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가 생산하는 제주삼다수는

1998년 3월 5일 출시된 이후

부터 줄곧 시장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 브랜드파워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로 성

장하고 있다.

제주삼다수가 출시와 동시

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

았던 이유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한

라산의 지하 4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화산암반수인 점

이 강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삼다수는 수십 겹의 화

산암반층이 거르고 걸러 만든 물로 별도 정수과정이 필

요 없을 만큼 원수 자체가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약알칼리수로 산화억제력이 강

할 뿐 아니라 경도가 낮아 물맛이 부드럽고 흡수가 빠르

며 수질이 순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주)제주씨그린(제주감태차, 제주 해조류 자염, 해

초 모듬)

제주씨그린은 제

주해조산업특화육

성을 위한 제주대

학교 해조산업

RIS 사업단의 영

리법인이다. 해조

류 제조 유통 마케

팅 전문기업으로 해조류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틈새시장을 개척해 기업들의 성장과 해조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주의 맛과 멋, 가치가

담기고 건강을 지키는 데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톳냉

면, 제주감태차, 해초모듬, 제주 해조류 자염(끓인소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천지애협동조합(신당케어)

신당케어는 현직

약사가 개발한 제

품으로, 식약처에

서 인정한 식후 혈

당상승 억제(바나

바잎 추출물)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건

강기능식품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블리스터 개별포장으

로 되어 있으며 간편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게 장

점이라고 한다. 1000mg 짜리 90정이 2박스로 구성돼 있

으며 이는 30일분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감귤한라봉주스, 청귤에

이드)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은 제주

생명산업의 근간인

감귤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다양한

생물자원의 고기능

성 상품화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감귤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NFC(비농축

과즙)감귤착즙액 및 청귤착즙액을 포함해 이를 이용한

NFC감귤음료, 청귤음료, 또 청귤의 특수한 기능성을 활

용한 다양한 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온평 모다들엉(주)(해조효소두유)

제주 청정 바다

에서 직접 채취한

100% 자연산 해조

류를 원료로 효소

와 두유를 판매하

고 있는 마을기업

이다. 자연산 톳 발

효 추출액을 함유

한 해조효소두유를 국내 첫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제주 신화 콩으로 만들며 일반 두유와는 달

리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함유되

고 있고 자연산 톳 발효 추출액이 첨가되는 등 영양 만

점 식품이다. 특히 화학첨가물이 전혀 없어 누구나 안심

하고 먹을 수 있으며 어린이 영양 간식,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적합하다.

▶농업회사법인 가뫼물주식회사(감귤칩, 감귤즙, 감

귤쨈, 감귤비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감귤에 어

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맛과 색깔, 영

양소 파괴를 최소

화 해 만든 제품을

선보인다.

감귤의 효능은 그대로 유치한 채 수분만 제거한 감귤

칩은 쫄깃하고 새콤달콤해서 영양 간식과 술안주, 식재

료로 적합하다.

또한 보존제, 착색제도 없는 감귤 100% 원액으로 만

든 감귤즙, 천연오렌지오일과 감귤가루로 만든 감귤비

누, 설탕을 적게 넣어 건강에 좋은 감귤쨈도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제주 은갈치)

서귀포수협은 천혜의

청정해역에서 어업인들

이 손끝으로 하나하나

낚시로 낚아 올린 수산

물을 최고의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며 HACCP

시스템에 의해 위생적이

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다.

대표 수산물로는 제주

은갈치를 비롯해 옥돔,

고등어, 참조기 등이 있다. 특히 선상냉동갈치는 제주

연근해에서 갈치 조업 즉시 영하 45도로 급냉해 빛깔과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소하고 담백한 육

질의 제주 은갈치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메리엠제이(수제식혜, 수제청)

많은 시간과 정성이 투입되

고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가정식 수제식혜로 유기농 비

정제 원당을 써서 맛을 낸다.

처음 제조 과정부터 병 입까지

모두 수작업이라 당일 만드는

수량이 한정적이다. 계속된 연

구를 통해 여러 가지 식혜 메

뉴를 개발하고 있다.

식혜 외에 유기농 원당으로

제주도 특색의 과일들로 수제

청도 생산하고 있다. 최소한의 원당으로 원재료 고유의

맛을 내는데 힘을 쓰고 있고 전국택배 발송도 하고 있다.

▶네추럴영농조합법인(아침하늘 돼지고기)

네추럴영농조합법인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건강한 사육, 건

강한 생산, 건강한 소비

실현 이란 기치 아래 최

상의 품질을 고집하고 있

다. 공장 HACCP을 통

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함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냉장, 냉동시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듯 아

침하늘 돼지고기는 학교급식으로 유통된다. 이 때문에

아침하늘 돼지고기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

심 축산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주)제주팜이십일(프루낵 제주감귤, 프루낵 사과,

프루낵 초코+화이트, 프루낵 초코+다크)

제주팜이십일의 천연

건조과일 브랜드인 프루

낵은 프루트(과일)과 스

낵의 합성어이다. 과일

고유의 맛과 색, 향이 살

아있고 첨가물 0%의 천

연과일 스낵 브랜드이다.

원적외선 저온 복합건조 공정을 통해 기존의 열풍 동

결건조 제품들과는 맛, 향, 색상, 식감 면에서 우수하다

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건강, 자연, 맛 이라는 3가지

매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제주홍암가(주)(보리누룽지선식, 유

기농 발아 보리현미, 제주감귤 쉰다리)

제주홍암가는 세계최초

곡물유산균발효기술과 국

제특허등록한 춘화처리기

술 (Ve rn a l i z a t i o n

System)을 접목한 제품

을 생산하고 있다.

곡물의 영양과 기능성

을 극대화 하는 기술에 더해 식약처 지정 HACCP시설

과 국제규격의 엄격한 생산관리기준으로 보리누룽지선

식, 유기농 발아 보리현미 등을 선보인다.

▶농업회사법인 인투주식회사(커피, 차류 등)

제주 프리미엄 식품

을 소비자에게 전달하

는 INTO JEJU 라

는 브랜드와 카페 비

즈니스의 솔루션을 제

공하는 INTO THE

CAFE 라는 브랜드가

있다. 제주 속으로 들어와 순수한 제주를 마음껏 담아

가시라는 인투주식회사의 모티브와 프리미엄 커피 제

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투주식회사의 기술을 접목해

한라봉봉, 한라봉 카푸치노, 한라봉 식혜, 청귤청청, 감

귤 및 한라봉 칩, 인투 카페원두 등을 생산 공급한다.

▶귤향영농조합법인(귤향과즐)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

귤을 사용해 반죽한 전통

수제 한과로, 신효생활개

선회 회원들 중심으로 지

역 일자리 및 지역 농가

농외소득 창출에 앞장서

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생산에 항상 노력하고 있으

며, 2018년도 제23회 농업인의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

다. 현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추가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바른 먹거리 생산에 노력한

다는 것이 회사의 포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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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 내건 대표 상품… 전국 소비자 공략

한라일보와 부산MBC 등 전국 8개 지역 언론사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는

도내 13개 업체가 참가해 제주산 식품의 우수성을 알린다. 본보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제품을 면

면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5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제주 참가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