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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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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주 최

제11회 Green 로하스�엑스포

2022. 08. 05(금) ~ 08. 07(일)

ICC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1F 이벤트홀

지속가능성을�위한�연결과�공유�지구를�위한 Only Green
그린로하스엑스포�추진위원회

주 관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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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전시, 홍보, 판로개척을�통한 녹색산업의�육성
·지속가능한 로하스적�삶의�가치�제고
·친환경 녹색산업의�네트워크�공유

행사일정

일시

프로그램
10:00~18:00

등록�및�전시관�개장·운영

12:00~13:00

오찬(개발)

10:00~18:00

1일차
8. 5(금)

14:00~15:00

영주홀 B(1층)

17:30~18:00

인플루언서, 로하스�서포터즈�위촉장수여식
※울타리 USA MOU 체결식

영주홀 B(1층)

10:00~18:00

등록�및�전시관�개장·운영

이벤트홀(1층)

15:00~17:30

10:00~18:00
12:00~13:00
15:00
18:00

3일차
8. 7(일)

영주홀 B(1층)

개막식�및�전시관�관람

18:00

2일차
8. 6(토)

B2B 기업상담

이벤트홀(1층)

10:00~18:00
17:00

2022 제주 ESG경영�포럼
전시관�폐장

B2B 기업상담
오찬(개발)

그린로하스�오정희�친환경�갈옷�패션쇼
전시관�폐장

등록�및�전시관�개장·운영
폐장

영주홀 B(1층)

영주홀 B(1층)
3층�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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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ea Inc.
이재보 Lee Jae-bo

대표자 C.E.O.

(63063 ) 제주도 제주시 평화로 2715 제주관광대학교학교 창업보육센터 314

주소 Address

2715, Pyeonghwa-ro, Aewol-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Jeju National
University of Tourism, Business Incubation Center

“

010-8377-0129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jeju-sulsimdang.com

이메일 E-mail

회사소개

giantea@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제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중국-대만에서 오는 취약계

Product Introduction

”

버려진 적과 귤의 사용이 관광상품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층들의 안위를 보호하고자 만든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다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수익금의 일부분은 취약계층에

- 제주도에서 버려진 귤껍질을 이용한 특화된 제품을 개발

게 기부됩니다.

합니다.

현재 카페 25곳 등에 납품 중이며 제주도내에 자체 매장을

- 제주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제주 특산차를 개발합니다.

설립하고자 합니다.

- 티백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여 자연스러움
을 실현합니다.

The use of discarded enemies and tangerines is creat-

It is a social venture company in Jeju that was created
to protect the safety of vulnerable people from China

ing new values as tourism products.

and Taiwan. It hires vulnerable multicultural groups,

- We develop specialized products in Jeju using dis-

and some of the profits are returned to the vulnerable.

carded tangerine peel

- We develop Jeju specialty cars using agricultural
products in Jeju.

- Realize naturalism by removing microplastics contained in tea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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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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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L HYANG
강문정 Kang Moon-jung

대표자 C.E.O.

제주 서귀포시 신효로 5

주소 Address

Shinhyo-ro 5 in Seogwip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64-733-2268

전화 Tel

팩스 Fax

064-733-2269

홈페이지 Homepage

www.ghgwajeul.com

이메일 E-mail

회사소개

gwajeul@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제주 청정지역의 주요 우수 농산물 감귤만을 100% 사용하

제주 지역 감귤 100%를 사용하여 만든 감귤즙으로 반죽을

제주 전통방식에 가까운 전통 한과입니다.

방식의 수제 한과입니다.

여 반죽하고 정성스럽게 수제로 만드는 신효 귤향과즐은

하고 국내산 쌀로 만든 쌀튀밥을 추가하여 만든 제주 전통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한단계씩 정성스럽게 만든

올바른 먹거리로 제주를 대표하는 간식거리를 만들어 소

It is a handmade traditional Jeju-style Korean confec-

개선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해

juice in Jeju and added rice and fried rice made from

tion made with citrus juice made using 100% citrus

비자에게 공급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신효마을의 생활

domestic rice.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귤향영농조합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hinhyo Gyulhyanggwajeul is a traditional Korean

snack that is close to Jeju’s traditional style, which
is made by kneading and carefully hand-made using

only the best agricultural citrus fruits of Jeju’s clean
area.

The members of Shinhyo Village, who have a mission

to make Jeju’s representative snacks and provide
them to consumers with the right food that their fam-

ilies carefully made with the thought of eating, are
working together to expand and develop their businesses.

I will try to become a tangerine-flavored agricultural
cooperative corporation that always thinks of consumer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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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진팡 주식회사

03

Agricultural corporation Yujinfang Ltd
김순일 Kim Soon-il

대표자 C.E.O.

( 6356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299

주소 Address

8299 Jungsan-dong-ro, Seogwipo-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64-762-3116

전화 Tel

팩스 Fax

064-738-3110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sixshop.com/yujinfang921/home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yujinfang921@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Enjoy the tropical jeju!

나무에서 최대 12개월 자란 친환경 제주 바나나, 유기농설

팡 주식회사입니다.

콤부차, 순수 열풍건조한 쫀득한 과일칩이 있습니다.

탕으로 만든 첨가물 free 과일 발효잼, 3년 천연발효 식초,

제주도에서 열대과일농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진
친환경 농법으로 ‘제주도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사탕수

There are eco-friendly Jeju bananas grown up to

수’ 등 다양한 열대과일을 재배 및 판매합니다.

12 months in trees, additives free fruit fermented

맛있는 제주도 열대과일 및 작물은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jam made with organic sugar, three years of natural

할 수 있습니다.

fermented vinegar, kombucha, and pure hot-dried

365일 운영하는 열대과일농장에서 신기한 <바나나따기>

chewy fruit chips.

체험 경험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비닐하우스 시공, 농자재 철물 사업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njoy the tropical jeju!

This is Eugene Pang Co., Ltd., an agricultural company that operates a tropical fruit farm in Jeju Island.

As an eco-friendly farming method, various tropical

fruits such as Jeju banana, papaya, pineapple, and
sugar cane are grown and sold.

Delicious Jeju tropical fruits and crops can be purchased online and offline.

You can also experience a strange “banana picking”
experience at a tropical fruit farm that runs 365 days.

In addition, we also operate the greenhous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materials hardwar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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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뷰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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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DI Co.,Ltd.
강유안 Kang You-an

대표자 C.E.O.

(63309)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01호

주소 Address

213-4, Cheomdan-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45-9199

전화 Tel

팩스 Fax

064-726-9199

홈페이지 Homepage

http://jejuon.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kangyouan@kbidi.or.kr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대한뷰티산업진흥원은 제주의 깨끗한 자원을 바탕으로

JEJUON의 큐테라 풋귤 라인은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받은

아우르는 ‘뷰티 융복합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유기농 기능

토양에서 자란 풋귤 그대로를 담아 내었습니다. 큐테라 울금

천연성분 개발, 화장품 제조, 미용 교육, 인센티브 투어를

농가와 직접 계약 재배를 하여 제주 청정 자연의 화산회

성 화장품 전문회사입니다.

라인은 유기농 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울금추출믈을 연꽃
추출물과 함께 담아 내었습니다.

제주에서 울금을 비롯한 각종 허브의 직접 재배, 제주 천
연 원료를 개발·연구하는 기업부설 천연물 연구소와 ISO

HAION은 제주 해양 원료를 핵심소재로 제주해녀들이 직접

22716 인증을 받은 직영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원스톱 시

잡아올린 자연 그대로의 홍해삼, 전복, 소라 등 해양 소재들

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청정 육상식물의 가치를 제품에 담

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아낸 “JEJUON/JEJUON Kids”, 제주의 해양 원료를 핵심

Deeprove는 유네스코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비자나무

소재로 하는 “HAION”, 에코 세라마이드 NP가 함유된 코스

씨앗오일을 핵심소재로 하여 제주의 자연 소재를 결합,

메슈티컬을 지향하는 “deeprove”브랜드를 출시하여 브랜

MADE IN JEJU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드 연계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트렌드

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업싸이클링과 리싸이

JEJUON’s QUERA green Mandarin Line is contract-grown

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to capture the green tangerines grown in Jeju’s clean

클링을 적극적으로 화장품에 반영하고, 기부사업을 지속적

with farms certified as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natural ash soil. The Qetera Tumeric Line has produced

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its own, organic farming method, with lotus extract.

Based on Jeju’s clean resources, the KBIDI is a natural

HAION makes products using marine materials such as

organic functional cosmetics company that specializes

natural red sea cucumber, abalone, and conch caught

in “beauty convergence business” that encompasses

by Jeju haenyeo themselves as key materials.Deepprove

natural ingredient development, cosmetics manufac-

practices MADE IN JEJU by combining Jeju’s natural

turing, beauty education, and incentive tours.

materials with the key material of Torreya seed oil
grown in UNESCO’s clean areas.

We have established a one-stop system that directly
operates a research company-affiliated natural product

research institute and ISO 22716 certified direct factory
to develop “JEJUON/JEJUON Kids”, “HAION” based on

Jeju’s marine materials, and “Coscheve” brand. In addi-

tion, in order to mak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that are a global trend, we are planning to actively reflect
upcycling and recycling in cosmetics and continue to
develop donation businesses to grow into 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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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제주향

05

JEJUHYANG AGRICULTURAL CO., LTD.
김승철 Kim Seung-cheol

대표자 C.E.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107번길 42(토평동)

주소 Address

42, Topyeonggongdan-ro 107beon-gil,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82-064-733-1022

전화 Tel

팩스 Fax

+82-064-733-1023

홈페이지 Homepage

www.jeju-hyang.net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ejuhyang1022@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제주향 감귤한라봉주스

㈜제주향은 2015년 설립하여 제주감귤연구소의 감귤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제주 제품의 고품질 대중화에 노력하고

100%NFC착즙주스로 물이 들어있지 않은 주스.

있다.

제주의 감귤과 한라봉을 통째로 짜낸 후 물을 섞지않고 과

자연을 생각하며 천연과 가장 가까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

일의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만드 압착주스 생산방식

연과 농민 그리고 제품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차별화된 제품

을 적용하여 만든 착즙주스.

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공색소, 보존료, 감미료등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감귤 및

천연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NFC 착즙제품을 통하여 순수

한라봉의 비타민, 구연산, 플라보노이드등의 천연 영양성

자연 본래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분이 풍부한 주스.

주요생산제품 :

물, 색소,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NFC 착즙주스.

Jeju Tangerine & Hallabong blended squeeze juice

- 각종 기능성 성분의 보고인 감귤종류를 가공하여 천연의

• 100% NFC(not from concentrate) ingredients with-

비타민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주스는 상큼하고

out any water

싱그러운 제주의 자연을 담아놓은 천연 착즙 음료

( It is juice producted by using the NFC extracted
juice manufacturing method in order to preserve the

Established in 2015, jejuhyang Co., Ltd. has been seek-

nutrition of the fruit by squeezing whole Hallabongs,

ing to commer-cialize various high quality products of

with no water)

Jeju using the citrus-related technology developed
and transferred by the Citrus Research Institute.

• The juice is a number of natural nutrients, including

vitamin C of tangerines, citric acid,flavonoid of halla-

production goods : 100%NFC products with NO water,

bongs, and various other vitamins

NO coloring, NO preservatives.

The juicce, produced by processing Tangerine, Hallabong, Chunhyehyang, which are a repository of vari-

ous functional components, contains naturai vitamin
and a variety of flavonoids.

The juice , without any artificial ingredients added, is

also juice providing the fresh and refreshing flavor of
Jeju, just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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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개협동조합

06

Polgae Cooperative Alliance
장기철 Jang Gi-cheol

대표자 C.E.O.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원님서로 326번길 38-51

주소 Address

38-51, Wonnimseo-ro 326beon-gil, Namwon-eup,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64-0116

전화 Tel

팩스 Fax

0303-3447-0409

홈페이지 Homepage

https://polgae.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eju-farm@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은퇴자와 제주 귀농귀촌인 12명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폴개협동조합이 위치한 남쪽마을 서귀포 남원은 제주 안에

촌융복합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은퇴 후 정년없는 인생 2막,

가진 조합원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 판매하

서도 귤과 농산물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며 다양한 이력을

유기농 블루베리,감귤,벌꿀을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6차 농

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
으며, 퇴직 전의 경험과 제주에서의 새 삶을 융복합하여 다양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며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한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 웰니스 농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활동 등을 통하여

장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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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 제주 유기농 블루베리

- 첨가물 0%, 100% 제주 감귤 즙
- 제주 야생화 벌꿀 & 벌꿀 330
- 폴개네 허니 pol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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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감귤점빵협동조합
강금순 Kang Geum-sun

대표자 C.E.O.

63613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272

주소 Address

272, Harye-ro, Namwon-eup,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67-4545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http://haryeshop.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07

gbbang2017@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지역특산물인 감귤 등 지역생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옛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제주음식 ‘상웨떡’을 널리 알리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

의 빵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제주전통빵 ‘상웨빵’을 만들어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의 소득창출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위해 제주특산물들을 이용해 메뉴 개발을 함으로써 시중

능한 하례마을

냈습니다. 상웨떡은 제주에서 쌀이 귀한시절 보릿가루, 밀

가루, 메밀가루 등 반죽에 막걸리를 섞어 발효시켜 만든
제주 향토 음식으로 소화가 잘되며, 깊고 풍부한 맛을 자
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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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월영농조합법인

08

HYOWORL
이기영 Lee Gi-yeong

대표자 C.E.O.

(63524)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3

주소 Address

34-3, Gwangpyeong-ro,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92-5646

전화 Tel

064-792-5644

팩스 Fax

이메일 E-mail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hyoworl@hanmail.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녹차(천상의이슬차, 우전, 세작)

효월(曉月)은 ‘새벽에 보이는 달’이라는 뜻으로, 법정스님

이 생전 가장 좋아하셨던 효월차(曉月茶)를 만든 이기영

홍차(향차, 청귤홍차 등)

제다명인의 법명(法名)입니다. 청년시절 전국 사찰에 효월

진피차(긴압차, 진피차, 청귤진피차 등)

차를 올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제다명으로 인정받던 그는
2004년, 제주땅 지천에 자생하는 야생초에 마음을 빼앗긴

감귤곶감

후 제주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약150여 종 이상의 제주산

야생초차를 개발했습니다. 제주산 야생초의 가치를 알려가
기 위해 효월을 제주로 이전하여 가치 높은 대용차로 생산
하여 제주와 한국의 좋은 차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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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굿잡제주마카마카
방경욱 Bang Gyeong-uk

대표자 C.E.O.

