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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상사㈜는 제주에서 채취되는 자

연산 톳을 상품화한 향토기업이다 밥에

넣는 톳 진참톳 해조류 화장품 등을 생

산하고 있다 일본에 전량으로 수출하던

톳을 2004년부터 중국 등에 수출하는

등 지난해 매출은 27억원을 기록했다

임태일 대표는 선친의 뒤를 이어 2대

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림상사는

1996년 서울에서 설립된 후 1970년부터

제주산 톳을 일본으로 수출했으며 1972

년에 성산포 톳 가공공장을 준공하고

1992년에 대정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하

면서 본사를 제주로 옮겼다

태림상사는 톳의 자연산 톳을 건강기

호식품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며 성

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2년에는 기업부

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톳 신물질

개발연구(제주대 공동) ISO9001 인증

ISO14001 인증  제주 해조류 항노화 소

재 개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

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잇달아 획득

하고 2006년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2013년 장보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

원하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기업성장육성지원사업을 통해 해조가

공 부산액을 이용한 보습 및 미백기능을

가진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화장

품 회사 피스코텍과 톳을 원료로 한 화

장품을 개발했다

태림상사는 자연산 톳 전문브랜드인

토디네(Todine)와 해조류 성분의 스

킨케어 브랜드인 메르듀(Merdew)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토디네는 제주 자연산 톳을 직접 채

취해 고온에서 찌고 선별하는 위생적인

공정과정을 거쳐 맛있는 톳 제품을 만들

고 있다 주력상품으로는 밥에 넣는

톳 진참톳 상쾌한 하루(톳분말)

진참미역 해초샐러드 등이 있다

메르듀는 피부영양효과와 보습기능 등

효능을 갖는 해조류의 성분에 착안했다

메르듀는 미네랄과 씨놀 등의 풍부한 영

양분을 담았다 대표상품으로는 메르듀

스킨 케어 바디 앤 헤어 입욕제 등이다

임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산

학연 협력활동에 참여해 소비자들이 만

족하는 품질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선

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품

문의 (0647945333)

제주도김대성기자bigkim@

㈜제주사랑농수산은 지난 2000년 설

립 제주산 천연재료를 이용한 차와 화

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화산석 송

이를 이용한 화장품 천연추출물 원료

외에도 가공식품(한라봉차 외) 선인장

(백년초) 분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지난해 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주사랑농수산의 남다른 경쟁력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아이디어

에서 비롯됐다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2005년에 제주 최초로 천연의 흡착

력 살균력 풍부한 미네랄을 가지고 있

는 화산석 송이를 이용한 기능성 미용제

품 개발에 성공해 이니스프리에 납품하

면서 화산송이가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

화산송이 원료시장에 98%이상 납품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CGMP) 적합업소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내화장품 제조업체가운데 68번

째(68호)이며 제주 향토 화장품 제조업

체로서는 최초다

제주사랑농수산은 화산석 송이를 이

용한 팩제형과 향기제품들을 독특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제주의 청정한 천연

추출물들의 효능을찾아내어 제품에 담

아내고 있으며 생화꽃을 화장품 속에

담는 기술은 대기업에서도 탐내는 기술

력이기도 하다

제주사랑농수산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생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클러스터 사

업 지원을 받아 제주 유채꽃을 이용한

셀룰라이트 감소 화장품 원료 개발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사업화

하기 위한 시험인증과마케팅활동에 적

극나설예정이다

제주사랑농수산은 입주하고 있는 구

좌농공단지에 카페제주이야기를 개설

해 생산제품을 소개하는것은 물론체험

할수 있게하면서 농공단지를관광명소

로탈바꿈시키는데기여하고 있다

양경월 대표는 화장품 만들기 체험

장을 운영하면서 농공단지가 청정제주

의 새로운 힐링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며 천연이란특화된 제품 소비자감동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소비가들의관

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품문의 (064

7821101)

영암군소재아파트

소재지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4054

영암삼호한양파크빌1차 제102동 제12층

제1201호

관리번호201412568001

면적대 5289 지분(총면적 8688

) 건물 8492

감정가격100000000 원

최저입찰가격100000000 원

입찰기간2015102620151028

내용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소재 삼호

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나지 등이

혼재한주택지대

목포시소재아파트

소재지목포시 상동 883 외 2필지 동아

아파트 106동 7층 708호

관리번호201500867001

면적대 48885 지분(총면적 37

7385) 건물 8495

감정가격131000000 원

최저입찰가격131000000 원

입찰기간2015102620151028

내용목포시 상동 소재 목포한빛초등

학교동측인근에위치하고 대중

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이며 인근

은 아파트단지 학교 상가 등이

소재하는주거지대임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가능하고 현장입찰은 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본부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 (본부장 조명현)는 담양 백동2지구에

국민임대주택 460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6 150가구 36 138가구

46 172가구규모로내년 12월입주예정

이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 26형의 경

우 561만원8만6000원(최대 전환보증금

1061만원월임대료 6만1000원) 36형

은 790만원13만1000원(최대 전환보증금

1890만원7만6000원)이다

46형은 1718만원16만9000원(최대

전환보증금 3018만원10만4000원)으로

전세가격으로 환산시 당 단가는 61만

9000원82만5000원 수준으로 저렴하

다

단지 안에 상가보육시설주민운동시

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이 들어선

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

대구성원 전원이무주택자로 가구당월평

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331만

4220원 이하이다

4인 가구는 365만72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89만2010원 이하이며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은 각각 1억2600만원 2489만

원 이하여야한다

공급단지는 국도 242913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88고속도

로 담양 IC가 인접해 광주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까지 차로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접수는 2022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받

으며 인터넷청약도할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0일 계약체결

은 다음달 2426일이며 기타 자세한 문

의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LH 홈페이

지)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

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H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공급

��������	

미네랄풍부 화산 송이 화장품제조
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본부(본부장윤철)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금능 대정 구

좌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주농공단지 미니클러스터를 출범했다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시작으로 R&D마케팅컨

설팅지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산업

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기업투어 행사로 찾은 제주구좌농공단지 입주

기업 ㈜제주사랑농수산과 서귀포대정농공단지 태림상사㈜를 소개한다

㈜제주사랑농수산

태림상사㈜

양경월제주사랑농수산대표가 카페제주이야기에서제주화산석송이와천연재

료를활용해생산한제품을소개하고있다

임태일태림상사대표가톳을이용한건강기호식품에대해설명하고있다

산단공광주전남본부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기업투어

제주산 해초 건강미용제품변신

체험장열어관광명소탈바꿈

日中수출미백기능개발

담양중학교 담양공용
버스터미널

금강레인보우

담양경찰서

사업부지

담양백동
주공아파트

263646형 460가구 LH 담양백동2지구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