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붙임  상 품 제 안 서 : 8개 품목 확정

아래 8개 품목은 '18.4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요청한 5만원상당의

물품구성입니다.

예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도와 e경남몰 고객센터에서는 기업체·법인의 구매수요(품목, 

가격대 등)에 알맞은 적절한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는 경남도청 국제통상과 ☎211-3263, e경남몰 고객센터 ☎

080-858-8989 입니다.

순 번 구 성 품 목

1 국제장수�상황버섯�무농약� 200g(원형or절편)

2 화인�생표고버섯�동고� 4kg(실속형)� or� 3kg(고급형)

3 밀양�정승골�사과� 10kg� (28~32과)

4 엘티엠에스�프로바이이오틱스� S� 2개+마이락토� C� 1개�세트� /� 특허유산균�함유

5 멸치�선물세트(세멸350g+자멸300g+중멸300g)+어간장�선물세트(430㎖×2병)

6 간고등어�필렛� 90g×26팩(13미)� +� 반건조우럭� 250g×2팩(2미)

7 엄정마을�농산물�세트� (백미�10kg×1개�+�찰현미�2kg×1개�+�찹쌀(백옥)�2kg×1개)

8 지리산야생녹차�선물용(우전)� 40g×2개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국제장수�상황버섯�무농약� 200g(원형or절편)

상품사진

상품설명

경남�양산�청정지역에서� 1급수�맑은�물을�주고�친환경농법(무농약인증)으로�재배

상품선택� :� 원형과�절편�중에�한� 가지를�선택하실�수�있습니다.

시중가 60,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300개(원형100/절편200)
과세구분 면세 포장 선물포장
생산자 국제장수상황버섯 원산지 국내산(경남/양산시)
기타인증 경상남도�추천상품 친환경인증번호 무농약농산물�제9-3-65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화인�생표고버섯�동고� 4kg(실속형)� or� 3kg(고급형)

상품사진

상품설명

l 상품선택� :� 실속형과�고급형�중에�한�가지를�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실속형� 4kg� :� 원목�재배한�생표고버섯�중에�모양이�고르지�않거나

� � � � � � � � � � � � � � 약간의�흠이�있지만�가정에서�드시기에�무난한�버섯입니다.

-� 고급형� 3kg� :� 원목�재배한�생표고버섯으로�맛과�모양이�가장�좋습니다.

l 제품특징

품질�좋은�버섯을�생산하기�위하여�표고목은�거의�대부분을�상수리�

나무를�고집합니다.

l 재배방법

비가림�시설�재배는�비닐하우스를�설치하고�지붕에�비닐과�차광망을�씌운�

후� 스프링쿨러�시설을�하여�비를�맞추지�않고�필요한�시설에�쓰러뜨리기�

및� 살수를�하여�버섯을�생산하고�있습니다.

시중가 60,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면세 포장 종이상자

생산자 화인표고버섯농장 원산지 국내산(경남/합천군)

기타인증 친환경인증번호
유기농산물�

제17-20-1-17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밀양�정승골�사과� 10kg� (28~32과)

상품사진

상품설명

시중가 85,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1,000개

과세구분 면세 포장 택배박스

생산자 동해농원 원산지 국내산(경남/밀양시)

기타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이력번호�

제05283호
친환경인증번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엘티엠에스�프로바이이오틱스� S� 2개+마이락토� C� 1개�세트� /� 특허유산균�함유

상품사진

상품설명

시중가 85,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과세 포장 종이상자

생산자 락토메이슨 원산지 국내산(경남/진주시)

기타인증 친환경인증번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멸치�선물세트(세멸350g+자멸300g+중멸300g)+어간장�선물세트(430㎖×2병)

상품사진

상품설명

우리�맑은�바다에서�어획한�신선한�멸치로

정성을�담아�전해드립니다.

원정씨푸드는�원정호�선단(배5척�보유)을� 직접�이끌고�있으며,� 어획부터,� 자숙,�

건조,� 가공,� 포장,� 판매까지� 생산자�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있는�수산물�전문기업입니다.

-세멸� :� 볶음요,� 후리가케용,� 조림용

-자멸치� :� 복음용,� 조림용

-중멸치� :� 국무용,� 조림용

-어간장� :� 국물요리,�찌개,�조림,�나물무침,�김치�등�여러�가지�요리에�활용�가능!

� � � � � � � � � 특유의�깊은�감칠맛으로�요리에�풍미를�더해�주는�삼천포�어간장입

� � � � � � � � � 니다.

시중가 63,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면세 포장 선물포장

생산자 원정씨푸드 원산지 국내산(경남/사천시)

기타인증
여성기업인증

경상남도�추천상품
친환경인증번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간고등어�필렛� 90g×26팩(13미)� +� 반건조우럭� 250g×2팩(2미)

상품사진

상품설명

[상품구성]

1.� 간고등어�필렛� 90g×26팩(13미)� (원산지� :� 국내산)

2.� 반건조우럭� 250g×2팩(2미)� (원산지� :� 국내산)

시중가 55,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면세 포장 아이스박스�포장

생산자 거제수협수산물종합가공공장 원산지 상품설명�참조

기타인증 경상남도�추천상품 친환경인증번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엄정마을�농산물�세트� (백미�10kg×1개�+�찰현미�2kg×1개�+�찹쌀(백옥)� 2kg×1개)

상품사진

백미 찰현미 찹쌀(백옥)

상품설명 우리공단� 1사1체험마을인�경남�진주시�금곡면�엄정마을�농산물�

시중가 55,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면세 포장 종이상자�포장

생산자 진주시�금곡면�엄정마을 원산지 국내산(경남/진주시)

기타인증 1사� 1체험�마을 친환경인증번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상 품 제 안 서

상품명 지리산야생녹차�선물용(우전)� 40g×2개

상품사진

상품설명

시중가 60,000원 공급가(부가세포함) 50,000원

납품기일 발주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재고수량 개

과세구분 과세 포장 선물포장

생산자 구산농장 원산지 국내산(경남/하동군)

기타인증 친환경인증번호 유기농산물�제78-1-35호

유효기간 본�제안에�한함 A/S� 및� 교환 1:1� 상품�맞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