(635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174, 2층(대포동)

주소 Address

174, Daepo-ro,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49-4564

전화 Tel

팩스 Fax

064-738-7451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instagram.com/cafe_onol_jeju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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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jobjeju@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서귀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일자

매년 10만 3천 톤의 비상품 감귤이 버려짐으로 지역 농가

과 약재료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진피(말린 귤껍질)를 업사

야기합니다. 저희 ‘카페 오놀’은 제주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

리를 창출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주에서 화장품

사업에 소득 저하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를

이클링하여 디저트를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 그런 감귤을 업사이클링하여 진피를 1년간 숙성시켜 쓴

전국 6500여 개의 목장 중 단 0.4%의 목장에서만 나오는

맛을 제거하여 시트러스 향만 남긴 진피를 사용하고 있습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를 사용하여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

니다. 이번 전시품으로는 해당 진피를 사용하여 만든 [진

및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피 초코 티 케이크]입니다. 전국 6500여 개의 목장 중 단

현재 ‘카페 오놀’을 운영하여 다양한 디저트들과 함께 고객

0.4%의 목장에서만 나오는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를 사용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놀’에서는 진피 무

하여 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우유로 만든 [동물복지 유기

스케이크, 진피 초코 티케이크, 진피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

농 아이스크림]과 진피 정과를 올린 [onol 시그니처 아이

아이스크림,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 빙수, 판나코타(이탈리

스크림]을 이번 전시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식 우유 푸딩) 등 오직 ‘카페 오놀’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들이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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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텍스(군장대학교)

10

Kunjang University College
이계철 Lee Kye-cheul

대표자 C.E.O.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보건학관 패션산업과 201호

주소 Address

13, Gunjangdae-gil, Seongsan-myeon, Gunsan-si, Jeollabuk-do, 54045, Korea

063-450-8406

전화 Tel

팩스 Fax

063-450-8321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kunjang.ac.kr/main/life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ihyunlee@kunjang.ac.kr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군장대학교 LiFE사업단은 교육부 평생교욱체제 지원사업

박람회 참여학과인 패션산업과는 학과 동아리를 연계해서

거점대학으로써 성인친화적 체제구축과 지역 맞춤형 미래

아이템을 키트로 제작하여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체험

을 통하여 일-학습-꿈을 연계한 성인친화형 지역 평생교육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한지 활용 체험 키트는 부채, 볼펜, 브로치 세가지 아이템

으로 한지의 주원료인 닥섬유를 활용하여 성형하고 건조

만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들을 위한 현장 중심

한 상태에서 원하는 색상을 컬러링하면서 체험자 스스로

의 직무와 고숙련 기술전수를 통해 전문가를 배출하여 취·

원하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창업 연계 지역 공헌형 성인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닥섬유의 특성을 살린 체험 키트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향

운영학과는 융합기계시스템과, 스마트농식품과, 실버복지

유 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결합한 다양한 특색있는 체

상담과, 패션산업과, 사회적경제과, 미래복지융합전공, 스

험상품 및 문화상품 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마트자동화융합전공으로 총 5개학과, 2개전공으로 휴먼융
합학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닥섬유가 지니는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체험관광 프
로그램을 통해 느낄 수 있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며 누구

나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으로써 지속
가능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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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관광융복합학과
JE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ward Future
Department of Tourism Convergense
임화순 학과장 Lim, Hwa-Soon Professor

대표자 C.E.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1F 관광융복합학과

주소 Address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ward
Future 1F Department of Tourism Convergense

064-754-3920

전화 Tel

팩스 Fax

064-755-3903

홈페이지 Homepage

http://tc.jejunu.ac.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11

anyumi0526@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관광융복합학과는 농·산·어촌 유·무형의 제주 자원을 활용

관광융복합학과는 농·산·어촌 지역의 생산물, 자연, 문화 등

자 하는 목표에서 설치된 학과이다. 특히 관광과 농업 분야는

드를 겸비한 컨버전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

하여 다양한 관광융합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시키고

다양한 융복합 관광분야와 접목하여 경영마인드, 디지털마인

이미 제주지역의 생명산업이자 최대의 경제 소득원으로 자

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관광융복합은 지역경제에

리매김 되어 있으며 산학협동에 의한 연구수행과 사회 진출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분야가 매우

전망이 매우 밝은 전문 영역의 학과이다.

다양하게 열려 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
능하여 창작과 창업에 경쟁력을 높인다.

관광융복합학과의 수업은 강의와 토론, 액션러닝학습, 현지
조사, 어학실습, 현장실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
로 창작과 창업 그리고 지역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인재
들의 창의성 연마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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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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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od Research & Development Co., Ltd.
김충환 Kim Chung-hwan

대표자 C.E.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700 분당테트노파크 D동 309호

주소 Address

D-309, 700,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031-704-4927

전화 Tel

팩스 Fax

031-703-4920

홈페이지 Homepage

www.seoulfoodrnd.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sfrd4927@hanmail.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서울식연은 1991년 8월 1일에 인류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그린후레시, 그린후레시+A, 공간청정연구소는 넓은 영역

었습니다. 친환경 천연 살균소독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

식물 추출물(Citrus Extractives)과 유기산으로 이루어진

에 걸치는 정균, 항균 및 살균작용과 탈취작용을 하는 천연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하게 되

안전한 식품첨가물 이다.

여 식중독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
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식연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
는 굳건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Seoul Food Research & Development Co., LTD. was

Green Fresh, Green Fresh+A, PuriLab are multi-pur-

disinfectant solutions.

objects and surfaces including food and food related

established in 1991 as a specialized manufacturer of

pose disinfectants ideal to clean/disinfect various
surfaces.

In 1998, with continuous research aiming to invent
effective food safety solutions from farm to fork re-

Especially, putting its safety as primary objective, we
expertly developed from 100% food ingredients(Citrus

sulted in developing Korea’s first disinfectant for food,

Extractives) to ensure safety for human and environ-

offered an innovative hygiene solution in the food industry, including kitchen staff, food processing, pack-

ment.

aging, delivery, and consumers alike.

Today, There is nothing more vital than the safety,

and our appetite for finding and developing better

hygiene solution is never-ending. Seoul Food Research

& Development goes beyond quality control as we are

doing our best by putting our expertise to perform a
proactive role in protecting the customers’ and their
familie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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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참누리곤충농원
Hills Protein Insect Farm
이상우 Lee Sang-woo

대표자 C.E.O.

(12665)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건장이길 57-42

주소 Address

57-42, Geonjangi-gil, Jeomdong-myeon, Yeoju-si, Gyeonggi-do

031-882-2296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www.latubfs.com, https://blog.naver.com/chamnurifar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13

festi78@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청정 도시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친환경 곤충 사육 및 가

Thank you for visiting the Hills Protein Insect Farm, a

감사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곤충 사육, 가공 및 체험형

ing and processing located in Jumdong-myeon, Yeo-

공 전문 농업회사 법인 (주)참누리 곤충농원을 찾아주셔서

corporation specializing in eco-friendly insect breed-

농장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결하고 전문적인

ju City, a clean city.,It is the largest insect breeding,

사육환경을 완비하고 균일한 고품질의 곤충 원료 및 소재의

processing and experiential farm in Korea. It is a local

사육, 생산부터 가공, 유통 공정 및 체험까지 원스톱 시스템

food that can be trusted and eaten with a one-stop

을 갖추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바른 먹거리를

system from the cultivation, production, processing,

공급하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향후 전 세계 기후협약에

distribution process and experience of uniform high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축산분야의 미래형 산업인

quality insect raw materials and materials through

곤충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곤충산업단지 조성, 축사, 가공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It is an agricultural

및 체험교육시설의 현대화 및 체계화, 정보통신기술(IoT

corporation that supplies right food.,In the future, we

등)을 접목한 스마트 사육시설 구축 등을 통한 축산분야 신

will create new growth engines for livestock industry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through the creation of insect industrial complex for

industrialization of insect materials, which is a future

industry of livestock industry for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according to global climate agreements,
modern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livestock farming, processing and experiential education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smart breeding facilities that

comb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etc.).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분말

1. Powder of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larva
2. Powder of the mealworm

2.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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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스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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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os Cofectionery Co.,Ltd.
신성범 Shin Sung-bum

대표자 C.E.O.

(132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26번길 8

주소 Address

8, Dunchon-daero 526beon-gi,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031-741-2000

전화 Tel

팩스 Fax

031-748-1788

홈페이지 Homepage

www.mammos.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mammos325@gmail.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쌀, 밀, 현미 등을 주원료로 과자를 생산 및 수출하는 전문

전시제품 중 하나인 바나나쌀과자의 경우 쌀을 주 원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로 수출도

을 함유하여 만들어 쌀과자의 고소한 맛과 바나나의 달콤

기업으로, 1985년 설립 이래 37년간 전문적으로 쌀과자를

퍼핑하여 만든 스틱형 곡물과자로 쌀과자에 바나나시즈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맛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과자입니다.

쌀과자 성형 기술 특허, FSSC22000, ISO22000, HACCP,

바삭한 식감을 토대로 아침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HALAL 인증을 획득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 하에 기존 쌀과

*글루텐프리 *무염 *무콜레스테롤

자와 더불어 바나나 쌀과자, 딸기 쌀과자, 요구르트 쌀과자

등 신제품 출시로 대한민국 쌀과자의 시장을 넓히고 기타
제과제품, 캔디의 수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Mammos Confectionery is a company specialized in

Banana Rice Cracker is a stick type rice confectionery

raw materials such sa rice, wheat and brown rice.

tasre of rice cracker and the sweet taste of banana

made mainly with rice, and you can taste the sweet

producing and exporting confectionery with main

through banana seasoning, and you can eat it as a

Since its foundation in 1985, we have been produc-

substitute for breakfast based on crispy and sophisti-

ing rice confectionery professionally for 37 years and

have exported products to USA, UK, FRANCE and

cated taste

other country. We have patents on rice confectionery
molding technology. We are expanding the launch of
new products such as banana rice cracker, strawberry rice cracker and yogurt rice cracker with existing
rice cracker, and strive to export other confectionery
products and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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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DASHIMACHONBOK FISHERY CORP.
양희문 Yang Hee-moon

대표자 C.E.O.

(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95

주소 Address

95, NONGGONGDANJI-GIL,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82-61-552-5022

전화 Tel

팩스 Fax

+82-61-552-2234

홈페이지 Homepage

www.dashimachonbok.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15

ysd5022@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2008년에 설립된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은 약

Established in 2008, “ Dashimachon Fishery corpo-

우 원활함.

supply of raw abalone is very smooth.

ration” is composed of about 200 fishermen, so the

200여 개의 어가로 구성이 되어 활전복 원물의 공급이 매

- Our live abalone is abalone grown for 2-3 years af-

- 당사의 활전복은 다시마와 미역만을 먹여서 2-3년 동안

ter only eating kelp and seaweed. It has excellent

키운 전복으로 맛과 품질이 뛰어나며 홈&쇼핑, 공영, 현

taste and quality, and is reliable through continuous

대, K쇼핑 등 지속적인 홈쇼핑 마케팅 진해으로 신뢰할

home shopping marketing.

수 있습니다.

- T he company that leads the processed abalone

- 전복가공제품은 14개의 제품으로 국내와 세계의 전복가

product industry in Korea and the world with 14

공제품산업을 리드하는 업체

products

- 2017년까지 활전복을 100% 주력으로 취급하였으나 변화

- Until 2017, 100% of live abalone was treated as the

하는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여 전복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main product, but in reflection of changing con-

을 당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출시하고 있음

sumption trends, various products using abalone
are being researched and developed at our research

- 이러한 제품들은 자사보유 HACCP 인증 공장에서 생산

institute and released.

관리, 출고함

- T hese products are produced, managed and
shipped in our own HACCP certified factory.

전시품 소개

전복해초비빔 3종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Abalone seaweed bibim 3 types

HMR product that can be eaten immediately after

요리가 필요없이 파우치를 개봉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opening the pouch without cooking. There are a total

HMR제품. 총 3가지 맛이 있으며 한국식 비빔밥을 맛있고

of 3 flavors, and you can eat Korean-style bibimbap in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다이어트에도 좋고 식감과 맛

a delicious and strong way. It is composed of assort-

이 좋은 모듬해초와 고소한 참기름, 특제소스로 구성되어

ed seaweed, fragrant sesame oil, and a special sauce

있음.

that is good for diet and has a good texture and taste.

파스타, 비빔밥, 해초샐러드, 누들요리, 반찬 등 다양한 요리

Various dishes such as pasta, bibimbap, seaweed salad,

가 가능

noodle dishes, and side dishes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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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조향헌 (한라산 가마솥 수제조청)
전봉준 Jeon Bong-joon

대표자 C.E.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화전안길 29

주소 Address

29, Hwajeonan-gil, Aewol-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92-2877

전화 Tel

064-792-2833

팩스 Fax

이메일 E-mail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16

dia0704@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저희 회사는 공기 좋고 물 맑은 한라산 600고지 화전마을

해풍과 좋은 일조량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수확한 새콤

다. 제주도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여러 행사를 통해서 많은

간 동안 고아 감귤특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쨈대용으로

에서 전통방식으로 가마솥에서 수제로 만드는 조청입니

달콤한 친환경 감귤을 이용하여 껍질째 가마솥에서 13시

홍보도 하고, 인지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구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오랜시간 각고 끝에 만들어

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지는 맛 좋고, 식감 있는 최고의 통감귤 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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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학교

17
우희승 Woo Hui-seung

대표자 C.E.O.

제주시 우정로12길1 /2층

주소 Address

1, Ujeong-ro 12-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6692-7064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makeup71@hanmail.net

Company Introduction

퍼스널컬러와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뷰티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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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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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sengee.co.kr
양순자 Yang Soon-ja

대표자 C.E.O.

