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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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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2만원

감귤칩선물용 

제품구성 및 용량｜감귤칩 4g*12봉
업체명｜농업회사법인(주)태반의땅제주

구매처｜www.tbjeju.com

문의전화｜ 010-6623-8899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20%할인

소비자가격 10,000원｜할인가 20% 8,000원 

~2만원 대
감귤칩 선물용 ···································· 1
착즙청귤청선물세트 ····························· 2
우리가 몰랐던 진짜 백년초 ······················ 3
제주몬딱주스 ····································· 4
맛있는 감귤초 2종세트 ·························· 5

자연발효식초 미니3종세트 ······················ 5

3~5만원 대
자연발효식초 3종세트 ··························· 6
표고버섯세트 ····································· 7
임산물특선세트1호 ······························ 8
산채나물특선세트4호 ···························· 8
황금향 ············································ 9
프리미엄 한라산 야생꿀 ························· 10
폴개네 벌꿀&벌화분 330 ························ 11
폴개네 허니 polpol ······························· 12
야생화꿀세트 (1호세트/2호세트) ··············· 13
로열폴렌 3호세트 ································ 13
제주오라 혼합선물세트(5종) ···················· 14
제주석창포 발효차 선물세트 ···················· 15
블렌딩티 티백 세트 ······························ 16

6만원 이상
제주석창포 메모리 ······························· 17
올인원티컵 세트 ································· 18
제주온 큐테라 풋귤 3종세트 ···················· 19
제주온 큐테라 울금 3종세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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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2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2만원

착즙청귤청선물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착즙청귤청 430g*2병
업체명｜농업회사법인(주)태반의땅제주

구매처｜www.tbjeju.com

문의전화｜010-6623-8899

소비자가격 30,000원 우리가 몰랐던 진짜 백년초 

제품구성 및 용량｜2g x 15포
업체명｜㈜농업회사법인 제국백년초
구매처｜https://smartstore.naver.com/beaknyuncho

문의전화｜064-739-177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2+1) 2개 구매시 1개 무료증정 

소비자가격 25,000원



4 5

추석선물세트기획전｜~2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2만원

제주몬딱주스 
(제주한라봉&천혜향 몬딱 / 제주한라봉몬딱 / 제주천혜향몬딱)  

제품구성 및 용량｜제주한라봉&천혜향 몬딱 5병+5병 / 제주한라봉몬딱 10병 / 제주천혜향몬딱 10병
업체명｜주식회사 일해
구매처｜https://smartstore.naver.com/ilhae

문의전화｜064-782-5353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 가격의 35% 할인

소비자가격 40,000원

할인가 35% 25,800원 

맛있는 감귤초 2종세트

자연발효식초 미니3종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맛있는감귤초 250ml 2개  업체명｜초하루      

구매처｜www.vinegar1day.com  문의전화｜064-743-300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소비자가격의 20% 할인

제품구성 및 용량｜120ml / 맛있는감귤초, 제주감귤레드비트식초, 제주감귤당근식초

업체명｜초하루      구매처｜www.vinegar1day.com 문의전화｜064-743-300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소비자가격의 20% 할인

소비자가격 36,000원｜할인가 20% 28,800원  

소비자가격 18,000원｜할인가 20% 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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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표고버섯세트
(지함세트/한지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표고버섯(동고)350g / 표고버섯(동고)500g
업체명｜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문의전화｜064-748-232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가격의 10%할인, 10개 이상 구매시 15%할인

소비자가격 41,300원 / 62,900원

할인가 10% 37,170원 / 56,610원 자연발효식초 3종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300ml / 맛있는감귤초, 제주감귤레드비트식초,제주감귤당근식초
업체명｜초하루
구매처｜https://www.vinegar1day.com

문의전화｜064-743-300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소비자가격의 20% 할인

소비자가격 66,000원｜할인가 20% 5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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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제품구성 및 용량｜표고버섯(향고)180g, 건고사리100g, 건취나물150g

업체명｜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문의전화｜064-748-232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가격의 10%할인, 10개 이상 구매시 15%할인

제품구성 및 용량｜표고버섯(동고)280g, 건고사리150g

업체명｜제주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문의전화｜064-748-2327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가격의 10%할인, 10개 이상 구매시 15%할인

산채나물특선세트4호

임산물특선세트1호

소비자가격 47,100원｜할인가 10% 42,390원

소비자가격 60,300원｜할인가 10% 54,270원

황금향  

제품구성 및 용량｜3kg (중대과, 8~15과) / 5kg (중대과, 15~25과)
업체명｜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구매처｜www.fatherandson.co.kr
문의전화｜064-767-4584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10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소비자가격 3kg 38,000원 / 5kg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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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프리미엄 한라산 야생꿀 

