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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주소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58-28

전화번호  064-796-4764

체험시간  09:00~17:00

휴무일  일요일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제품 10%할인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제주인디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전화번호  064-784-7073

체험시간  09:00~15:00

휴무일  매주 주말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 10%할인

업체명  마노르블랑

주소  서귀포시 일주서로2100번길 46

전화번호  064-794-0999

체험시간  09:30~18:30

휴무일  연중무휴

업체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제주고소리술익는집

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26

전화번호  064-787-5046

체험시간  10:30~14:00

휴무일  매주 금, 일요일

업체명  환상숲곶자왈공원

주소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전화번호  064-772-2488

체험시간  09:00~17:00

휴무일  일요일 오전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 10%할인

업체명  물드련 마씸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87-27

전화번호  010-6767-4967

체험시간  14:00~17:00

휴무일  월요일

 체험지도 소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팔로우 시 제품 10% 할인

업체명  방림원

주소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전화번호  064-773-0090

체험시간  09:00~17: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성인 입장료 5,000원 적용

업체명  주식회사 청원(생각하는 청원)

주소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전화번호  064-772-3701

체험시간  09: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입장료 2,000원 할인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아침미소(아침미소목장)

주소  제주시 첨단동길 160-20

전화번호  064-727-2545

체험시간  10:00~17:00

휴무일  매주 화요일, 명절 연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유제품 1,000원 할인

업체명  (주)몽생이

주소  제주시 한경면 저지 12길 72-16

전화번호  064-796-8285

체험시간  전화예약문의

휴무일  일요일/공휴일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제품 10%할인

업체명  새오름영농조합법인(그린페블)

주소  제주시 한림읍 수동 7길 54-3

전화번호  064-772-5011

체험시간  10:00~16:3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제품/체험비 10%할인

업체명  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608번길 62

전화번호  010-2561-0101

체험시간  10:00~15:0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 10%할인

업체명  한라산식품(허니스토리)

주소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1

전화번호  064-783-1584

체험시간  10:00~18:00

휴무일  명절 연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전제품 10%할인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식회사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68

전화번호  064-764-7759

체험시간  09: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동물먹이 2,000원 할인

업체명  제주선인장마을(비누박사)

주소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418

전화번호  064-772-5886

체험시간  09:30~15:50

휴무일  월요일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제품 10%할인 또는 돌하르방비누 증정

업체명  폴개협동조합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 473

전화번호  064-764-0116

체험시간  10: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10,000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

업체명  ㈜제주사랑농수산

주소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66

전화번호  064-803-2011

체험시간  10: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매시 정각 시작/사전 예약 필수)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주소  서귀포시 서리오름로 126-14

전화번호  064-767-4584

체험시간  13:00~18:00

휴무일  비오는 날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본인 수확 감귤 10%할인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유진팡(주)

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로 399번길 31-7

전화번호  064-762-3116

체험시간  10:00~16:00

휴무일  연중무휴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제품 10%할인

업체명  하효살롱협동조합

주소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17-8

전화번호  064-732-8181

체험시간  10:00~17:00

휴무일  매주 일요일(단체는 예약 가능)

체험지도 소지하고 방문시
체험비 10%할인

01. 감귤진피 쌈장 만들기 체험

20. 쪽 염색 체험

08. 가을n핑크뮬리/겨울n동백꽃 힐링체험 18. 쉰다리 만들기와 고소리술 담금주 만들기

07. 숲지기가 동행하는 곶자왈 체험

13. 해녀 액자 만들기

05. 힐링 야생화 정원 산책

06. 정원관람과 제주통곡물 건강음료만들기 체험

10.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04. 제주 전통감물 염색 체험

03. 우리가족만의 초콜릿만들기

15. 수망다원 녹차체험 프로그램

09. 꿀벌생태관찰 및 벌꿀뜨기 14. 사계절 감귤따기 체험

02. 백년초 천연비누만들기 17. 제주감귤농장체험/감귤케이크만들기

19. 향수/방향제/립글로스 만들기

11. 제철감귤 맘껏 골라 따먹기 16. 열대농촌생태체험

12. 감귤칩과즐 만들기 체험

* 본 홍보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전화｜064-722-7914~8    

팩스｜064-722-7919     

홈페이지｜www.제주6차산업.com

제주농촌 가을 · 겨울 체험프로그램 운영 업체 ※ 모든 프로그램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업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2   제주선인장마을(비누박사)
3   새오름영농조합법인(그린페블)
4   ㈜몽생이
5   방림원
6   주식회사 청원(생각하는 정원)
7   환상숲곶자왈공원
8   마노르블랑
9   한라산식품(허니스토리)
10  농업회사법인㈜아침미소(아침미소목장)
11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주식회사
12   하효살롱협동조합
13   물드련 마씸
14   농업회사법인 가뫼물 주식회사
15   청정제주녹차 영농조합법인
16   농업회사법인 유진팡주식회사
17   폴개협동조합
18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제주고소리술익는집
19   ㈜제주사랑농수산
20  농업회사법인㈜제주인디

제주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SK렌터카와 함께합니다.

6차산업 시즌별로 찾아가는

‘6차산업 안테나숍’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

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거점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제주농촌 가을 · 겨울 체험프로그램 운영 업체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이마트 서귀포점

금능해변

중문색달해변

중문관광단지

삼양검은모래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이호테우해변

표선해비치해변

비자림

만장굴

거문오름

새별오름

렛츠런파크

사려니숲길
협재해변

곽지과물해변

월정해변

성산일출봉

한라산

우도

김녕성세기해변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천연 비누 만들기

힐링정원체험

전통감물 염색 체험

감귤칩과즐 만들기

쪽 염색 체험

열대농촌생태체험

향수/방향제/립글로스 만들기

감귤진피 쌈장만들기

사계절 감귤따기 체험

제철감귤 따먹기 체험

수망다원 녹차체험

쉰다리/고소리술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해녀 액자 만들기

곶자왈 체험

생각하는 정원

핑크뮬리/동백꽃 힐링체험

벌꿀뜨기 체험

안테나숍
이마트 서귀포점

한살림
서귀포동홍매장

한살림
노형매장

한살림
이도매장한살림

제주담을매장

안테나숍
이마트 제주점

안테나숍
이마트 신제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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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케이크 만들기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