(63005)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72-16

주소 Address

72-16, Jeoji 12-gil, Hangyeong-myeon,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96-8285

전화 Tel

팩스 Fax

064-796-1083

홈페이지 Homepage

www.mongsengeeshop.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mong0950@hanmail.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과학의 힘과 타협하지 않고 오리지널 제주 갈옷을 만들기

갈옷은 원래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고 모기 등 해충을 쫓는

을 시작으로 제품 생산공장, 판매장 등 모든 공정을 직접

동복으로 입었던 옷이었으나, 그 기능성과 위생성으로 현

위해서 1996년 ㈜몽생이를 설립한 뒤 감나무 과수원 매입

항균기능과 땀냄새를 제거하는 소취, 탈취 기능이 있어 노

관리, 운영하고 있다.

대에 와서는 장인의 손길로 한땀한땀 만든 핸드메이드 상
품에 디자인이 곁들어져 내츄럴하면서도 개성있는 옷으로

2005년 한국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최우수 공예품 제작

각광받고 있습니다.

및 선도기업 상징인 ‘파스빌’마크와 2006년 ‘대한민국 명인

인증서’를 획득, 2013년 11월 01일 ‘세계명인’ 인증을 취득

제주의 토종 감으로 천연염색한 친환경 제품으로 갈옷 고

하였다.

유의 색인 황토색 뿐만 아니라 송이석, 쑥, 칡, 억새, 개민들

또한 전자파 차단, 원적외선 방출 기능까지 추가된 “송이석

레, 소목 등 제주의 다양한 자생 식물들을 활용하여 복합

감즙염료‘ 특허 기술을 개발해 의류는 물론 에코인형, 침구

염색함으로써 염착성도 높이고 다양한 색감으로 연출하여

류, 벽지 같은 힐링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재창조 한 핸드메이드 작품
입니다.

제주 갈옷 몽생이는 친환경 천연염료의 원료인 감즙이 지
니는 기능성과 위생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 제주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따라서 색상이 자연스럽게 달
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능성과 위생성의 특성으로 항알러지성, 항아토피성, 항
균성, 방취성, 등 피부 환경에 긍정적인 특성이 있어서 실

제 생활의복, 생활용품, 침구류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 우
리들의 실생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제품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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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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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a San Food
오인배 Oh In-bae

대표자 C.E.O.

(633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661

주소 Address

661,lijudong-ro, jocheon-eup jeju-si,jeju-do,Republic of Korea

064-756-1584

전화 Tel

팩스 Fax

064-759-1412

홈페이지 Homepage

hallafood.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hallafood@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한라산식품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직, 건

1. 유채꽃꿀 : 천연포도당 성분을 다량 함유한 유채꽃 꿀은

으로 이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이념을 실현 하기위

이 잘되는 단점은 있으나 품질에 변화는 없다,

맛이 좋고 순하며 약간의 풀 향기가 난다, 유채꽃 꿀은 결정

전, 안전성을 기업 이념으로 1988년 창업 하여 2대째 가업
꿀벌을 직접 길러 유채꽃꿀, 밀감꽃꿀, 때죽꽃꿀, 야생화꽃

2. 밀감꽃꿀 : 밀감나무 꽃에서 채취하는 꿀로 향기가 진하

꿀, 제주명품효소벌집꿀, 로열젤리, 꽃가루(화분) 프로폴리

고 맛이 좋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토종 밀감꽃꿀이다.

스, 자연밀랍, 양배추 가루 꿀 등, 고객님의 안심하고 먹을

3. 때죽나무꽃꿀 : 한라산 원시림에서 채취 하는꿀로 청량

수 있는 양봉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주의 정직한 벌

한 단맛과 약간의 아린 맛을 내는 황금색의 꽃 꿀 입니다,

꿀전문기업입니다,

4. 제주명품효소벌집 : 제주명품효소벌집은 :한라산자락에

2008.7.1.식품제조허가를 받고 제주에서자란 양질의 우리

서 느림의미학으로 일년에 한두번 생산되는효소가살아있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오미자차, 백년초차, 솔잎차, 등을

는벌집꿀이다

단계별 철저한 공정검사를 거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

고 있으며 체계화된 제품생산 과정을 관리 공인검사기관

5. 벌화분(비폴렌) : 한라산오름 및 구릉지에서 자생하는

을 통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꽃에서꿀벌에 의해 얻어지는 영양의 풍부한 자연
건강식품으로 휴대와 복용의 편리한 스틱 포장지에 담았

2015, 12, 4,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6차 인

습니다.

증 및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제주 농촌교육농장 (꿀벌교육
농장)으로 인증 받고 학년별 교육프로그램 및 다회 차 프로

6. 로얄젤리과립 : 단백질의 풍부한 생로얄젤리 상온보관이

그램을 통해 꿀벌과 연관된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

어려운 단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실온보관이 가능한

은 체험교육장(꿀벌 관찰, 꿀뜨기, 벌꿀/프로폴리스 비누,

건소분말형태로 물없이 복용이 간편하다.

밀랍초, 벌꿀아이스크림, 립밤 만들기) 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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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꿀 2400g / 1200g

때죽꽃꿀 1000g / 2400g

밀감꽃꿀 2400g /1000g

밀감꽃꿀 스틱(일회용) 10gx10포= 100g

야생화꽃꿀2400g / 1200g

제주명품효소벌집 500g

꽃가루(벌화분) 100g

로얄젤리 스틱분말(일회용) 3gx10포=30g /60g

오리지널프로폴리스 엿 150g

프로폴리스 액상 100㎖

프로폴리스 스틱(일회용) 10gx10포=100g

로얄젤리 액상 스틱(일회용)10gx10포=100g

천연밀랍꿀초 1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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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미자차 (액상) 1100g

와이제이컴퍼니 주식회사

20

YJcompany
김봉진 Kim Bong-gin

대표자 C.E.O.

(636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387-3

주소 Address

(63610) 387-3, Taewi –ro, Namwon-eup, Seogs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2902-9329

전화 Tel

팩스 Fax

064-727-4499

홈페이지 Homepage

http://jejufishcake.com/index

이메일 E-mail

회사소개

gagguy77@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제주어묵’은 제주산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당사는 제주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1. 제주어묵 15개 세트 & 24개 세트

토종 브랜드 및 대표 어묵브랜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청정

제주어묵의 다양한 어묵들을 총 망라한 15개/24개 세트입니다.

제주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최고급 연육을 사용하여 당일 생

* 15개 세트 구성 : 프리미엄 4종 (흑돼지/광어/전복/딱새우),

산, 당일 판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육을 최고 95%이상 사

전 3종 (부추/파래/톳) 각 2개 + 찐어묵 3종 (오리지널/녹차/

용하며, 또한 합성착향료, 밀가루와 방부제인 소브산칼륨을

땅콩) 각 1개 + 기본 어묵(야채 2개, 제주 2개, 치즈 1개, 땡초

사용하지 않은 3無 제품으로 더욱 건강한 제품입니다.

1개)

제주산 원재료인 딱새우, 흑돼지, 전복, 파래, 톳, 광어 등을 활

* 24개 세트 구성 : 프리미엄 4종 (흑돼지/광어/전복/딱새우)

용하여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건강하고 맛있는 여러 어묵 제

각 2개, 전 3종 (부추/파래/톳) 각 2개 +찐어묵 3종 (오리지널/

품을 개발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당사 홈페이

녹차/땅콩) 각 1개 + 기본어묵(야채 2개, 제주 2개, 치즈 1개,

지 http://jejufishcake.com/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땡초 2개)

2. 제주어묵 프리미엄 세트

제주어묵의 핵심 어묵들을 모아둔 세트입니다.

* 제주 오리지널 세트 구성 : 제주어묵 1개, 야채미니어묵 7개,
3. 제주바다 어묵탕 세트

제주어묵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어묵탕 세트입니다.

* 제주바다 어묵탕 구성 : 딱새우어묵 1개, 가래떡어묵 1개,

전복어묵 1개, 치즈어묵 1개, 카레어묵 1개, 매생이어묵 1개,
청보리어묵 1개, 흑돼지완자 2개

* 청정 딱새우 어묵탕 구성 : 딱새우 어묵 1개, 가래떡어묵 1개,

넓적이어묵 1개, 야챠미니어묵 7개, 순한 맛분말 1개, 딱새우
티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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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Jeju Fish Cake’ is a new brand with Jeju’s fresh ma-

1. Jeju fish cake 15 set & 24 set

brand in Jeju. We use fresh materials from Jeju. We

* 15 set : 4 Premium (Black Pork/ Halibut /abalone/

These are the total set of jeju fish cake products.

rine products. Our goal is to create a original fish cake

only use the finest Frozen surimi is include up to 95%.

Red-banded Lobster), 3 Jeon(Chive/ green laver/ hi-

Flour and sorbic acid are Not included.

jikia), 3 Steamed (original/ green tea/ peanut) each

one with basic fish cake(2 Veggie / 1 Jeju/ 1 Cheese/ 1

We use Jeju’s fresh materials such as shrimp, black

Spicy Chili)

pork, abalone, green laver, hijikia and Halibut. Jeju

* 24 set : 4 Premium x2 (Black Pork/ Hailbut /abalone/

Fish Cake is fit to Jeju’s images of healthy and fresh.

Red-banded Lobster), 3 Jeon x2(Chive/ green laver/

Please visit our offical website, http://jejufishcake.

hijikia), 3 Steamed (original/ green tea/ peanut) each

com/enflish

one with fish cake(2 Veggie/ 2 Jeju/ 1 Cheese/ 2 Spicy
Chili)

2. Jeju fish cake Premium set

set of the core of jejufishcake.

* Original set : 1 jejufishcake / 7 Veggie Mina fishcake

* premium set : 1 bar rice fishcake / 1 Spicy Chili fishcake / 2 Curry mini fishcake / 3 seaweed mini fishcake
/ 2 Veggie Mima fishcake

3. Jejusea fishcake soup set

Fish cake soup set that’s only in jejufish cake

* Jejusea fishcake soup : 1 Red-banded Lobster fishcake / 1 bar rice fishcake / 1 abalone fishcake / 1
Cheese fishcake / 1 Curry fishcake / 1 seaweed fishcake / 2 Black Pork meatball fishcake

* Red-banded Lobster fishcake soup / 1 bar rice fish-

cake / 1 Red – banded Lobster fishcake / 1 flat fish-

cake / 7 Veggie Mini fishcake / soup powder(mild /
spicy) / Red-banded Lobst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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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근로자건강센터
김병찬 Kim Byeong-chan

대표자 C.E.O.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주소 Address

165, Jungang-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52-8961

전화 Tel

팩스 Fax

064-752-8962

홈페이지 Homepage

www.jejuwhc@or.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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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whc11@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직업성질환의 고위험군 종사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건서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분들에게 근로

비스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비롯되는 각종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직업성 질환
을 예방하는 예방활동을 수행함과 아울러 산업보건에 관련

센터내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에서부터 대면이 어려운 경우 화상설비, 건강센터 앱등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보다 입체적인 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건

강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질환 등 다양한 건강관리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보

건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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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
대표자 C.E.O.

주소 Address
전화 Tel

김정학 Kim Jeong-hak

( 633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1717-35, Namjo-ro, Jocheon-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80-3300

팩스 Fax

064-784-5020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jpdc.co.kr

이메일 E-mail

회사소개

sales1@jpdc.co.kr

Company Introduction

제주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ESG(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산부터 수거,

새활용(업사이클)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내 먹는물 업계 유일의 친환

경 사업 모델인 ‘그린 홀 프로세스’(Green Whole Process) 경영을 본격하
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 ‘제주삼다수 그린 에디션’을 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약 64톤에 달하는 비닐 폐기물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또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25%를 줄이
고, 2030년까지는 50%까지 감소시키는 등 ‘탈 플라스틱’에 도전하고 있다.

전시품소개

Product Introduction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주삼다수는 1998년 3월 5일 출시
된 이후부터 줄곧 시정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 브랜드파워 1위를 기록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삼다수가 출시와 동시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이유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한라산의 지하 4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화산암반수인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삼다수는 수십 겹의 화산

암반층이 거르고 걸러 만든 물로 별도 정수과정이 필요 없을 만큼 원수 자

체가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약알카리수로 산화억
제력이 강할 뿐 아니라 경도가 낮아 물맛이 부드럽고 흡수가 빠르며 수질이
순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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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담뜰 농업회사법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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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doldamtteul Co.,Ltd.
김희진 Kim Hee-jin

대표자 C.E.O.

(632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1길 5

주소 Address

(63236)5, Gusan-ro 1-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24-8383

전화 Tel

팩스 Fax

064-702-2005

홈페이지 Homepage

www.purusuda.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sw1710@daum.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침출차 : 제주 무를 원적외선가압 방식으로 로스팅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제주 월동무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농식

무 특유의 알싸한 맛을 줄이고 구수한 맛과 영양을 높인

품 전문기업 제주돌담뜰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침출차입니다. 소화작용, 기침 및 기관지 개선에 도움을

2018년 1월 설립하여,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산업 기

주는 건강차입니다.

술개발사업을 2년간 수행하며 자사 핵심제품인 순수무수

▪액상차 : 제주 무를 원적외선가압 방식으로 로스팅하

현미무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여 현미 또는 수국잎을 넣어 추출한 건강 음료입니다.

볶음 처리한 무말랭이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

500ml 용량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으며, 2022년 7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무말랭이 : 청정 제주의 겨울 무를 먹기 좋게 잘라 열풍

당사는 무 로스팅에 대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액상차, 침

건조한 무말랭이로 풍부한 영양과 오도독한 식감을 맛

출차, 무말랭이 등 무를 가공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

볼 수 있습니다.

니다. 현재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와 미주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each tea: It is a leach tea that reduces the pungent

Jeju Doldam Ddeul Agricultural Corporation, a specialized agri-food company that is increasing the value of

taste of radishes and improves the savory taste and

Jeju winter radish through change and innovation.

nutrition by roasting Jeju radishes using a far-infrared pressurization method. It is a healthy tea that

Founded in January 2018, we developed our core

helps digestion, cough, and bronchial improve-

product, pure anhydrous brown rice tea, through R&D

ment.

for two years in 2019.

