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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

나주배는 연하고 과즙이 많으며 토양의 특성과 기후로 인하여 다른 지역산보다 당도가 뛰어납니다. 배의 종류는 금촌추, 만삼길, 장십랑

등 여러종류가 있으나 지금은 신고를 비롯한 신수, 행수, 풍수, 황금, 추황등 신품종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세지 생산량은 나주배 생산

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 160ha

재배농가수 : 157호

생산량 : 1,562톤

※ (2021. 12. 31. 기준)

구입처 전화번호 판매단위 비고

세지농협 061)331-5080,5081 7.5kg,15kg

세지멜론

멜론은 과즙이 풍부하고, 향과 풍미가 뛰어나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과일입니다. 특히 세지멜론은 농산물 수입개

방으로 어려운 농가에 고소득을 보장하는 대체 작물로서, 전국 멜론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 56ha

재배농가수 : 72호

생산량 : 2,814톤

※ (2021. 12. 31. 기준)

구입처 전화번호 판매단위 비고

세지농협 061)331-5080,5081 5kg 연중판매

화탑한우

화탑마을은 태매산을 등지고, 사계절생태 관찰장과 오리보트 체험시설을 갖춘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전라남도지정 유형문화재 5층

석탑이 있으며, 동네전체가 꽃과 나무를 잘 가꾸어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마을 입니다. 이러한 마을에서 자란 한우는 화탑마을내 농

특산물전시장 및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배두수 : 600두

주��소 : 세지면 화탑길 61(송제리 772-20)

홈페이지 : 화탑마을홈페이지 (http://www.hwatop.co.kr/) 바로가기

구입처 전화번호 판매단위 비고

화탑마을 농특산물전시판매장 061)337-2800 kg 연중판매

토하젓

토하란 산골이나 계곡, 연못등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1급수에만 서식하는 민물새우중 가장 좋은 새뱅이를 말함.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맛이 담백해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젓갈로 담가 먹으면 소화력이 뛰어남.

토하젓은 3개월 숙성했을 때 제암성이 있는 키틴 올리고당과 키노산을 함유하여 일반식품 및 소화기관에 오염된 유해 중금속 이온을 흡

인사말 일반현황 청사안내 행정조직 안내지도

마을소개 공지사항 주요기관/단체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산물(선택됨)

 >  >  > 나주소개 읍면동소개 세지면 지역특산물지역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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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배출하고 토하젓 추출물은 동맥 경화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큼.

구입처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주토하 나복균 나주시 세지면 신지로 903-13 061)331-5288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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