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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20일 여 남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찌

감치추석선물예약접수를시작하면서 한가위분위

기를 돋우고 있다 가장 큰 명절 감사의 마음을 전

할 선물고르기는적잖은고민거리다 이럴 때 시장

에서신뢰성을확보한우리지역제품을선물한다면

더욱뜻깊은추석이될것이다

광주일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

부광주시전남도와함께지역우수제품사주기캠

페인 바이(Buy) 광주전남운동을펼친다 지역중

소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전남지역 대표 중소기업 5개사의 우수 제품들

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받는 이에게 더욱뜻

깊도록선물용우수제품들을한자리에모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추석선물 우리 지역제품으로 전하세요

장흥표고버섯은 국내 최고의 품질

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제2호로등록된전국의대표적

명품브랜드다특히한반도정남쪽남

해안 청정해역의 맑고 깨끗한 해풍과

건강한숲이키워낸최고의장흥특산

품이다 정남진장흥 표고주식회사(대

표 김예식)는 장흥 지역 102명의 표고

재배 생산자(주주) 들이 뜻을 모아

2011년 9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

로 장흥표고만을 생산 가공 유통하

는전문기업이다

주요 상품은 백화고와 흑화고 동

고향신등벌크포장판매하는제품과

표고버섯선물세트및소포장상품등

이다

지난해 21억원을 들여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를건립한정남진장흥표

고 센터에 집하선별장 저온창고 예

냉및가공시설등을두루갖추고있어

더욱 신선하고 믿을만한 표고 제품을

선보이고있다

제품구매는홈페이지와장흥몰 남

도장터 전남오픈마켓 셀먼 새암푸

드 아림몰 남도미향 웰빙장독 산야

초마을 G마켓 11번가 옥션 홈플러

스우체국쇼핑등다양한온라인판매

처에서할수있다

김 대표는 철저한 품질관리 아래

가공부터 유통까지 전 시스템을 갖춰

식품의안전성및신뢰제고에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61

8637704) 홈페이지(wwwjjpyogo

com)

강진의 황금물산(대표 황현한)은 최

고의 원초로 건미역과 건다시마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판매중인 해조류 상

품은 각종 미역류와 다시마 김 간 다

시마 해초샐러드 다시마환 100% 등

이며최신기계설비된건조기및세척

기 탈수기 털이기 컷트기 분쇄기등

을이용해믿을수있는식품을생산하

는우수기업이다

대표상품인 다시마의 경우 완도 청

정바다의물살이세고수심이깊은곳

에서 고품질만을 선별 생산하며 일반

다시마보다 두께가 두껍고 단맛을 내

는맨니트(다시마표면에묻어있는흰

가루)가많은것이특징이다미역또한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청정해역에서

자란 초사리미역(미역 중에 최상품)을

원초로사용 잘풀어지지않고쫄깃한

맛이 일품이며 줄기가 적고 물에 담았

을때잎이조각조각풀리지않는다

전남도지사 인증과 수산물 품질인

증을 받았다 현재 농협과 우체국 택

배 백화점등에납품중이며미국수출

도하고있다

황 대표는 최상의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기간이

지난제품은상품으로쓰지않는등철

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자신있게 추천

한다고 말했다 문의(0614337992)

홈 페 이 지 (wwwgoldseaweedco

kr)

신안의 신안새우젓㈜(대표 박봉언)

은 전남도의 수산업 규모화기업화에

따라 주주 55명이 12억8500만원의 자

본금으로 2009년 11월설립한회사다

국내 최초로 젓새우 어민들이 모여

설립한 어업회사로 2011년 종합 저

온저장시설을완공한이업체는젓새

우의 전처리와 수세 물빼기 천일염

혼합 포장 등 생산제조는 물론 새우

젓의 저장숙성을 일괄적으로 진행해

믿고먹을수있는새우젓을생산한다

특히 안전한 수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새우젓의 원재료에서부터 가공

보존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시스템(HACCP)을갖췄다

100% 국내산신안천일염과신안젓

새우를 사용한 새우젓은 대표 생산품

으로 신안어담이라는브랜드를선보

여 지난해 수산물브랜드대전 금상을

수상했다 또 오징어젓과 꼴뚜기젓 등

양념젓갈과 황석어젓 밴댕이젓 멸치

젓같은일반젓갈도함께제조판매하

고있다

전남도지사인증과농수산물생산보

증인증을 받았으며 기존의 제품이 토

굴을이용해숙성시키는것에반해황

토옹기를이용 고유의맛과위생을한

번에잡았다

박 대표는 어민들이 모여 만든 회

사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새우젓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겠

다고 말했다 문의(0612628989)

홈페이지(wwwshinansujkr)

미가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문지은)은지난 2004년 1월설

립된 회사로 함초자염과 함초가공식품 천연조미료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갈대와 철새가 어우러진 청정해역인 순천

만에자리잡고있으며 33만규모의농장을직접운영하며

제품을생산중이다

장인정신을살려사라져가는우리의전통소금인자염(바

닷물을끓여만든소금)을복원발명특허를취득했으며유기

농인증과일본유기농JAS인증 유럽유기농EU인증 이슬람

HALAL인증 HACCP 기준시설 보유 등 다양한특허 취득

으로안심하고즐길수있는먹거리제공에힘을쓰고있다

대표 제품인 함초자염은 일반적으로 굽거나 구운 소금이

아닌청정해역인순천만갯벌에서얻은농축된바닷물(함수)

과 유기농으로 재배한 함초추출액을 혼합 전통방식 그대로

끓여서 만든 전통 알칼리소금이다 미가식품은 친환경에서

생산한 상품을 주력으로 친환경 유기농 매장과 대형 유통매

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농식품부 명품지정 친환경농

업대상 우수상 수상 2011년 전남유망중소기업지정 클린사

업장 지정 2012년 대한민국스타팜 지정 글로벌IP스타기업

으로도 선정된 우수 기업이다 문의(0617446484) 홈페이

지(wwwmigaf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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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청정해풍숲이키운건강식품 완도깊은바다서채취두껍고쫄깃

최고품질새우젓황토옹기에담아

㈜에스티(대표공현우)는담양의기

화식가습기제조업체다 사회에필요

한기술을선도한다는슬로건아래 숨

이트이다라는말에서착안한가습기

숨튼을 개발판매한다 숨튼은 건조

하고오염된실내공기를흡입한뒤 에

어 워터 클리닝 시스템( Air Water

Cleaning System)을 통해 맑고쾌적

한공기를실내로공급하는기화식가

습기다 수돗물을이용해오염된공기

를필터로걸러낸뒤오염원과물은바

로실외로배출하고 적정습도를유지

한깨끗한공기를배출한다

자동 물 공급시스템과 자동 청소시

스템으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

하며필터또한반영구적사용이가능

해유지비를줄일수있다

에스티의숨튼은조달우수제품과 k

마크 ISO9001 ISO14001 특허7건

실용실안 및 디자인 등록증 4건 특허

출원 중 4건 IP스타기업선정(전남지

식재산센터) 2013대한민국 유망중소

기업대상(중소기업중앙회)을 수상한

우수제품이다

공대표는 특허받은기술로전기료

를최대 50%까지줄이는제품이라며

교육및사무공간과 다중이용시설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0613834660) 홈페이지(www

aircar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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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공기質습도365일 쾌적

전통소금자염복원해 특허

함초추출액혼합 알칼리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