▪Liquid tea: It is a healthy drink extracted with brown

It holds a patent for stir-fried dried radish extract and

rice or hydrangea leaves by roasting Jeju radishes

was certified as a venture company in July 2022.

using a far-infrared pressurization method. Easy to

Based on the core technology for roasting radish,

consume with a 500ml capacity.

we sell healthy foods processed with radish, such as

▪D ried radish: Cut clean Jeju’s winter radish into

liquid tea, leachate tea, and dried radish. We are cur-

easy-to-eat pieces and enjoy rich nutrition and

rently conducting domestic online and offline sales

crunchy texture with hot and dry radish.

and exporting to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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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랑

24
장홍선 Jang Hong-seon

대표자 C.E.O.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36

주소 Address

36, Myeongsang-ro, Hallim-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전화 Tel

010-2736-4467

이메일 E-mail

asiabrain@hanmail.net

팩스 Fax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Company Introduction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기업으로 특허청에서 인증 받은

뇌에 산소공급과 치매예방에 탁월한 홍경천의 상표권을 보유

기업이다.

하여 홍경천을 주원료로 스포츠, 두뇌(캔디, 껌) 제품을 생산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몸속의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대표상품 간청원은 천
기누설76회 간해독으로 방송에 출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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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Company
차수민 Cha Su-min

대표자 C.E.O.

(630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 3길 66-8, 1층

주소 Address

1F, 66-8, Hagwidongnam 3-gil, Aewol-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70-8830-9549

전화 Tel

팩스 Fax

050-4490-2344

홈페이지 Homepage

https://smartstore.naver.com/jejururishop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woocompany1@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청정 제주도에서 제주의 원료들을 바탕으로 비누와 화장품

제주의 사계절과 제주를 대표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패

이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장애인 기업이며, 제로

말형 거품 입욕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4종의

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50% 이상

키지를 제작하고 각 계절에 맞는 자연의 향기를 구현한 분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대용량 패키지와 휴대용 패키지로 출시되어있습

비누와 세척제, 화장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다품종 소량

니다. 각각 제주의 봄_왕벚꽃_제주큰오색딱따구리, 제주

생산으로 O.E.M 및 O.D.M 생산 가능합니다.

의 여름_바당_제주 돌고래, 제주의 가을_비자림_제주 조
랑말, 제주의 겨울_동백꽃_제주 흑돼지를 형상화하였습니
다. 전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만 제조하여 남녀노소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거품 입욕제입니다.

On the clean Jeju Island, Woo Company makes

It is a powder-type bubble bath agent with the motif

gredients. More than 50% of all employees are made

and four kinds of products symbolizing spring, summer,

of Jeju's four seasons and animals representing Jeju,

handmade soap and cosmetics based on Jeju's in-

fall and winter are released in large packages and

up of severely disabled people. Our company pro-

portable packages. Each represents Jeju's spring_king

duces eco-friendly products that aim for zero-waist.

cherry blossom_Jeju big five-colored woodpecker,

We mainly produce soap, detergent, and cosmetics,

Jeju's summer_badang_Jeju dolphin, Jeju's autumn_

and can produce items by O.E.M. and O.D.M. in small

bijarim_Jeju pony, and Jeju's winter_camellia_Jeju

quantities of various types.

black pig. It is a safe foam bath agent that can be used

by men and women of all ages because it is manufactured only with EWG green grade of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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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BIO CORPORATION
진옥화 Jin Og-hwa

대표자 C.E.O.

(633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산간동로 286

주소 Address

286, Jungsangandong-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22-9533

전화 Tel

팩스 Fax

064-722-9629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jejujinbio.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inbio8112@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청정 제주에 기반을 두고 천연 미생물을 주 소재로 하여 천

진바이오의 모든 제품은 천연 미생물과 천연 소재로 만들

진바이오입니다. 환경문제와 화학성분에 대한 관심과 우려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성능과 관련하여 시험성

어져 유해성분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여 안심 사용이 가능

연 소재와 배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적을 마치고 유해성분 불검출 인증을 받아 검증된 우수한

가 많은 이 시기에 주식회사 진바이오는 무독성, 인체무해,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심사용, ESG경영이라는 기업이념을 두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Jinbio Corporation produces and sells products

All our products are made of natural microorganisms

mixed with natural materials based on natural micro-

and natural materials.

organisms in clean Jeju. At a time when there is a lot

It has no harmful ingredients and is harmless to th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rob-

human body, so we can use them safely.

lems and chemical components, Jinbio corporation

It has been certified by an authorized certification au-

produces and sells products with corporate principle

thority for the performance of th product and that it

of nontoxic, harmless, safe use and ESG manage-

does not contain harmful ingredients.

ment.

Therefore, Jinbio’s products boast proven and excellent quality.

34

주식회사 성환예가비

27

SUNGHWAN YEGABI Co., Ltd.
김소윤 Kim So-yun

대표자 C.E.O.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202호

주소 Address

202, Bio convergence Center Building 2, 102 jeju Deahak-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63309
064-759-5767

전화 Tel

064-757-5767

팩스 Fax

이메일 E-mail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yegabi@naver.com

www.k-yegabi.com

Company Introduction

싱그러운 자연과 신선함이 살아 숨 쉬는 천혜의 섬, 제주!

Jeju, a blessed island where fresh nature and fresh-

특별한 원료를 예가비만의 독보적인 식물 발효 추출물 공

Seonghwan Tegabl Co., Ltd. ,based in Jeju, has used

ness live!

제주에 기반을 둔 ㈜성환예가비는 청정환경에서 자라난
법으로 담아냈습니다.

its own unique plant fermentation extract method on
the special raw materials grown in a clean environ-

또한, ‘좋은 성분과 기술’,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슬로

ment.

건 아래 피부 정화 토탈 케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Also, under the slogan “good ingredients and technol-

자연에서 얻은 귀한 원료를 정성을 다해 고스란히 담아내,

ogy” and “Coexistence of nature and people.” we are

이를 더 멀리 알리고, 공감을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focusing on total skin cleansing care.

이로움을 주겠다는 처음 원칙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도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We use precious ingredients obtained from nature

with all our sincerity, spread this further, create em-

㈜성환예가비는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이 필요한 모든 이

pathy, and as our initial principle of benefiting more

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자

people, we are communicating with many people

연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열어가겠습

even at whis moment. For the health and beauty of

니다.

전시품 소개

anyone who needs a rest in abusy life, SUNGHWAN
YEGABI Co., Ltd. will open new values by developing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Product Introduction

지유 럭셔리안 H1 토너 (500ml) - 병풀추출물 성분이 두피

JITU LUXURIANT H1 TONER (500ml)

Centella asiatica extract ingredient helps improve

개선에 도움

scalp.

지유 럭셔리안 H2 도우 (250g) - 두피 속의 모든 열을 낮추

JITU LUXURIANT H2 DOUGH (250g)

는데 도움

Helps lower all heat in the scal

지유 럭셔리안 H3 (250g)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불면증에

JITU LUXURIANT H3 CREAM (250g)

도움

Helps with excessive stress or insomni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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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TechnoPark
태성길 Tae Sung-gil

대표자 C.E.O.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9F

주소 Address

Jeju Venture Maru 9F, Jungang-ro 217(Ido-dong), Jeju-si, Jeju-do

064-720-3062

전화 Tel

팩스 Fax

064-751-3553

홈페이지 Homepage

www.jejutp.or.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industry@jejutp.or.kr

Company Introduction

2010년 출범한 제주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을 통한 제주

Founded in 2010, Jeju Techno Park is a regional inno-

술개발, 사업화 지원, 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

Jeju industri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We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혁신거점기관입니다. 기

vation hub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으로 지역기업의 단계별 성장 발판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

are taking the lead in preparing a step-by-step growth

니다.

for local companies with various support projects

또한, ‘제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 플랫폼형 스마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트컬러푸드산업(식품·화장품 기반의 ICT 융복합 산업) 혁

support, marketing, and job training.

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수행

Also, ‘The Jeju National Innovation Complex Promo-

중입니다. 투자유치, 글로벌 연계, 사업화 지원, 멤버십 운

tion Group’ is carrying out ‘The National Innovation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smart color food industry platform(ICT industry

영을 통해 제주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특화산업 육성과

Cluster Project’ to create an innovation cluster for

based on food and cosmetics). Through investment
attraction, global linkage, commercialization support,
and membership operation, we are striving to foster

specialized industries and revitalize regional investment by linking Jeju innovation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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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사업
내용

플랫폼형 스마트컬러푸드산업(프리미엄 식품과 화장품) 혁신클러스터 조성

1단계
(’18~’22)

2단계
(’23~’27)

3단계
(’28~’32)

스마트컬러푸드
신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

스마트컬러푸드 기업성장생태계
조성 및 기업육성

제주플랫폼형 클러스터
구축 및 맞춤형 시장 창출

순고용창출
53명

기업 육성 및 유치
25개

사업화 매출
90억원

혁신네트워크 참여
17개

클러스터 기반조성 및 육성

❶ 규제샌드박스 발굴 및 개선 지원

❷ 금융·세제 지원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 펀드 조성 등)

❸클
 러스터 지구 개선
- 첨단과학 단지 (제주혁신성장센터 설립),
바이오소재연계지구(미생물산업화 지원
센터, 화장품원료센터 조성)

순고용창출
86명

기업 육성 및 유치
40개

순고용창출
104명

기업 육성 및 유치
60개

사업화 매출
150억원

혁신네트워크 참여
20개

사업화 매출
220억원

혁신네트워크참여
25개

신산업 및 앵커기업 유치·육성

❹ 클러스터 플랫폼 중심 기업유치
- R&D 참여 앵커기업 투자유치 정책·행정·
경제적 인센티브 협의
❺ 이종산업 융합 실증프로젝트 추진
- 바이오와 빅데이터/AI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화 추진

❻ 글로벌 협업기업 연계
- 글로벌 공동R&D 기업 발굴 및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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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전후방 네트워크 강화

❼ (소재) 스마트컬러푸드 원물(1차)
- 원료(2차) 산업 육성

❽ (부품) 컬러푸드(화장품/식품) 중간재
산업 육성
(반제품 원료 고부가가치화 추진)

❾ (인증) Made-In-JEJU 인증 확산
- 제주산 원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인증제
확대로 차별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태성길 Tae Sung-gil

대표자 C.E.O.

( 6324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16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주소 Address

Shinhyo-ro 5 in Seogwip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64-720-2351 , 2356 , 2341

전화 Tel

팩스 Fax

064-720-2380

홈페이지 Homepage

제주테크노파크: https://www.jejutp.or.kr
스킨큐레이터: https://www.skinqurator.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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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is@jejutp.or.kr

Company Introduction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에 축적된 자원 및 기존 주력산업을

협업을 통하여 피부진단 및 유전자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를

우수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산업

련 알고리즘 개발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제주지역 참여기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부타입 분류, 맞춤처방 제공, 관

기반으로, 전후방 연관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업들과 공동 진행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

으로「화장품 및 식품산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여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킨큐레이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빅데이

특히 제주지역에 맞춤형 화장품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터를 통한 맞춤형화장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개인 맞춤형 화장품 분야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

아모레퍼시픽, ㈜테라젠바이오, P&K피부임상센타(주)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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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바나농장
Dovana Tea Co.
장가영

대표자 C.E.O.

Chang Ga-young

주소 Address

(636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214-118 (표선면)

전화 Tel

064 787 6788

63627, 3214-118, Beonyeong-ro, Pyoseon-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팩스 Fax

0303 3442 6788

홈페이지 Homepage

www.dovana.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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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ana_tea@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도바나농장은 동쪽에 위치한 작은 차밭입니다. 봄비가 내

Dovana tea farm is a small farm located in the east of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끗한 제주에

the flush of tea shoots. Wishing the body and mind of

Jeju. When the spring rain falls down, we handpick

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잎을 틔운 찻잎을 땁니다. 우리의

the drinker to be healthy, we produce our tea in Jeju, a

서 자란 찻잎을 정성껏 덖습니다.

전시품 소개

natural reserve at the Southern border of South Korea.

Company
Introduction
회사소개

도바나의 티백은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모두 재사용

We use muslin teabags that are all recyclable and do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minds and bodies, we care for our beautiful world.

not release microplastics. As we care for our drinkers’

이 가능한 소창면티백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끼듯,

Instead of single-use teabags,

버려지는 티백 대신,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한번이라도 더 사
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we designed our teabags to be reusable through our
own action.

판매되는 차는 크게 싱글티와 블렌딩, 2종류로 나뉩니다.

Our product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two: sin-

싱글티는 차밭에서 나는 찻잎을 이용하여 만들며, 녹차, 우

gle-origin teas and blended teas.

롱차, 홍차, 흑차, 호지차가 있습니다.

Single-origin teas are all harvested and produced

블렌딩은 싱글티와 제주의 허브들을 이용하여 만들며, 새벽

only from our farm. They include Green tea, Oolong

빛향기, 그레이씨와 감귤양, 달그림자, 비밀정원, 가을의 숲

tea, Black tea, Dark tea, and Hojicha.

Blended teas consist of teas mixed with single-origin

입니다.

teas and local herbs. We have the following products as

또한, 계절에 맞춰 나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시즌별로 블렌

blende teas: Scent of Dawn, Mr.Grey and Ms. Madarin,

딩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Moon Shadow, Secret Garden, and Autumn Forest.

Also, we release blended teas as seasonal editions
with the ingredients in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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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편백우드 영림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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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Pyeonbaek Wood Union
김상흡 Kim Sang-heub

대표자 C.E.O.