제품구성 및 용량｜600g
업체명｜농업회사법인(주)제주자연식품

구매처｜www.유자차.kr

문의전화｜064-782-0011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문의전화에 한해 10개 구매시 1개 증정

소비자가격 32,000원 폴개네 벌꿀&벌화분 330

제품구성 및 용량｜벌꿀 330g + 벌화분 220ml
업체명｜폴개협동조합
구매처｜http://pgmarket.co.kr

문의전화｜064-764-0116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5개 이상 구매시 소비자가격의 10%할인

소비자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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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폴개네 허니 polpol

제품구성 및 용량｜벌꿀 스틱10g×20개+화분스틱5g×10개
업체명｜폴개협동조합
구매처｜http://pgmarket.co.kr

문의전화｜064-764-0116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5개 이상 구매시 소비자가격의 10%할인

소비자가격 35,000원

야생화꿀세트 (1호세트/2호세트)  

로열폴렌 3호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 한라산 야생화꿀/야생화+사양꿀 1000g×2개입 

업체명｜한라산 식품 구매처｜www.hallafood.co.kr  문의전화｜064-756-1584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전 제품 10세트 이상 구입시 10% 할인

제품구성 및 용량｜ 프로폴렌/로얄젤리/비폴렌 10g x 10개입

업체명｜한라산 식품 구매처｜www.hallafood.co.kr  문의전화｜064-756-1584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전 제품 10세트 이상 구입시 10% 할인

소비자가격 50,000원 / 30,000원 

소비자가격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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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제주석창포 발효차 선물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제주석창포 60g×1병, 제주석창포 30g×2개, (세트상품)
업체명｜새오름영농조합법인

구매처｜http://greenpebble.co.kr

문의전화｜010-3639-1568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7+1) 7세트 구매시 1세트 증정

소비자가격 45,000원 제주오라 혼합선물세트(5종) 

제품구성 및 용량｜메밀가루, 메밀쌀, 메밀보리미숫가루, 귀리쌀, 보리쌀
업체명｜농업회사법인 오라(유)  

구매처｜https://smartstore.naver.com/jejuora_co

문의전화｜064-711-9700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10개 이상 구매시 10%할인

소비자가격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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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6만원 이상

16

추석선물세트기획전｜3~5만원

블렌딩티 티백 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제주브렉퍼스트 티백 8개입 한박스, 서귀오름 티백 8개입 한박스
업체명｜우연못

구매처｜https://wooyeonmot.co.kr

문의전화｜010-9678-5646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전화문의 시 소비자가에서 10%할인, 30개 이상 구매시 20% 할인

소비자가격 36,000원｜할인가 10% 32,400원 제주석창포 메모리 

제품구성 및 용량｜제주석창포 메모리 100g×30개, (세트상품)

업체명｜새오름영농조합법인 
구매처｜http://greenpebble.co.kr

문의전화｜010-3639-1568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7+1) 7세트 구매시 1세트 증정

소비자가격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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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6만원 이상 추석선물세트기획전｜6만원 이상

올인원티컵 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  올인원티컵, 제주홍차 틴케이스(60g)
업체명｜우연못

구매처｜https://wooyeonmot.co.kr

문의전화｜010-9678-5646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전화문의 시 소비자가에서 10%할인, 30개 이상 구매시 20% 할인

소비자가격 70,000원｜할인가 10% 63,000원 제주온 큐테라 풋귤 3종 세트  

제품구성 및 용량｜토너150mL, 세럼45mL, 크림50mL
업체명｜㈜대한뷰티산업진흥원   

구매처｜https://jejuon.kr  
문의전화｜064-745-9199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 가격 15% 세일

소비자가격 78,000원｜할인가 15% 6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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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세트기획전｜6만원 이상

제품구성 및 용량｜토너150mL, 세럼45mL, 크림50mL
업체명｜㈜대한뷰티산업진흥원   

구매처｜https://jejuon.kr  
문의전화｜064-745-9199  
행사내용(21년 9월 17일까지)｜구매시 소비자 가격 15% 세일

제주온 큐테라 울금 3종 세트  소비자가격  84,000원｜할인가 15% 71,400원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전화｜064-722-7914~8    

* 본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팩스｜064-722-7919     홈페이지｜www.제주6차산업.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