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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사시나요?

오아시스에서 살고,
오아시스에서 사고.
회원가입 혜택
우리, 오아시스에서 함께 살아요.
회원가입 즉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쿠폰 받고,
100 원으로 인기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친구추천 쿠폰 혜택
좋은 것은 친구와 나누세요.
친구에게 오아시스를 추천하시면
친구도 나도 5천 원 쿠폰이 생깁니다.

구매후기 포인트 혜택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세할 수록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포장 하나도 자연에 가깝게, 친환경포장 !

식탁 위,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오아시스의 시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도톰하고 부드러운 달걀말이도 좋고, 포근포근 달걀찜도 좋아. 자연이란 동물복지 유정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별것 아닌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있지.

시리얼도 너와 먹으면 맛이 다른걸?
신선함 그 자체, 제주청정우유

눈을 감고 느껴봐, 어떤 향기가 나는지...
짙은 바다의 향기, 자연산 해삼내장(고노와다)

오아시스 된장 덕분에 장맛 좋은 집으로 소문났다.
소문난 맛, 장맛 좋은 집 된장

누군가를 떠올리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석류알처럼 우리도 새콤달콤하게
귀한 국내산 석류로 만든 석류즙

정작 건네고 싶었던 말은
‘사랑해...’ 라는
말 한 마디였는지 몰라.

기다림도 사랑이라는걸 알게됐지.

꾸미지 않아도,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

6년의 기다림, 오아시스 홍삼

사과주스를 마시며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일, 참 감사해.

오동통한 닭과 싱싱한 전복

국산사과와 정직하게 짜낸 사과즙

오늘 같은 날

도란도란 한 상에
둘러 앉은 풍경이
활짝 핀 꽃처럼 향기로와.

가지런히 누워있는 너희들, 예쁘구나.
밥도둑 자연산 법성포 굴비

두툼한 삼겹살 한 점, 마늘 한 쪽 올리고, 아~~
무항생제 우리돼지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걸?
진짜 집에서 만든것 같은 간편잡채

오늘은 가위로 자르지 말고 분위기 있게...
육즙 팡팡, 무항생제 한우 등심

비오는데... 수제비 먹고 갈래요?
우리밀 건강한 통밀가루

모처럼 게으른 주말
너를 만나고 알게된 사실.
음식은 끼니 그 이상이라는 것.

아보카도 하나만 있어도 밥그릇은 푸르러지지.

어릴땐 채소가 참 맛이 없었는데...

슈퍼푸드 아보카도와 어린잎 채소

싱싱한 샐러드와 방울토마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인생 돈가스를 만났을 때의 그 희열이란

핫케잌가루와 아가베시럽

통살 수제 등심돈가스

혼자여도 엣지있게
달큰하고 따뜻하게
허전한 속을 달랠 때
정성가득 호박죽

‘오늘도 수고했어. 잘 될거야.’
한마디 말에 마음이 녹아.

깔끔하고 담백하게
허기진 속을 달랠 때
무항생제 치킨스테이크

상큼하고 달콤하게
우울하고 짜증난 속을 달랠 때
청정 제주우유로 만든
좋은발효 요구르트

부드럽고 고소하게
지친 속을 달랠 때
토마토 크림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