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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무농약인증] 장흥 꿀 무화과 (클레오파트라가 인정한 무화과)

업소명 연화농장

상품설명 ++ 무화과체험교육 전문농장 입니다 ++ = 주말체험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장흥 물축제에 놀러왔다가~
물좋고, 공기좋고, 인심좋아 무작정 장흥으로 내려온 귀농5년차 여성농부ceo 임미선입니다.

무화과 자체가 워낙 과피가 얇고 과육이 물러서 무농약으로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지만,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생각하고 여러효소와 친환경 재배법으로 열심히 건강한 무화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풍과 편백숲이 어울어진 최고의 농장에서 키우는 무화과는.. 얼마나 맛.있게요~^^

제일 맛있는 과일은. 무슨과일 일까요??
정답!! 뭐니뭐니해도, 제.철. 과. 일. 이겠지요? ^0^

맛자랑맛자랑 멋자랑멋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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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뭐니뭐니해도, 제.철. 과. 일. 이겠지요? ^0^

요즘 무화과 나무에 빨간 사파이어 보석처럼. 주렁주렁 열리고 있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활동과 피부미용에 좋고
칼슘,칼륨 함유량이 놓아 자라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무척좋습니다^^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분은 한자리에서 한박스를 다 드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 과육이 워낙 몰랑몰랑해서 오랜보관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구입하실 때 보관방법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께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답니다.

무화과를 오래오래 먹는 방법!!

1. 얼린다.
2. 말린다.
3. 요리한다. 입니다.

1.얼리시면, 얼린홍시처럼. 드실수 있고, ( 얼렸다 꺼내놓으시면 급방 사르르 아이스크림처럼 변해용~)

2.말리면, 쫄깃쫄깃 반건조로 와인안주로,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아이들이과자 좋아하고, 합성착향료 젤리,껌 좋아해서 고민이시면, 이런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간식대체용으로도 드실 수 있답니
다.

3.요리를 한다면, 무화과를 넣고 빵을 만들기도 하고 (무화과스콘,머핀,샐러드등)
쨈으로 만들어 아침간단식으로도 드시고, 샐러드에 얹어 드시고, 고기 재울때(연육)도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제품은 장흥읍내에 (동부지구대 옆) 있는 
프리미엄 우유크리머리 밀크카페 ((길목장)) 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택배가능. 홈페이지 www.addifarm.net

** 판매제품 **

1. 생무화과 500g/ 1/2/3 kg 
2. 반건조무화과 200g
3. 무화과쨈 350g
4. 무화과농장 체험신청

* 건강한 무농약 무화과 판매.배송.체험 문의 : 010－3911－9972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3좋아요 공유하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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