(63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배길 32-16

주소 Address

32-16, Bobae-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25-0622

전화 Tel

팩스 Fax

064-725-0623

홈페이지 Homepage

http://pyeonbaekphytoncide.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ejupb0722@daum.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당사는 모든 사람의 웰빙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제주의 오

청정 제주의 한라산에 서식하는 편백 나뭇잎에서 화학약

나무, 어성초, 녹차 등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약용식물 전

합니다. 탈취작용, 공기정화, 피부트러블, 피부가려움증, 스

염되지 않은 청정한 물과 공기를 바탕으로 편백나무, 황칠

품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 수증기 냉각 증류법에 의해 추출

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2013년 설립하여 약 10여 년의 연

트레스완화, 집먼지진드기퇴치, 모기퇴치, 선별적항균, 항

구개발 성과로 최고의 품질의 제품생산과 국내외 경쟁할

바이러스, 항충작용, 곰팡이제거에 효능을 보입니다.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추고 다방면의 특허 및 인증을 통해

검증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s a company that pursues the well-being of every-

Hinoki Phytoncide Water is extracted from hinoki

manufacturing and selling medicinal plants, includ-

of clean Jeju, using a method called vacuum steam

leaves which grow on Mt. Halla, located in the middle

one, JEJU PYEONBAEK WOOD UNION specializes in

distillation without chemicals added. It has a deodor-

ing hinoki cypress, Korean Dendropanax, Eoseongcho

(houttuynia cordata), green tea, etc., with the unpol-

izing effect (odor removal), purifies air, relieves skin

trouble and itchy skin, eases stress, repels dust mites

luted, clean water and air of Jeju.

and mosquitoes, and has selective anti-bacterial,
ant-viral, and anti-insec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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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콩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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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un Kong Bangju
박영희 Park Young-hee

대표자 C.E.O.

(63550)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740

주소 Address

740 Jungsanganseo-ro,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Z. 63550

064-738-7778

전화 Tel

팩스 Fax

0505-700-0204

홈페이지 Homepage

www.greensoy.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minsoo@greensoy.co.kr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뀰과, 천연 고급 귤 과자!

1. 업의 시작 – 제주푸른콩장

(토종콩으로 만든 제주의 오랜 장)

귤을 천연과자로 드립니다.

제주푸른콩장을 지키는 일로 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

과자는 당기나 그래도 어쩐지 하며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을 사라질 위기에 있는 중요한 맛 자원으로 슬로푸드 맛의

소중한 애들에게 나은 간식거리로 뭘 주나 고민하는 분들

방주에 국내 1호 품목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를 지키고

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맛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맛을 즐기

세상에 알려낸 창업자 양정옥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제75

면서 힘든 우리 농가들을 도우려는 분들에게, 모든 농산물

호)으로, 2세 지킴이 박영희는 제주향토식품장인(제2호)으

의 소중함을 세상에 같이 일깨우고 싶은 분들에게, 귤 그대

로 지정되어, 제품의 품질, 역사, 의의성, 정통성을 공적으

로인 천연 귤 과자, 뀰과를 드립니다.

로 인정받았습니다.

뀰과는 귤을 까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말리기
만 한 것입니다.

2.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 뀰과
(상온진공건조 통귤)

바삭하게 또는 촉촉하게 즐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뀰과는 저마다 자신의 본 맛을 냅니다. 그대로 바삭하게 드

제주 제1농산업인 감귤산업에 기여하고자 외모로 저평가

실 수도 있지만, 뀰과를 꺼내 두었다가 촉촉하게 드시는 것

받은 귤을 천연과자로 변화시킨 제품으로 내놓습니다. 아무

도 참 좋습니다. 뀰과를 꺼내 두거나 살짝 물은 뿌려주면

것도 첨가하지 않고 모양, 맛 그대로 말렸습니다.

습기를 다시 머금어 반건조 귤이 됩니다. 그러면 촉촉해지

푸른콩방주는 지역 맛에 가치를 부여하고, 맛의 원천인 생

며 한 갑 한 갑 떼어내며 부드러운 질감의 뀰과를 맛있게

물종과 제법 등을 지키고 알려내는 일과 지역의 현안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도 하나도 안 생깁니다. 두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살 어린애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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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1. Start of business – Jeju green soybean jang

Ggyulgwa, natural high-quality tangerine orange

Soybean jang. As an important taste resource that is

We offer tangerines as natural snacks.

sweets!

We started our business by protecting Jeju Green
in danger of disappearing, we have listed this jang

For those who are hesitant to try sweets, but some-

as the first domestic item in the Slow Food Ark of

how

Taste. Founder Yang Jeong-ok, who kept this and

For those who are thinking about what to give as a

announced it to the world, was designated as a Ko-

better snack to their precious children, For those who

rean food master (No. 75), and Park Young-hee, a

want to enjoy the taste in a new way, For those who

second-generation keeper, was designated as a Jeju

want to help our farmers in need while enjoying the

local food master (No. 2), and publicly recognized the

taste, For those who want to remind the world of the

quality, history, significance and legitimacy of prod-

importance of all agricultural products, We will pro-

ucts received.

vide you with natural tangerine snacks that are the
same as tangerines.

2. A new business to solve local problems – Ggyulgwa (vacuum dried whole tangerine)

Ggyulgwa is just peeled and dried tangerines without
adding anything.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tangerine industry, which
is Jeju's first agricultural industry, we are offering a

It is made to be enjoyed crispy or moist.

product that has changed the tangerine, which has

Each ggyulgwa has its own original taste. You can

been undervalued for its appearance, into a natural

eat it crispy as it is, but it is also good to eat it moist.

snack. It is dried in its shape and taste without adding

If you take it out or sprinkle a little water on it, it will

anything.

retain moisture again and become semi-dried tan-

Pureun Kong Bangju adds value to local tastes and

gerine. Then, it will become moist and you can enjoy

strives to help solve local issues and protect and

the soft texture of the sweet fruit by peeling it off one

inform about the species and recipes that are the

by one. Not even a single crumb is formed. It is also

source of taste.

great for two or three year old kids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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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Grim
이시아 Lee Si-a

대표자 C.E.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섭로 34

주소 Address

LeeJungSeop-ro 34,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4908-1789

전화 Tel

팩스 Fax

0504-488-1246

홈페이지 Homepage

https://playpla.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playplasns@gmail.com

Company Introduction

그린그림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바다에 버려지는

Green Grimm is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biode-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유통업체입니다. 친환경하

solving the problem of waste plastic waste and waste

gradable plastic products that started to contribute to

폐플라스틱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하게 된, 생분해

plastic thrown into the sea in Jeju. The goal is to be-

면 떠오르는 잔잔하고 일률적인 색채를 벗어나, 소비자들

come a company that provides enjoyable products

이 직접 참여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제품과 활동

and activities that consumers can participate in and

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enjoy, beyond the calm and uniform colors that come

PLA(Poly Lactaid)는 옥수수 전분을 기초로 만들어진 바

to mind when they think of eco-friendly.

이오 고분자인데, 현존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지들 중

PLA (Poly Lactaid) is a biopolymeric based on corn

에 가장 많이 발달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린그림은

starch, which is the most developed and utilized of

PLA를 기반으로 한 카페용품(컵, 리드, 빨대) 등과 종이로

the existing biodegradable plastic resins. Green Pic-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폐플라스틱

tures offers a variety of products made from paper,

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로깅을 보조하는 친환경

such as PLA-based cafe supplies (cup, lid, straw)

키트 등 PLA 이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및 다회용’ 제품들을

and more. In addition, we provide a wide range of

폭넓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green and multi-use' products in addition to PLA,

such as upcycling products using waste plastic and

놀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eco-friendly kits that assist flogging.

참여해보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o protect

“꼭 써야한다면 Let’s Play PLA”

the Earth in your daily life, such as play?
"If you have to use it, let's play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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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잇는여자들 협동조합

34

Jeju_careermoms
김영지 Kim Yeong-ji

대표자 C.E.O.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406호

주소 Address

Shinhyo-ro 5 in Seogwip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10-6688-3842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www.instagram.com/jeju_careermoms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yamomdoo@gmail.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경력잇는여자들 협동조합은 제주맘들의 삶. 경력 기획사로

Product Introduction

향수

커뮤니티를 통해 엄마들의 경험과 경력을 지원합니다.

동백 마스크(스카프)

자기 돌봄을 시작으로 지역과 세대와 자연을 잇고 지역사

백드롭 키트

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등 만들기 체험 키트
친환경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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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LANK
채수경 Chae Su-kyoung

대표자 C.E.O.

(63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주소 Address

3F, 8, Chilseongno-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전화 Tel

010-6312-0854

이메일 E-mail

reblank@reblank.com

팩스 Fax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www.reblank.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리블랭크는 2008년 창업하여 낡고 해져서 더 이상 사용하

Product Introduction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강의와 친환경 재생가죽을 활용하여

지 않는 자투리 가죽을 업사이클링 디자인 합니다.

각자가 완성해보는 네임택 DIY 체험프로그램 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지갑, 카드케이스 등 액세사리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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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선식품
양춘선 Yang Chun-seon

대표자 C.E.O.

(63531)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567번길 16

주소 Address

16, Iljuseo-ro 1567 beon-gil,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9699-9466

전화 Tel

-

팩스 Fax

이메일 E-mail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36

oriena@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양춘선입니다.

· 제주보리미숫가루 - 제주도 보리로 만든 전통 제주 향토

을 키웠습니다.

· 제주막장 - 제주도 향토 발효음식

음식

여성농업인으로써 오직 믿음과 신뢰 하나로 양춘선식품

· 감귤오색쌈장 - 제주도 특산품 감귤을 넣어 만든 발효음식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교통사고로 힘든 역경도 이겨내며 전

통식품을 만들어 우리가족의 먹거리를 이웃과 나누고 있습

· 감귤오색식초 - 제주도 특산품 감귤을 넣어 만든 발효식초

니다.

사랑합니다.

양춘선식품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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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IAN CO.,LTD
박태현 Park Tae-hyun

대표자 C.E.O.

(52834) 경남 진주시 문산월 아산로 996번길 22

주소 Address

22, Worasan-Ro996Bon-Gil, Musan-eup Jinju-si, Republic of Korea (52834)

055-747-9841

전화 Tel

팩스 Fax

055-747-9842

홈페이지 Homepage

www.jinjusilk.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0115518406@nate.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정부의 지역특화중소기업 직접,활성화 방침에 따라 도내

Product Introduction

실크 스카프 넥타이외 실크 소품

대표적인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육성

Each pieces of silk is produced with meticulous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산지로 발전, 수출경쟁

product planning, creative designing,manufactur-

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청, 경상남도의 1도 1특화

ing and inspection processing.Due to the superiod

품으로 지정받아 추진하였습니다.

quality control systems, elegant designs and soft tex-

진주에서 생산된 천연섬유실크를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으

tures,worldwide consumers purchase love jinju silk

며, 28곳의 실크생산업체의 지원아래 다양한 넥타이, 스카

프, 양장지, 한복지, 인테리어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으로도 특화상품으로 지정되어있

어 앞으로 세계속의 명품 진주실크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
진중입니다.

inju Silk Co-brand, Silkia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cluster local
specialty middle-sized business and to activate the

business, Silkian was appointed as Local Specialty
Business in Gyeongnam Province by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Gyeongnam Province to
develop as a world famous silk producing place and
to be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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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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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EE TEXTILE CO.
오정희

대표자 C.E.O.

Oh Jung–hee

(631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25-1

주소 Address

25-1, Gwangyang 4-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56-6789

전화 Tel

팩스 Fax

064-756-6679

홈페이지 Homepage

www.ojhtex.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ojhtex@hanmail.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정희직물은 1977년 창업 이래 한국의 전통복식 혼례문화

제주 전통 민속복 갈옷 :

안 해 왔습니다. 제주 로컬 패션 브랜드 오정희 코스튬은

주로 노동복으로 입어 왔습니다.

와 제주 민속 복식의 현대적 패션 스타일을 선도적으로 제

제주도에서 입혀진 한복 스타일의 전통적인 민속복식이며

국내외 다양한 패션쇼와 박람회 참여를 통해 세계인에게

자연섬유에 제주에서 자라난 고욤으로 천연 염색하는 제

새로운 디자인 경향을 제시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

품인 오정희 제주 갈옷은 현대적인 웰빙 패션 스타일로 제

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주 정희직물에서 1983년 패션쇼에서 선보이며 다양한 패
션 갈옷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7, Junghee Textile has
been a pioneer in proposing the modern fashion style

제주에서 자라난 작은 떫은 감을 이용하여 염색한 원단을

of traditional Korean wedding culture and Jeju folk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 및 항균 효과가 있으며 푸새와

attire. Jeju local fashion brand Oh Jeong-hee Costume

같은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의류입니다.

has been taking the lead i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by presenting new design trends to

Jeju traditional folk clothes :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s and exhibitions.

on Jeju Island, and has been mainly worn as work

the world through participation in various domestic

It is a traditional folk attire in the style of hanbok worn
clothes.

Oh Jeong-hee's Jeju Garment, a product that is naturally dyed with natural fiber and Goyum grown in
Jeju, is a modern and well-being fashion style.

It is a functional garment that has UV protection and

antibacterial effects using fabrics dyed using small
astringent persimmons grown in Jeju, and has the
same effect as a poo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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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 Cosmetic Co. Ltd.,G
윤연기 Yoon Yeon-ki

대표자 C.E.O.

(635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225-4

주소 Address

225-4, Dowon-ro, Daejeong-eup,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70-7602-0058

전화 Tel

팩스 Fax

031-815-5944

홈페이지 Homepage

www.jeisia.com, www.jeisia.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admin@jeisia.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 All the staff : Sia 통해 꿈을 보는 이들

바이오셀룰로오스 페이셜 마스크

･ Contact : 070-7602-0058

자극 마스크팩, JEISIA의 차원이 다른 수분감을 경험할수

･ Founding date : 2017년 2월 22일

세안 후, 가장 처음 만나는 물이니까 우리 자연에서 찾은 저
있습니다.

･ Business field : 화장품 제조유통, 화장품 대행서비스

민감해진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 장벽을 탄탄

# 피부와 제일 처음 만나는 물, 그 수분의 깨끗하고 순수한

하게 강화하는 제주 용암해수와 베타글루칸이 주는 강력한

느낌과 부드러움을 모티브로 하여 탄생한 제이시아 브랜

수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드(JEISIA)는 제주의섬 jeju + 나를 보다(see A (我 나 아)

코코넛 과일수를 발효하여 만든 천연소재(100% 순수 셀

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팩 전문

룰로오스)의 프리미엄 마스크 원단으로서 제2의 피부처럼

기업입니다.

완벽한 밀착감, 완벽한 보습감을 제공합니다.
BioCelluose Faical Mask Pack

･ All the staff : Members dreaming through Sia
･ Founding date : February 22, 2017

Because it’s the first moisture that our skin encoun-

･ Contact : 070-7602-0058

ters after cleaning, experience the whole new differ-

･ Business field : Manufacture & distribution of cosmetics,

ent moisturization of JEISIA, low-stimulation mask

cosmetic agency services

pack from nature.

