (1 gallon zipper bag) 

※ NY & NJ 생느타리버섯 판매 $20 (3 Lbs/ box) 
- 미리 주문하시면 농장 다녀오는 길에 갖다드립니다. 

Tel. 646-596-1838/ 카톡 ID: borimfoods/ borimfoods@gmail.com



프랑스 천일염 + 미국산 느타리 & 표고버섯 가루  

천연저염 버섯소금 

세계적인 환경단체 Green Peace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산 천일염
만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한국
산에도 미량 검출되었고(kg당 100~200개), 인도네시아 · 대만 · 중국 · 인도 등 아시아권의 
검출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공해 때문에 소금도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진 속의 소금
은 깨끗한 프랑스 천일염에 느타리와 표고버섯 가루를 가미했습니다. 버섯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글루탐산이 천연의 감칠맛을 내서 적은 양으로도 음식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나트
륨 섭취를 줄여줍니다. 구이, 무침, 찌개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천연저염 소금입니다. 
출처: www.greenpeace.org

천연저염 버섯소금 1pack $18/ 1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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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유일 USDA Organic, 농장에서 집까지 이틀에 도착! 

캘리포니아 청매실  

매실은 변질이 쉽게 되기 때문에 대량수확, 장기수송을 통해 공급하는 대형마켓에서 취급하기에 부
적절한 품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림식품은 농장직송의 방식으로 2박3일만에 싱싱한 
매실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좋은 매실이란? 
- 날씨와 토양이 적합한 곳에서 재배한 매실 (캘리포니아 필렌지역)  
- 화학비료 주지 않고 잘 관리된 농장의 매실 (USDA Organic 인증)    
-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신선한 매실 (짧은 유통기간) 
- 용도에 맞는 매실 (액기스용인지, 장아찌용인지 구분) 

보림식품의 매실은? 
- 피크 타임에 수확한 상태 좋은 매실 – 덜 익은 매실, 작은 매실은 따지 않습니다.   
- 농장에 직접 가서 최상품만 선별 – 낙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냉장고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수확 후 하루 이내 배송) 
- 농장에서 집까지 이틀 (USPS Priority Mail- 항공) - 미전역 가장 짧은 유통기간   
- 배송 및 품질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정 (전화만 하시면 새로 보내드립니다. ) 

- 유기농매실: 1박스 $170 (파운드당 10불/ 15파운드, 배송비 $20) 
- 일반  매실: 1박스 $140 (파운드당 8불/ 15파운드, 배송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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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분석을 통과한 저당도 유기농

캘리포니아 매실 액기스 (매실청)  

유기농 매실과 유기농 설탕을 7:3의 비율(일반적으로는 5:5)로 1년 이상 숙성시켰습니다. FDA 식품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식품전문 실험실(Aemtek Lab)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통과! 매실 액
기스는 너무 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탕비율을 낮추고 매실 특유의 맛을 살렸습니다. 순도 
100% No 방부제 No 식품첨가제는 기본입니다. USDA Organic 저당도 매실액기스는 세계에서 이
것 뿐입니다.    

효능 
소화촉진 – 과식 혹은 체했을 때 
피로회복 – 젖산 배출
숙취해소 – 구연산의 간해독 작용  
체질개선 – 알카리성 식품 

사용법
요거트나 샐러드에 첨가 – 디톡스 
찬물에 얼음 동동 – 열, 갈증, 피로 완화 & 소화 
반찬에 살짝 – 초고추장, 오이무침, 양념게장 등 
고기 생선 요리 – 잡내 제거 & 소화촉진      

1 병 500 m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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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싱싱한 미국산 곶감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의 깨끗한 환경에서 건조시켰습니다. 습기가 없는 지역이고 햇볕이 좋지만 야외에서
는 바람 때문에 모래 먼지에 노출됩니다. 청결한 그린하우스에서 건조. 일손이 부족하여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방부제, 색소, 유황처리 일절 안합니다. 11월 하순 (Thanksgiving 무렵) 출하. 
선착순. 매진 전 주문요망.  

