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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식품 "배와 가시엉겅퀴"로 지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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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식품 박연자 대표가 배와 가시엉겅퀴로 지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건강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수식품은 나주 덕룡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봉황면에 자리 잡고 있다. 나주 특화작물인 배와 토종 약초인 가시엉겅퀴를 재배하면

서, 건강 음료와 차, 과립분말 등 가공제품을 판매하고 농장 체험과정을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다.

박 대표는 2014년 귀농 당시 평소 건강식으로 챙겨 먹던 가시엉겅퀴를 즙으로 가공,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먹거리

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장수식품을 설립했다.

100%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엄선해 1차 원료로 사용한다. 특히 판로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과 소농가가 생산한 아로니아, 비

트 등 연간 200여 톤을 계약재배로 우선 매입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이 농가와 상생하는 연계활동 역할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박 대표

의 소신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꾸준히 제품의 품질도 향상한 결과 도지사품질인증, 나주시장품질인증, HACCP인증 등을 획득해 기

술력을 인정받았다. 

박 대표는 자사 제품의 적극적인 판로 확대와 방문객 참여과정 운영을 통해 지난해 8억여 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베트남, 중국, 미

국 등에도 수출한다. 자사몰(www.jangsoofood.com), 남도장터, 쿠팡 등 온라인 마켓, 지역로컬푸드 등에서 ‘농부가짠엉겅

퀴’, ‘농부가짠맑은배즙’ 등 40여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엄선한 재료만을 사용한다”며 “현대인에게 맞는 가공식품을 개발

하고 기술력 향상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장수식품은 지역민과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등 농촌 융복합산업을 실천하는 우

수 기업”이라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엉겅퀴.PNG (238 hit/ 620.7 KB)
미리보기

목록

귀농 성공사례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atec/returning
https://www.naju.go.kr/atec/returning/case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m3D49My9m&file_type=all&idx=75977&file=128317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5977/128317/%25EC%2597%2589%25EA%25B2%2585%25ED%2580%25B4.PNG?pkey=m3D49My9m
https://www.naju.go.kr/Viewer/128317
https://www.naju.go.kr/atec/returning/case


목록

이전글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남, 유튜브 채널로 ‘귀농…
다음글

"배 농사, 제 적성에 딱 맞어요"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atec/returning/case?mode=view&idx=75982
https://www.naju.go.kr/atec/returning/case?mode=view&idx=75786



	목차
	귀농 성공사례
	㈜장수식품 "배와 가시엉겅퀴"로 지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