# The logo of Jeisia was designed in the motive of the

Jeju Lava Sea Water & β-glucan that provides rich

clean & pure feeling and smoothness of water that

moisturization to the sensitive skin and firmly

first meets the skin.

strengthens the moisture barrier fills your skin with

･ Jei : Through the purity & cleanliness of Jeju

powerful moisture energy.

･ Sia : see A (A; Us)

The premium mask fabric produced with natural material
(100% pure cellulose) by fermenting

coconut fruit water provides perfect adhesion & moisturization like the 2n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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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스푼
김태현 Kim Tae-hyeon

대표자 C.E.O.

(63266) 제주시 동문로 94

주소 Address

94, Dongmun-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전화 Tel

010-6611-4210

이메일 E-mail

pause37@naver.com

팩스 Fax

홈페이지 Homepage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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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청정제주의 우유와 과채를 사탕수수 100%로 만든 비정제

제주의 로컬푸드를 사용하여 제주 초당옥수수 밀크스프레

있습니다.

홈메이드잼, 애플망고백향과 홈메이드잼, 무화과 홈메이드

원당을 사용하여 건강한 밀크스프레드/수제잼을 만들고

드, 우도땅콩 밀크 스프레드, 밤호박 밀크스프레드, 한라봉
잼 등 시즌별로 15종류 정도의 다양한 스프레드와 수제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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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물마루된장학교
부정선 Boo Jeong-seon

대표자 C.E.O.

(63026)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258-28

주소 Address

258-28, Hansupul-ro, Hallim-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96-4764

전화 Tel

팩스 Fax

064-796-4737

홈페이지 Homepage

www.moolmaru.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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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e3101@daum.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제주 청정지역에서 생산 되어 지고 있는 친환경 인증 농산

Product Introduction

유기농 제주콩된장, 감귤진피고추장, 감귤진피쌈장

물을 손수 생산·가공하며 전통방식으로 장류 개발을 앞장
서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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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원유통
박정민 Park Jeong-min

대표자 C.E.O.

(63329) 제주시 번영로 709

주소 Address

709, Beonyeong-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7121-6541

전화 Tel

팩스 Fax

064-755-6541

홈페이지 Homepage

-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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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als0604@hanmail.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2014년도에 설립되어 제주도의 특산품 제품(감귤,한라봉,

Product Introduction

감귤쫀득이

백년초,녹차)등

과거에 불량식품으로 불리던 쫀득이 제주도 특산품인 감
귤로 만들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고 쫀득이의 쫀득한

제주도내의 재배된 제품을 농축액 및 분말로 제품을 만들어

식감과 잘 어울려 영양도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춰서 누구나

제주도내의 전 구역에 유통 및 납품을 하는 유통전문업체입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현대의 웰빙식품으로 재탄생된 상품

니다.

입니다.

당근쫀득이

청정 제주의 맑고 깨끗한 해풍을 맞고자란 싱싱하고 달콤
한 당근 함량이 99.7%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이 당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며 그 원재료로 만든 쫀득이 상품입니다.
녹차쫀득이

청정지역 제주산 녹차로 만든 프리미엄 쫀득이 제주산 녹차

추출액, 녹차가루가 들어가 그 맛과 향, 면역력에 좋은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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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터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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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tus co., Ltd.
오유진 O Yu-jin

대표자 C.E.O.

(63243)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8길 40 제주 산학융합원 307호

주소 Address

Jeju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Center 307, 40, Cheomdan-ro 8-gil, JEJU-SI, JEJU-DO, South Korea 63243

070-5147-6672

전화 Tel

팩스 Fax

064-721-4470

홈페이지 Homepage

https://www.thepurelotus.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ithelotus_jeju@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더퓨어로터스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제주백련잎을 주원

[The Pure Lotus] is a luxury cosmetic brand from the

CGMP 인증시설에서 제조되는 더 로터스는 멈추지 않는

The natural substances extracted from white lotus

료로 한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pure island, Jeju, South Korea.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로 유럽인증(CPNP)까지 취득하였습

leaves are well-known for their antioxidant proper-

니다.

ties, which enhance the skin’s own self-purification
system.

또한, 전성분 비건 등급의 제주 보태니컬 성분으로 구성되

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윤택

Our are manufactured in CGMP-certified facilities, and

한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have received both Jeju Island and European cosmetic certification.

30여년 연꽃만 그려온 제주 연꽃 화가와의 고급스러운 아트
콜라보레이션 패키지 디자인이 돋보이며, 현재 미국 아마존,

Art-collaboration packages with the lotus artist show

공식 홈페이지 및 백화점,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시장

our brand identity well.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홍콩, 쿠웨이트 등 전 세계에 진출

Experience the beauty of purity from Jeju island.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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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Cheongchun Co.
김유진 Kim Yu-jin

대표자 C.E.O.

부산시 수영구 과정로 16번길 20, 2층

주소 Address

2F, 20, Gwajeong-ro 16beon-gil,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010-5091-3203

전화 Tel

팩스 Fax

0504-144-3203

홈페이지 Homepage

https://bloomingcc.modoo.at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your_kotts@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주)블루밍청춘은 2015년 플라워테라피 교육 기관으로

Seeds Bomb DIY KIT

주로 꽃 추출물을 활용하고, 씨드밤을 만들 수 있는 만들기

챌린지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씨드밤을 아시나요? 씨드밤은 씨앗폭탄으로 지구 환경 개선

키트 등을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씨앗이 들어간 씨드밤으로 친환경 생활을 교육하고 실천

(주)블루밍청춘은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해보세요.

입니다.

Blooming Cheongchun is established in 2015 in Busan,

Have you ever tried making Seeds Bomb? In the bom-

design company.

can try and make some good energy using this Seeds

Korea as flower therapy education institution and

bl, there are seeds for green life and challenge. You
bomb kit. Try and make it together.

We manufacture and sell natural air fresheners, DIY
kit making seeds bombs based on floral extracts.

We aim to be a company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s as a firs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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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IDAUM JEJU
임윤정 Lim Yoon-Jeong

대표자 C.E.O.

(63102) 제주시 정존9길 9, 1층

주소 Address

9, Jeongjon 9-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8340-8894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

이메일 E-mail

전시품 소개

iyj7142@naver.com

Product Introduction

RE CELL 프로젝트 세포 건강을 위한 장-간-혈액 독소, 노폐물 제거
“건강은 건강한 세포로부터”

1. 적송플러스

“세포의 건강=인체의 건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하루에 2캡슐 섭취(아침, 저녁으로 1캡슐 섭취하되, 공복에 물 많이 섭취
하세요.) 잇몸이 약하거나, 입 냄새가 심한 분, 입안이 잘 허는 분은 입에
서 터트려서 물로 가글하신 후 삼키세요. 보약, 한약, 인삼, 마늘 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과식, 과음, 분식, 육류 등을 섭취하였을 때는 즉시
2. 울트라리바

1~2캡슐을 드시면 소화가 잘됩니다.

- 미국 농무성과 한국영양학회 건강한 하루 식이섬유
섭취권장량 20~25g / 한국인 평균 섭취량 20~25g

- 최초 6일 식전 20분~1시간 아침/저녁 1포씩(2포)
- 7일부터 3개월 하루 1포

장에 유용한 식이섬유와 댕댕이 추출물 농축액, 밀크시슬(엉겅퀴)추출물
분말, 차전자피 추출물로 혼합하여 울금분말, 함초분말, 삼백초, 녹차추

출물 등을 혼합하여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입니다. 울트라리바를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지방간 해독으로 인해 혈액이 맑
3. 이온헬스

아지고 소화가 잘되어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이 준 최상의 약, 물!

- 물병 속 공기와 물을 동시에 이중 살균, 전염병 예방

- 휴대가 간편하고 필터 교체 비용없이 반영구적 사용
- 초강력 자기력에 의한 파워에너지 환원생명수 생성
- 은이온 자화수에 의한 인체의 면역력 증가

4. 칼로핏

건강하고 간편한 디톡스 다이어트
- 3일에 3kg 감소!

- 체지방 감소, 내장지방 감소

- 흰민들레, 발효삼채, 핑거루트, 여주
- 혈관 청소! 뱃살 감소!!

- 천연 항생 물질로 슈퍼박테리아 발생 차단

이런 분들께 추천!!

임상치료 및 논문발표 등은 연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하신 분

이온헬스 자화수생성기는 은이온과 자화수에 관한 국내외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특허등록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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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건강하고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

(주) 송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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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ia Industry Co.,Ltd.
박광열 Park Kwangl-yul

대표자 C.E.O.

(63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76-39

주소 Address

76-39 Myeongsang-ro, Halim-eu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82-64-796-2422

전화 Tel

팩스 Fax

+82-64-796-6839

홈페이지 Homepage

www.jejuscoria.com / www.betterskincos.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scoria@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1997년 제주 한림에 화산송이 기술연구소를 창립하여 회

베럴스킨은 자사에서 진행한R&D 연구를 통해 개발한 특

을 만드는 기업이다. 건축자재 및 천연염색 의류, 침구류의

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했다. 베럴스킨은 태고의 신

허원료와제주 화산송이로 차별성 있는 상품을 만들었고,

사를 설립한 송이산업은 화산송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비를 간직한 제주도 프리미엄 화산송이와 천연자원을 혼

제작과 판매를 통해 제주 화산송이의 이로운 기능을 널리

합 및 발효하여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는 브랜드이다. 현대

퍼트리고자 노력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8년부터는

인들의 지친 피부 고민을 베럴스킨의 특별한 자연의 재료

화산송이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에도 뛰어

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되찾는 자신감, 그로 인해 얻는 한층

들었다. 송이산업은 지극히 제주스러운 제품을 만들어 제

더 나은 삶을 선사하는 브랜드이다.

주를 넘어 세계시장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In 1997, a company that surpassed the technolog-

Betterskin made a differentiated product with Jeju

demonstrating the labor force that creates profits

oped through R&D research conducted in-house,

volcanic clusters and patented raw materials devel-

ical research center supplied to Hallim, Jeju-do, is

in this industry. It provides architecture and dyeing,

and aimed at the global market through the product.

manufacturing of Jeju Island and its beneficial func-

Betterskin is a brand that enhances the skin's natural
strength by mixing and fermenting Jeju Island's pre-

tions. In 2008, it was won along with the winning
swarms. We are making a name for ourselves in Jeju

mium volcanic cluster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Island.

retain the ancient mystery. It is a brand that provides
the confidence that people regain by resolving the

tired skin concerns of modern people with the special
natural ingredients of Barrel Skin, and a better life resulting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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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inc
구윤본 Koo Youn Bon

대표자 C.E.O.

(63095) 제주시 월랑북 3길 17

주소 Address

17, Wollangbuk 3-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82-10-4940-9733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jejutrade.or.kr/en/products/ecatalog.htm?act=view&seq=360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intoinc@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농)인투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 제주시에 소재

1. 한라봉차 : 한라봉봉/ (한라봉청, 차): 비타민 C와 G가 주

미를 담은 브랜드로서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나온 원료를

천연상태의 과육과 과피를 60% 이상 첨가한 최고급 건강

성분인 청정 제주의 최고급 무농약 한라봉만을 사용하고,

하며 제주 속으로 들어와서 제주를 제대로 느껴보라는 의

기능성 제품으로서, 피부미용 및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주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이며, 재료나 상품 역

최고급 한라봉차. 청제품으로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제품

시 일반재료가 아닌 친환경 신선원료들을 더욱 프리미엄

이다

제품화시켜 만들어갈 방향성의 브랜드입니다.

2. 청귤차 :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주성분인 청정 제주

소비자들에게 제주도의 최상품들만의 느낌과 감동을 주고

의 최고급 무농약 청귤만을 사용하고, 천연상태의 과육과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음료는 누가 키우고 만드느냐에

과피를 60% 이상 첨가한 최고급 건강 기능성 제품으로서,

따라 맛, 향, 영양분이 달라집니다. 기본을 지키고 제주자연

노화 방지, 혈액 순환 및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되는 최

을 사랑하는 농업법인 INTO주식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식

고급 청귤청. 차제품으로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제품이다.

음료를 즐겨주세요

3. 유기농 감귤칩 : 청정 제주 친환경 천연 원료 유기농 감

프렌차이즈 INTO the CAFE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

귤 100%를 활용하여 위생적으로 건조한 유기농 감귤칩은

피에 관련된 창업 상담, 현장 주둔형 카페 컨설팅 (최대 3개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등 에 좋으며 건강견과류,

월), 맞춤형 커피 교육 등 카페 창업 및 경영, 영업에 관한

간식, 건강차 원료 등으로 활용되며 국내 및 인도 등 해외

컨설팅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투는 커피 등의

수출제품이다

음료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

고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사워용품

4. 커피 : 인투카페하우스블렌드는 풀시티로스팅된 제품으

사워비누, 사워타올, 제주 특산 화산석 송이비누 등 생활용

로서, 아메리카노, 라떼와 같은 커피 메뉴를 카페 혹은 가

품을 국내외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에서 가장 무난하게 마실 수 있게, 100% 아라비카 품종

의 과테말라와 브라질 원두를 블렌딩하여 만들어진 커피
원두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커피 원두 제품이다.
5. 사워타올
6. 사워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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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Into inc is located in the clean Jeju city, the south-

1.Hallabong Bong / (Hallabong Tea): Containing

come into Jeju and feel Jeju as it is. It is a brand of

pesticide-free Clean Jeju hallabongs, this high-end

ernmost part of Korea, and is a brand that means to

over 60% natural pulp and peel of only the finest,

direction to go by making eco-friendly fresh raw ma-

health functional product is rich in vitamins C and G,

terials, not ingredients, more premium products. We

helping to enhance skin beauty and relieve fatigue.

strive to give consumers the feeling and impression

A tea product for domestic distribution and overseas

of Jeju Island's finest products. Food and beverages

export.

vary in taste, aroma, and nutrients depending on who

2.* Cheonggyul Cheongcheong / (Green Tangerine

grows and makes them. Please enjoy a variety of food

Tea): Containing over 60% natural pulp and peel of

and beverages made by INTO, an agricultural corpo-

only the finest, pesticide-free Clean Jeju green tange-

ration that keeps the basics and loves Jeju nature. We

rines, this high-end health functional product is rich

are operating the franchise INTO the CAFE brand, and

in vitamin C and carotenoids, helping to prevent ag-

we provide direct consulting on cafe startup, man-

ing, improve blood circulation and lower cholesterol.

agement, and sales such as coffee-related business

A tea product for domestic distribution and overseas

start-up consultation, on-site cafe consulting (up to

export.