곶감의 효능
- 풍부한 비타민 (수술 후 회복단계에 많은 도움)
- 기관지 강화
- 설사
- 피로회복
- 숙취해소: 음주전후에 드세요!
- 호랑이 퇴치! 

주의: 당뇨 또는 변비환자는 과다섭취하지 마세요. 
냉동보관 필수 – 수분이 줄어들며 곶감 특유의 흰 분이 자연 발생합니다. 

$20/ 1 pack (1.2 Lbs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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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있어도 먹고 싶어요. 

점보 버지니아 땅콩 
Jumbo Virginia Peanuts

땅콩은 버지니아이고 버지니아에서도 특상품이 이 땅콩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땅콩 도매상을 
하셨던 어르신을 포함하여) 이 땅콩 처음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맛있는 땅콩은 처음이라고 감탄하
시고, 한번 드신 분들은 다른 땅콩은 못 드시겠다고 불평하시고, 가을 되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독촉하십니다. (며칠 테스트해본 결과) 아침에 눈만 뜨면 이거부터 찾게 됩니다. 버지니아 땅콩과 
함께 행복한 겨울 되세요.     

$25/ 5 lbs/ 생땅콩 
※ 땅콩상식
땅콩은 기름 짜는 데 주로 사용되는 “Spanish Style,” 그리고 땅콩 버터를 만드는 데 주로 사
용되는 Runner style peanut”으로, 주로 땅콩버터에 사용됩니다. 본제품은 World capital of 
Peanut이라고 불리는 Suffolk, VA에서 생산된 정통 Virginia-style 땅콩입니다. 직접 먹는 땅
콩은 바로 이겁니다. Enjoy. 

- 땅콩과 견과는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땅콩밥, 땅콩장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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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제일 + 순도 100% + 무농약
전남 고흥 유자가루 

Yuja (Citrus juno or Yuzu) from Goheung, Korea 

대한민국 유자의 최고 산지 전남 고흥에서 공수된 유자의 성골, 순도 100% 유자가루가 왔습니다. 
유자는 껍질을 잘게 잘라 설탕액과 혼합한 유자차 형태로 주로 유통되기 때문에 분말은 흔치 않은 
식재료인데, 고흥과 연결된 핫라인 덕분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도 매년 알음알음 입소문
만으로 완판된다고 합니다. 유자는 과육이 아닌 껍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무농약은 필수. 꿀에 재어 
차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냄새만 맡아도 엄지 척!) 
   
Wanted
흡연자 – 니코틴으로 파괴된 비타민 보충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   
술 많이 드신 분 – 숙취해소 
골다공증 있으신 분 – 뼈조직 양을 늘려 골밀도 향상 
입맛 없는 임산부 – 입맛을 돌려드립니다. 

“염증유발과 암 성장에 강한 억제 효능, 인체유래 종양세포 이식 동물실험으로 입증”  
- 한국식품연구원 황진택 박사 연구팀 (Journal of Functional Foods  에 논문 게재) 

$25 per pack/ 300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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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 들기름의 끝판왕!
대한민국 전통명장이 도미하였습니다.   

한국인 식생활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순도와 청
결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걸까? 여기 대한민국 전통명장 87호 최순희 장인의 명품이 까
다로운 일본시장을 평정하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깨분이나 향유분을 사용하지 않고 통참깨와 통들깨
만 사용, 4회 이상 세척하였습니다. 최상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전통 저온 압착방식으로 
단 한 번만 눌러 짜 7일간 자연 침전, 순도 100%, 짙고 고소한 향, 맑고 깨끗한 한국산 전통명장 최순
희의 참기름 · 들기름입니다. 

※제작 전과정 및 공장시설 동영상 확인하세요. 유튜브 검색 ‘최순희 명장 참기름 들기름’ 
https://www.youtube.com/watch?v=roFYk5eOPco

 Product of Korea 
참기름 $32 · 들기름 $34 (300 ml.)  

