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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연구회명 회원수 활동내용

청태전연구회 57 장흥 청태전 명품화 홍보 활동 지원

명품한우연구회 46
명품한우 사육기술 및 정보교환
명품한우 기술공유

느타리버섯연구회 25
버섯 배지 공동구매 및 재배기술 연구
출하박스 공동구매 및 출하처 다양화

양봉연구회 84

미쉘위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화분떡 공동 조제 경영비 절감
양봉 정보 기술 교육

체리연구회 16 체리 재배기술 연구

e-농업인연구회 25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업정보 활용 능력배양

우리음식연구회 41 정남진 장흥, 관내 향토음식 발굴, 계승

생활원예연구회 33
웰빙과 관련된 원예활동
회원 과제교육 실시

유기우·마연구회 28

친환경유기축산 연구기술지원
말산업육성과 마육 생산, 가공, 부산물이용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발효가공식품연구회 42
회원능력 전문화를 위한 농식품 가공기술 교육
장흥 발효 식품 발굴 및 계승을 위한 연구 및 실용화

정남진 블루베리연구회 30
블루베리 재배기술 연구
블루베리 자생지 조사 등

한돈연구회 30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양돈 사양관리 및 컨설팅

자연농자재연구회 20
자연농자재 제조실습
자연농자재 자가제조 능력배양

흑염소연구회 22 흑염소사양 기술연구

청태전연구회

장흥 전통 차의 명성을 되찾고 유구한 차 문화 계승 발전
차산업 저변 확대와 차의 고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인원 :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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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57명
운영내용

녹차재배기술 및 차 문화예절 교육 실시
대회적 활동 적극 지원 : 차 관련 행사, 시음회 등 지원, 홍보

양봉연구회

새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연구모임과 전문지도연구회, 소비자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인원 : 84명
운영내용

화분떡 공동조제 시설 설치 : 화분반죽 성형기 및 작업장 신축
화분떡 공동작업 : 총 11톤 조제 농가 활용

유기우·마연구회

장흥군 유기우.마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의 한우사육 새기술교육
말산업 발전을 위한 사전 심화교육 실시 새로운 소득 창출
인원 : 28명
운영내용

친환경유기축산 연구기술지원 교육
말산업육성과 마육생산, 가공, 부산물 이용 심화교육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생활원예연구회

인원 : 33명
운영내용

생활꽃꽂이 : 꽃바구니, 꽃다발, 수반 꽃꽂이
건강을 생각하는 원예치료 : 아로마테라피
실내원예 가꾸기 경진대회 참가 등

자연농자재 연구회

장흥군 유기농실천 모델 농가
인원 : 20명
운영내용

자연농자재 자가 제조 교육 및 연구
생산비 절감형 자연농자재 자가 제조 교육
토착 미생물 활용법, 친환경 농업 등 교육
우수지역 현장견학 및 농자재 채종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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