3 months), and customized coffee education. We are

3.* Organic tangerine chips: Organic tangerine chips,

supplying a variety of agricultural products to provide

which are hygienically dried using 100% of clean Jeju

healthy lifestyles for customers as well as beverages

eco-friendly natural raw material organic tangerines,

in Korea. We are also supplying domestic and over-

are rich in vitamin C and are good for preventing

seas dental products such as eco-friendly shower

colds, etc.

products, shower soap, shower towels, and Jeju special volcanic scoria soap

It is an overseas export product

4. IntoCafe House Blend: IntoCafe House Blend is
a full-city roasted product that is made by blending

100% Arabica Guatemal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so that coffee menus such as Americano and latte can
be enjoyed in a cafe or at home.

IntoCafe House Blend: IntoCafe House Blend is a full-

city roasted product that is made by blending 100%
Arabica Guatemal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so

that coffee menus such as Americano and latte can
be enjoyed in a cafe or at home..

It is a coffee bean product with the taste and aroma
of coffee beans.

바나듐 소울 진동수 양파 음료

바나듐 소울 진동수 오디 음료

제주한라봉/유기농·무농약 음료, 잼, 차

탐라 백년초(선인장)음료·잼·차

제주특산 건강 기능성 비누
제주 화산석 송이 및 아이시스 한방샤워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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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인견사 함유 건강 기능성 타올
아이시스 고급 타올

아쿠아그린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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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 Green Technology Co.,Ltd.
장지태 Jang Ji-tae

대표자 C.E.O.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316호

주소 Address

S#316. Smart bldg., 213-3 Cheomdan-ro,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 of Korea (63309)

064-726-3261

전화 Tel

팩스 Fax

064-726-3263

홈페이지 Homepage

www.aquagt.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tjang@aquagt.co.kr

Company Introduction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W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arine industry by practicing sustainable use and pres-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ervation of marine resources.

제주의 자연이 키우고 아쿠아그린텍이 만듭니다.

Jeju nature grows Aqua Green Tech makes it.

아쿠아그린텍 주식회사는 제주 해조류인 감태를 연구·개

Aqua Greentech co., Ltd. is a research and develop-

발하는 회사로서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혁신적

ment company that focuses on customers and leads

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nnovat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제주 해조류 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다양한

Please watch Greentech co., Ltd. which is doing its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발전

best to develop high value-added materials using

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만

Jejuseaweed materials and innovation in various

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아쿠아그린텍 주식회사의 모습

industries, and strives to create a sustainable marine

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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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표고 사려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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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pyogo saryeoni farm
손옥명 Son Ok-myoung

대표자 C.E.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158-2

주소 Address

Mt.Kashi-ri158-2, Pyoseon-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7777-6804

전화 Tel

팩스 Fax

0504-255-6804

홈페이지 Homepage

www.제주표고.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ytr8204@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제주표고 사려니농장은 한라산 해발 500m고지, 약1만평

Jejupyogo Sareony Farm is located 500 meters above

유기농인증을 받았으며, 유네스코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

Pyogo, a,k,a 'Shiitake mushroom', grows on the ce-

국유림내 농장이 있다.

the sea level, inside Halla Mountain.

보전지역’지정 및 청정 숲푸드 지정, 대한민국 대표농장 스

dars in Halla Mountain and one of the major local

타팜으로 지정받았으며, 표고버섯 따기 체험농장도 운영하

products in Jeju.

고 있다.

It is considered as a medicinal mushroom throughout

‘청정 제주’ 피톤치드 가득한 사려니 삼나무 숲속에서 참나

East Asia for its immune-boosting nurtients and anti-

무의 영양을 먹고 자란 표고버섯은 제주도 대표특산물 중

carcinogenic properties.

의 하나로, 갓이 크고 두꺼우며, 진한 향과 쫄깃한 맛이 일
품이다.

항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이 시대 절실히 필요
한 웰빙식품이기도 하다.

‘한라산 숲향기 유기농 참나무 표고버섯’은 선물세트와 가
정용알뜰세트 등으로 구별하였고, 일상에서 간편하게 먹고
보관도 용이하게 지퍼백에 포장하였다.

우리 제주표고버섯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 내어
놓아도 자랑스런 훌륭한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때까지,
꾸준히 품질 개량하고 연구할 것이다.

전시품 소개

Product Introduction

건표고버섯 선물세트

dried Pyogo (gift set is available)
soap made with Pyogo

가정용 건표고
표고 천연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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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데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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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umday_soap
최아름 Choi A-reum

대표자 C.E.O.

(63054)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54-5번지 2층 아름데이솝

주소 Address

54-5, Hagwi 9-gil, Aewol-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7695-5959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https://smartstore.naver.com/areumday_soap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7youlolo@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제주동백비누는 비정제 냉압착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각종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최대한 함유하고 있으며 짜고 난 잔사에서 마

좋은 재료 선택과 제조과정이 중요!

지막 효능성분까지 추출한 제주동백오일을 사용하고 있습

無방부제, 無인공향료, 無합성계면활성제 수제비누!

니다.

좋은 수제비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매뿐

그 외 제주느낌이 가득한 하이제주, 제주풍경비누, 온가족

아니라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전문가반 등 다양하게 진행

핑크솝, 강아지비누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핸드

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강아지 제품(똥츄, 스카프, 반다나 등)도 구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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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꿈디자인
고은정 Ko Eun-jeong

대표자 C.E.O.

(63329) 제주시 서회천길 10

주소 Address

10, Seohoecheon-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22-4942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https://greensplay.modoo.at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51

greensplay@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초록꿈은 원예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교육농장 + 식물공방 + 냠냠부엌 + 워크숍)

- 토피어리 체험
- 다육식물 심기

- 나무화분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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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다움 제주 (세균잡는 깨끗한 물 닥터웰)
THEMIDAUM JEJU
임윤정 Lim Yoon-jeong

대표자 C.E.O.

(63102) 제주시 정존 9길 9, 1층

주소 Address

9, Jeongjon 9-gil,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8340-8894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iyj7142@naver.com

Company Introduction

세균 잡는 샤워기 닥터웰

공기의 비타민 폭포수 음이온 샤워

세계 아토피 협회(WAA) ‘아토피 품질 인증마크’ 획득
[WAA 최우수상품 인증]

닥터웰은 세계아토피협회(WAA)에서 아토피 품질 인증 마크
를 획득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닥터웰은 고밀도 마이크로 필터로 녹물을 제거하고 순은과

황동, 자석에 의해 전·자기장으로 샤워기와 필터 속 세균을
자동으로 살균해 주는 특허받은 기능성 샤워기입니다.

피부가 먹는물 닥터웰

① 도금하지 않은 헤드캡을 장착했습니다.

- 도금이나 코팅을 하지 않은 무독성 ABS 헤드캡으로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튼튼한 PC(폴리카보네이트)재질입니다.

- 고강도에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잦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체 무해 실리콘 링으
로 누수를 방지합니다.

③ 접착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필터까지 정밀한 조립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모든 구조 결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규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샤워기로 사용가능합니다.

싱크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어댑터 7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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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BIO CO., Ltd.
김우식 Kim Woo-sik

대표자 C.E.O.

(24460) 강원도 춘천시 서면 보가터1길 30

주소 Address

30, Bogateo 1-gil, Seo-myeon, Chunche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033-818-9299

전화 Tel

팩스 Fax

033-242-5757

홈페이지 Homepage

www.soqu.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woosikim@daum.net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자체 생산하여 세계 20개국에 40

Product Introduction

“SOQU”는 Skin Of Queen 약자로서 소비자에게 고귀하고

여종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신규시장 개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척과 매출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OQU는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내추럴 화장품 브랜드이며

매년 미국, 유럽, 홍콩,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미용

강원도 자생 식물 추출물과 해양 심층수를 주원료로 사용

박람회에 참가하며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으

하여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며, 글로벌 유통브랜드(TJX, ROSS등)의 공식벤더로 안정

주요 제품으로 바디 보습 케어 수딩젤과 페이스 케어 기초

적인 매출확보를 하고있습니다.

화장품이고 기능성 마스크팩으로 리프팅업 페이스 마스

지원바이오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동 R&D를 통해 신상

크, 브이라인 듀얼 마스크팩 등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

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피부를 위한

으며, 2020년 아토피 피부 및 악건성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와 함께 기초화장품 종합 브랜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유럽, 홍콩,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미용

박람회를 참가하여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30여개국 바이어에게 SOQU 브랜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
습니다.

G1 BIO has sustained its commitment to the devel-

SOQU which stands for Skin of Queen is the brand

consumer, striving to contribute to the enrichment of

ral cosmetic brand SOQU makes products with Gang-

created to provide Customers the noble beauty. Natu-

opment of beauty products on the perspective of the
the beauties of people globally. Our natural cosmetics

won-do's wild plant's extracts and deep seawater for

brand SOQU makes products with Gangwon-do's wild

skin moisturizing and improvement of skin firmness.

plant's extracts and deep seawater for skin moisturiz-

Following our major products: A soothing gel for body

moisturizing which contains Aloe, Rose, Vitamin,

ing and improvement of skin firmness.

Watermelon, Mango, Pomegranate, Coconut, Toma-

GI BIO is providing SOQU cosmetics to more than 20

to, Wild Chive, Lavender, and Snail extract. Skincare

buyers in 15 countries, is developing and exporting

products for face, Lifting Up Face Mask, and V-Line

new products every year through R&D with global

Dual Mask kit. We're growing into a total cosmetic

partners. We will do our best to make trustworthy

brand by launching skincare products for atopic and

products for the skin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dehydrated skin,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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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술익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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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brewery
강한샘 Kang Han-saem

대표자 C.E.O.

(636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26

주소 Address

4726, Jungsangandong-ro, Pyoseon-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87-5046

전화 Tel

팩스 Fax

064-787-5048

홈페이지 Homepage

www.jejugosorisul.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gosorisul@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제주술익는집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자 제주도 무형문화

Product Introduction

고소리술

재 11호 고소리술 기능보유자이신 김희숙 대표님과 함께

제주고소리술은 제주 고유의 소줏고리를 칭하는〈고소리〉

탐라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옛 방식 그대로 제주토

로 한 방울, 한 방울 내려 장기저온숙성 후 나오는 술입니다.

속주를 빚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인공적인 맛과 향을 내기

배꽃향이 은은하고 그윽하게 나며, 도수는 높지만 목넘김이

위한 일체의 첨가물이 없으며, 모든 과정이 정성어린 손맛

부드럽고 맛은 깊으면서도 끝에 은은한 단맛이 있어 진정

으로 빚어지고 오랜 기간 항아리 숙성 후 나오는 귀한 술입

한 애주가들의 술입니다.

니다.

오메기맑은술

차좁쌀 가루를 문고리모양처럼 만들어 낸 오메기떡을 누룩

과 물로 술을 빚어, 발효가 끝난 후 노랗게 농익은 윗부분의
맑은술을 떠낸 술입니다. 인공감미료,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장기발효숙성을 통해 빚어져 맛이 진하고 부드러우며 달콤
한 맛과 천연의 과실향이 나는 최고급 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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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ineco
서경미 Seo Kyung-mi

대표자 C.E.O.

(22666)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7 주식회사 유신에코

주소 Address

Dodam-ro 7,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032-716-6370

전화 Tel

팩스 Fax

032-568-2452

홈페이지 Homepage

www.yusineco.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yusineco@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인천 오류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친환경 소재

Product Introduction

주력 제품으로는

El724를 기반으로 국내외 환경 인증서를 발급받아 더 이상

친환경 빨대, 식탁보, 멀칭필름, 종량제 봉투, 친환경 봉투,

의 환경 피해를 막고 일반 플라스틱의 편리성을 대체할 수

A4용지 등이 있고 그 외에 커트러리, 아이스컵, 반려견 배변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봉투, 휴대용 봉투 등 일회용품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들이

클린사업장 인증을 받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

다양하게 생산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

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직무

As the main product

하고 있습니다.

film, standard garbage bag, eco-friendly bags, and

개발과 환경을 만들어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노력

There are eco-friendly straws, tablecloths, mulching
A4 paper.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eco-friendly

Located in Oryu-dong Industrial Complex in Incheon,

products that can replace disposables such as cut-

it is a company that has been issued domestic and

lery, ice cups, dog poop bags, and portable bags.

foreign environmental certificates based on the
eco-friendly material E1724, preventing further en-

vironmental damage and making products that can
replace the convenience of general plastics. By ob-

taining a clean workplace certification and working in
a cleaner and safer working environment, job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e created to achieve sta-

ble jobs and continuous job creation for the severely

disabled and the vulnerable in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re
working hard.

69

미카의달콤한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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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_sweet_studio
강은숙 Gang Eun-suk

대표자 C.E.O.

(63528)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84번길 4

주소 Address

4, Sagyenam-ro 84beon-gil,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010-2723-0508

전화 Tel

팩스 Fax

-

홈페이지 Homepage

www.mrscacao.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mrscacao@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초콜릿에 제주의 자연을 담아드리는 15년차 쇼콜라티에

Product Introduction

1. 제주화산송이초콜릿

미카의 수제초콜릿카페입니다,

- 제주의 화산송이를 초콜릿으로 표현한 제품
- 제주아망송이초콜릿

・리얼카카오와 제주의 자원을 이용한 재료의 차별화

- 제주카페송이초콜릿

・직접 개발하여 특허 완료한 디자인한 초콜릿에 제주의
색을 입히는 특별함

2. 제주비자림바크초콜릿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쇼핑충족

- 제주비자림의 나무껍질을 초콜릿으로 표현

제주도민에게는 고급진 간식으로 식도락 충족

3. 제주화산석초콜릿
- 디자인특허완료

- 제주의 귀한 자원인 화산석 초콜릿

4. 한라산초콜릿

- 디자인특허완료

- 한땀한땀 손으로 빚어 한라산의 숨골까지표현
- 제주유기농말차초콜릿

5. 제주섬생초콜릿
6. 한라송이초콜릿

- 화산송이위 한라산을표현

7. 제주생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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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럼앤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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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Rum & Bio Inc.
김기섭 Kim Ki- Seob

대표자 C.E.O.