Tel. 646-596-1838/ 카톡 ID: borimfoods



미국산 도라지 Ballon flower 
숨이 찬 것을 치료하고 목구멍이 아픈 것을 낫게 한다 – 『동의보감』 

  

무농약 · 천연비료 · 2~3년생 · 미국산
도라지는 오랫동안 민족과 함께 했던 전통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부분 중국산 냉
동 또는 건조 도라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미국산 생 도
라지를 시판합니다. 생산지는 델라웨어. 농장이 비교적 멀지 않아 싱싱한 상태로 공급이 가능합
니다. 수요에 따라 수시로 수확하며,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샤워식 세척 후 출하됩니다. 11월 
하순부터 3월 사이에 물량이 있는 만큼만 공급됩니다. 

호흡기 건강/ 항암효과/ 목감기 완화/ 당뇨예방/ 면역력 강화 
도라지무침 · 도라지볶음 · 도라지차 

$30/ 1 Pack (2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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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는 피부의 음식!  
손으로 만든 스피루리나 천연비누 

Organic & Live EM Spirulina Soap
 Hand-made · No Chemicals · No Artificial coloring · No Preservatives 

몸에 좋은 음식이 피부에도 좋습니다. 이 비누는 세계 10대 슈퍼 푸드 가운데 피부에 가장 이롭다고 알
려진 스피루리나(Spirulina)를 주성분으로 하여 아토피, 피부질환에 효능이 탁월하고 강한 보습 및 항산
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누에는 살아 있는 EM (Effective Micro-Organisms · 유용미생
물)이 첨가되어 있어서 피부에 기생하는 모낭충과 유해세균을 제거하고 탈모를 방지해 줍니다. 웰빙시대
를 맞이하여 유기농 비누도 많고 EM 비누도 많지만 유기농과 살아 있는 EM은 찾기 힘든 조합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환상의 신개념 웰빙 비누, 체험해 보세요. 

※샴푸는 이제 그만. 이 비누로 머리도 감으세요. 미생물이 두피 모낭충을 잡아줍니다. 

$10.00/ Unit (4.5 Oz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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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말린 산삼잎 – 주정부 인증

   

<산삼관련 타사 신문광고 – 뉴욕>
광고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구할 수 없는 품목이 산삼잎과 산삼 열매입니다. 미국인 심마니들은 뿌리만 
채취해 왔기에 잎을 공급하지 않았고, 산삼 열매는 산삼채취가 금지된 시기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통되는 열매(ginseng berry)가 있다면 불법채취이거나 재배삼 열매일 것입니다.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으로 미국산삼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 속에 잎을 귀하게 여겨 신선
한 상태에서 정성껏 말린 베테랑 미국인 심마니에게 받은 물건이 있어 소개 올립니다. 잎은 금방 시들
고 변질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습니다. 주정부 인증 받은 정품입니다. 감초 넣고 끓여 드세요. 

Product of USA 
$40/Oz (1갤론병 가득)‧ $20/ half Oz. (1/2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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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한국 택배 기본요금 $10 
고국의 소중한 분들께 선물 보내세요.

보림식품이 취급하는 품목에 한하여 한국으로 배송을 대행해 드립니다.  
본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한국에서도 주문가능.  
대다수 품목 발송 가능 (Ex. 꿀, 대추, 건삼, 된장, 고추장, etc.) 

최초 1 파운드 기본요금 10불/ 1 파운드 추가시 2불씩 추가 
Ex) 2파운드 = $10 + $2 = $12 (미국 내 우체국 요금보다 싼 요금!) 

포장 무료/ 발송대행 (어디서든 주문만 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숨겨진 요금이 없습니다. (포장은 무료지만 포장지 무게는 운송비에 포함됩니다.) 
한국 우체국에서 배달 
발송 4일후 도착 (대부분) 

※ 식품을 발송시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의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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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륙을 불국정토로! 

Express Your Buddhahood! 
불교용품 미주총판 · 한국서적 일체 

월간 『불광』 미주지사 · 사경과 백팔배 수행 지원센터  

Dharma BOOM of America, Inc.
www.dharmaboom.com

Tel. 646-596-1838 ∥ Email. dharmaboo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