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기획전
새해맞이

* 본 홍보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간식  ······································ 05

건강식품 ································· 07

곡물  ······································ 11

생활용품  ································ 12

주류  ······································ 15

차 · 음료 ································· 18



05

2박스
합배송 신청시

택배비 무료

2박스
합배송 신청시

택배비 무료

단품 5,500 원 / 세트 25,000 원

귤이랑 감귤과즐
단품 : 1봉(1봉 : 32g×10개)
세트 : 5봉(1봉 : 32g×10개) 단품 5,500 원 / 세트 25,000 원

업체명 순참쑥영농조합법인

구매처 www.귤이랑.com

문의전화 064-724-2533

업체명 순참쑥영농조합법인

구매처 www.귤이랑.com

문의전화 064-724-2533

귤이랑 한라봉과즐
단품 : 1봉(1봉 : 32g×10개)
세트 : 5봉(1봉 : 32g×10개)

간식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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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간식

2박스
합배송 신청시

택배비 무료

2박스
합배송 신청시

택배비 무료

단품 5,500 원 / 세트 25,000 원

제주참과즐 감귤과즐
단품 : 1봉(1봉 : 32g×10개)
세트 : 5봉(1봉 : 32g×10개) 단품 5,500 원 / 세트 25,000 원

업체명 순참쑥영농조합법인

구매처 www.귤이랑.com

문의전화 064-724-2533

업체명 순참쑥영농조합법인

구매처 www.귤이랑.com

문의전화 064-724-2533

제주참과즐 한라봉과즐
단품 : 1봉(1봉 : 32g×10개)
세트 : 5봉(1봉 : 32g×10개)

천연발효식초 3종세트
맛있는 감귤초 300ml, 레드비트식초 300ml,
감귤당근식초 300ml 소비자가 66,000 원 → 할인가 52,800 원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20% 할인

업체명 초하루

구매처 www.vinegar1day.com

문의전화 064-743-3007

건강식품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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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천연발효식초 미니 3종세트 폴개네 벌꿀 330
맛있는 감귤초 120ml, 레드비트식초 120ml,
감귤당근식초 120ml

330g×2병
소비자가 18,000 원 → 할인가 14,400 원 소비자가 25,000 원 → 할인가 22,500 원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20% 할인

업체명 초하루

구매처 www.vinegar1day.com

문의전화 064-743-3007

업체명 폴개협동조합

구매처 www.polgae.com

문의전화 064-764-0116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건강식품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10% 할인

택배비 4,5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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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10% 할인

택배비 4,500원 별도

제주오라 잡곡선물세트(5종)
메밀쌀 550g, 메밀가루 500g, 메밀보리 미숫가루 340g,
귀리쌀 530g, 보리쌀 600g 소비자가 45,000 원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오라유한회사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주오라'

문의전화 064-711-9700

5개 구입시

1개 증정

곡물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건강식품

허니폴폴 벌꿀&벌화분 스틱
백화꽃꿀 10g×10포×2박스,
벌화분 5g×10포×1박스 소비자가 35,000 원 → 할인가 31,500 원 

업체명 폴개협동조합

구매처 www.polgae.com

문의전화 064-76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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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12% 할인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생활용품

업체명 물드련마씸

구매처 전화주문

문의전화 010-6767-4967

맹심맹심 에코가방
270mm x 195mm

소비자가 80,000 원 → 할인가 70,000 원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10% 할인

업체명 방림원

구매처 www.banglimwon.com

문의전화 064-773-0090

제주 방림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마스크팩
마스크팩 25ml×5개

소비자가 30,000 원 → 할인가 2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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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생활용품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제주와이너리유한회사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주와이너리'

문의전화 010-8010-0114

제주감귤주 귤로만
귤로만 700ml ×6병 (alc. 10%)

소비자가 26,370 원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클린산업

구매처 cocori.kr

문의전화 070-8990-8296

코코리제주 기획세트
1종 주방세제 750ml, 거품비누 300ml, 살균소독제 300ml,
살균소독제 50ml×2개, 에코백 소비자가 39,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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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주류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400ml×1병 (alc. 40%) 500ml×1병 (alc. 16%)

소비자가 55,000 원 소비자가 30,000 원 

업체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제주고소리술익는집

구매처 www.jejugosorisul.com

문의전화 064-787-5046

업체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11호 제주고소리술익는집

구매처 www.jejugosorisul.com

문의전화 064-78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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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료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프리미엄 유기농 영귤차 선물세트 봉주스
영귤차 550g×2개, 영귤과즙 120ml×1개 봉주스 125ml×25개입

소비자가 55,000 원 소비자가 56,000 원 

업체명 한라산성암영귤농원 영농조합법인

구매처 www.jejugreen.com

문의전화 064-727-9889

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심터

구매처 www.simterfarm.com

문의전화 064-753-7885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차·음료

5개 이상
구매시

4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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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료 |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35% 할인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차·음료

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35% 할인

업체명 주식회사 일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탐라원'

문의전화 064-782-5353

업체명 주식회사 일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탐라원'

문의전화 064-782-5353

제주한라봉&천혜향 몬딱 제주한라봉몬딱
한라봉 5병+천혜향 5병 한라봉 10병

소비자가 40,000 원 → 할인가 25,800 원 소비자가 40,000 원 → 할인가 25,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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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중
소비자가의

35% 할인

업체명 주식회사 일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탐라원'

문의전화 064-782-5353

새해맞이선물세트기획전 | 차·음료

제주천혜향몬딱
천혜향 10병

소비자가 40,000 원 → 할인가 25,800 원 



선물기획전
새해맞이

* 본 홍보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