(24232)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56(후평동, 청정농특산물산업화지원센터) 205호

주소 Address

Rm 205, #5 Bio-Bldg, Hi-Tech Venture Town, 56 Soyanggang-ro, Chuncheon-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033-258-6253

전화 Tel

팩스 Fax

033-258-6252

홈페이지 Homepage

www.drnbio.co.kr/ www.seohwabi.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drb_dino@drnbio.co.kr

Company Introduction

㈜다럼앤바이오는 엄선된 천연원료에서 바이오 기술로

Da Rum & Bio Inc. manufactures and sells basic and

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기

developing cosmetic ingredients based on biotech-

추출한 소재로 피부에 최적화된 자연주의 화장품을 제

functional cosmetics based on natural extracts. We are

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화장품 원료 개발을 통해 대표 브

nology that consistent company's brand “Seohwabi

랜드 “서화비88”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국내외 시장

88” and launching various product in domestic and

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IFANCA HALAL”, “COSMOS

overseas markets. Based on the developed natural

ORGANIC” 등의 제품 인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raw materials, we have developed and launched new

받고, 유럽환경경영 “EMA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을

functional cosmetics optimized for skin through R&D.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certifications such as “IFANCA HALAL” and
“EAST ASIA LOHAS” and “COSMOS” European environ-

mental management “EMAS” certification, we aim to
be a company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 as a top
priority.

In addition, we aim to be a company that considers

the environment as a first priority through “IFANCA
HALAL” / “EAST ASIA LOHAS” / “COSMOS” product

certification and European environmental management
“EMAS”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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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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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issue Co.,ltd
문정상 Moon Jeong-sang

대표자 C.E.O.

(46729) 부산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9(생곡동)

주소 Address

Shinhyo-ro 5 in Seogwip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051-831-4620

전화 Tel

팩스 Fax

051-831-4623

홈페이지 Homepage

www.tissue-itc.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eenamoon@tissue-itc.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 특허받은 양면더블데코 5겹화장지 6롤/아이티씨

아이티씨는 위생용품 전문업체로서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특허받은 제조공법으로 적은 양으로도 배변처리가 가능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프리미엄화장지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천연펄

- 특허받은 양면더블데코4겹화장지 6롤/헬로키티

프 및 엄선된 원료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생분해성비닐을 사용하여 유해비닐사용을 줄이고 소량씩

삶의 가치를 높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경영의 가치를

포장되어 알뜰사용 가능함

우선합니다.

- 100%대나무 롤키친타올/헬로키티

잘 자라는 대나무를 원료로 한 99.99%향균키친타올

- 변기에바로버리는 비데물티슈/헬로키티

pe가 들어가지 않아 믈 풀림성이 좋은 비데티슈

・Double sided 5 ply deco toilet paper 6 rolls

We are a tissue manufacturer based in South Korea

B rand new premium toilet paper with 5-layer of

and a family-owned business for more than 30 years.

maximized smoothness.

We have dedicated to supplying a wide range of inno-

・Double-sided deco toilet paper with no front and

vative hygienic products, from toilet paper to Facial

backs persist the comfort no matter which side you

tissues to Kitchen paper towels.

use.

Not only did the Hello Kitty brand give us the recogni-

・Air-cushioned between each layer creates rich bulk-

tion and reputation as a tissue maker in the domestic
market, but the

iness of 5 layers.

Average 175 sheets(20m) in every roll

consistent studies on tissue quality through state-of-

10 packs in a box

art technologies enabled us to achieve the great suc-

Bamboo paper towel 3 packs

cess of being nominated for top-selling toilet paper
for consecutive years on TV home& shopping.

・Made with eco-friendly bamboo fibre highly

exclusive softness in our tissues that you will never

・Twice more absorbent with double layers.

resistant to water and oil.

Our multiple patented technologies embody the

130 sheets per box

experienc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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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바이오텍 주식회사

59

신숙경 Shin Sukg-yeong

대표자 C.E.O.

(44677) 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602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소 Address

602, 20, Dotjil-ro,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1566-7594 , 052-708-2878

전화 Tel

팩스 Fax

052-258-5567

홈페이지 Homepage

https://blog.naver.com/wbt2878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wbt2878@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화이트바이오텍 주식회사는 우리가 살고있는 아름다운 지

Product Introduction

생분해 플라스틱(EL724)

구를 위해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소재를 자체 연구, 개발 ,

생분해성 수지를 의미하며, 기존 화학 합성수지(HDPE,LD-

생산하여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PE,PP,OPP,PVC 등)과 다르게 전분, 셀룰로스 등의 천연소

자 하고 있습니다.

재가 주성분으로 미생물, 토양 등에 100% 분해되는 제품

저희는 ‘믿음의 가치를 가진 친환경 기업’이라는 슬로건으

입니다.

로 ‘아름다운 인류,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친환경 제품 제

EL724 생분해 플라스틱은 사용 중에는 범용 플라스틱과

작’ 외에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인식 개선과 환경 문제에

동등한 물성을 유지하며 매립 시 지열로 인해 90일 안에

기여’하고 ‘사회 취약 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완전히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메탄, 물, 바이오매스 등만을

‘지역사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여성 기업입니다.

발생시키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화이트바이오텍 주식회사는 친환경표지 인증을 마쳤으며
다양한 친환경 생분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식탁보 ▼

울타리가 되고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울산한마음복지재단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울산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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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더트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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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HETRASH
임소현 Lim So-hyeon

대표자 C.E.O.

(14576)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372번길 22 B1 컷더트래쉬

주소 Address

(14576) 22, Jomaru-ro 372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070-8285-3894

전화 Tel

팩스 Fax

0504-094-3894

홈페이지 Homepage

http://cutthetrash.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cutthetrash@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CUTTHETRASH

컷더트래쉬는 바다를 위해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패

컷더트래쉬는 넓은 바다 곳곳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해양

업사이클 – 바다의 골칫덩이 폐그물과 같은 해양 쓰레기를

션 제품을 제작합니다.

‘바다를 위해 쓰레기를 디자인하다’

깨끗이 세탁하고 재단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아름
다운 바다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리사이클 - MIPANⓇ regen™과 같은 리사이클 원단을 활
용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를 절감합니다.

‘바다를 위해 쓰레기를 디자인하다’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

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모두의 일상에 스며들

오가닉 - 농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 피폐화를 저지하는

어 환경보호의 물결을 전합니다.

오가닉 원단을 활용하여 일반 원단에 비해 환경 부담을 저

낭만적으로 때로는 영웅처럼, 같은 마음을 가진 기업 및 단

감시킵니다.

체와 손을 잡고, 환경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바다를 닮은 컷더트래쉬의 고감도 디자인에는 한 가지 제

캠페인을 진행하며 바다를 위해 모험을 계속해 나갑니다.

품으로 여러 제품을 대신할 수 있도록 2way 이상의 활용

컷더트래쉬는 우리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

도를 담았습니다.

한 패션을 지향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항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UTTHETRASH

CUTTHETRASH produces fashion products using sustainable materials for the sea.

"Save the ocean, wear a waste"

Upcycle: Clean and cut marine waste, such as the

Cutthetrash gives value by upcycling marine waste

scourge of the sea, and give it new value.

that destroys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wide
sea, and brings vitality to our beautiful sea.

Recycle: Save resources and save carbon.

With the social mission of "Save the ocean, wear a

Organic: Protect farmers' health and reduce the en-

waste" we permeate everyone's daily lives with our

vironmental burden compared to ordinary fabrics by

own unique design and convey a wave of environ-

utilizing organic materials that prevent soil depletion.

mental protection.

It contains more than 2 ways of utilization so that you
can replace multiple products with one product.

Romantic, sometimes like a hero. We continue our
adventure for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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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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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DOCOTR
최유라 Chol Yu-ra

대표자 C.E.O.

(63005)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71-5

주소 Address

71-5, Jeoji 12-gil, Hangyeong-myeon,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507-1331-0545

전화 Tel

팩스 Fax

0504-054-2893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paintdoctor.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forestown@naver.com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우리는 물감과 페인트로 지구를 지키는 페인트닥터입니다

Product Introduction

독일 천연페인트 전문기업 AURO와 독점계약한 천연미장
재 ‘Wall Cream’-Keratherm 을 국내에 첫 선보이게 됩니

'플랑크톤 한마리도 아프게 하지 않는 페인트'

다. 이 제품은 독특한 구성으로 인해 온도 조절 효과가 있

페인트닥터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안전한 것이 가장 좋은

습니다. 즉, 겨울에는 열이 실내로 유입되고 반대로 여름에

재료라고 믿습는다.

는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실내온도조절에 탁월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인류가 오래도록 사

합니다.

용해온 고전적인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여 접착제나 첨가

방의 수분 조절을 보장하고 알칼리성으로 인해 곰팡이에

물까지 모든 구성 물질이 천연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상적입니다. 한옥건축, 실내인테리어 마감 등 다양한 곳

서도 높은 기능성과 색채의 아름다움, 사용 편의성을 고려

에서 활용가능합니다.

하여 매우 까다롭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대에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인생의 90%가까운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우리의 건강
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왜 우리가 100% 천연페인트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에 대한 이유입니다.

페인트닥터는 수익금을 일정 적립하여 제주의 바다와 숲을
지키는 활동과 생태예술활동 지원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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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It will introduce 'Wall Cream'-Keratherm, a natural

We are paint doctors who protect the Earth with paint

beauty material that has been exclusively contracted

and paint

with AURO, a German natural paint company, for the

"Paint that doesn't hurt a plankton."

first time in Korea. This product has a temperature

The paint doctor believes that it is the best material

control effect. In other words, heat is introduced into

to be safe for both people and nature.

the room in winter, and on the contrary, warm air is
discharged to the outside in summer, which is excel-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he petrochemical indus-

lent for controlling the room temperature.

try, we have developed classic methods that humans
have used for a long time to make products with high

It can control indoor moisture and is alkaline and ide-

functionality, color beauty, and ease of use without

al for mold. It can be used in various places such as

departing from natural standards.

hanok architecture and interior finish.

The hope that we can enjoy the beautiful Earth in

future generations. A heart for our health, spending
nearly 90 percent of our lives indoors.

This is why we should use 100% natural paint.

The paint doctor accumulates a certain amount of

profits and uses them to protect Jeju's sea and forest
and to support ecological a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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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62

이영웅 센터장 Lee Yeong-ung

대표자 C.E.O.

(63185)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주소 Address

192, Seogwang-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064-759-2161

전화 Tel

팩스 Fax

064-759-2169

홈페이지 Homepage

https://blog.naver.com/eco0501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jejugreen@kfem.or.kr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

합이 함께하는 친환경소비실천 운동기구로서, 친환경 제품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

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및 서비스의 생산과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

저탄소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행해오고 있습니다.

전시 예정 품목으로는 사무용품, 세제류, 의류, 자동차용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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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네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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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NATURE INC.
박규현 Park Gyu-hyeon

대표자 C.E.O.

(12729)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440번길 34

주소 Address

34, Sansu-ro 440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031-8027-0355

전화 Tel

팩스 Fax

070-7580-0335

홈페이지 Homepage

www.helpnature.co.kr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sykim@helpnature.co.kr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친환경 생분해 제품]

주목받는 친환경 기업 ㈜헬프네이처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생분해 쇼핑백, 생분해 PLA컵, 생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 직접 생산

분해 포장용 비닐, 생분해 접착봉투 등이 있습니다. 생분해

난분해성이며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요인인 일회용 플라스

제품은 매립시 일정한 조건 하에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

틱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

탄소, 유기물질로 분해(6개월 내 90%)되어 자연에 부담이

하는 헬프네이쳐는 2020년 12월 설립이래 必환경 시대에

적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걸맞은 제품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제조 및 유통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창업 1년 만에 매출 5억원 달성!
거래처 140여개 사 확보!!

대기업, 중견 기업, 국내외 대형 제약회사 납품 중!

- SK케미칼, 동성케미칼, 오설록, 한국야쿠르트, 무인양품,

코오롱, 건강한사람들, GSK, 현대약품, 중외제약, 온누리
약국, 로레알, IFC몰 등

친환경 대표 스타트업으로 매출 및 채용 증가를 최우선
- 2022년 1분기 매출 약 2억원 예상(부가세 확정액)

- 매출 증대에 따른 청년 2명, 신중년 기술자 1명 등 총 3명
고용 예정

2022년 첫 수출을 목표로 오클랜드 지사화 사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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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시품 소개

Company Int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Products currently on sale include biodegradable

HELP NATURE

shopping bags, biodegradable PLA cups, biodegrad-

We produce biodegradable eco-friendly products.

able packaging vinyl, biodegradable adhesive bags,

Since its establishment in December 2020, HelpN-

etc. The biodegradable product is made of biode-

ature, which produces eco-friendly biodegradable

gradable plastic that is less burdensome to nature by

plastics to replace disposable plastics, has steadily

decomposing into water, carbon dioxide, and organic

grown by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materials by microorganisms under certain condi-

suitable for the environmental era with innovative

tions (90% within 6 months).

technology to meet customers' needs.

It has continued to grow since it achieved $380,000
(USD) in sales in just one year since it was f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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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YWCA 달리는건강쿠킹버스
강문정 GYUL HYANG

대표자 C.E.O.

제주 서귀포시 부두로 3

주소 Address

3, Budu-ro,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726-1400

전화 Tel

팩스 Fax

762-1401

홈페이지 Homepage

http://쿠킹버스.com

이메일 E-mail

회사 소개

sgpoywca@daum.net

Company Introduction

달리는건강쿠킹버스는 지자체 최초의 식생활 교육 차량으

로 2000년부터 서귀포YWCA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

는 방문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건강레시피 개발 및 보급,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각종 식생활 관련 부대행사를 통해

식생활 개선을 통한 서귀포시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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