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소용 버섯배지 특판 안내 】
▶ 발신 :

머쉬타운영농조합법인

▶ 수신 :

태양광발전소 대표님 및 담당자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 대표님 및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버섯종균 및 버섯배지를 생산하고 각종 버섯 신품종 육종과 신품목 버섯의 인공재배법 개발
및 기 재배품목의 재배법 개량 등의 연구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48년 전통의 버섯종균 및
버섯배지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간 전국의 개별 태양광 발전소별로 당사에 버섯재배 관련 문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당사에서
직접 관련 제품 및 사업연계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는 사업장은 언제든 당사(하단 문의처 참조)로 문의 바랍
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건축 준공 과정에 동식물재배시설로
등재된 발전시설의 경우 이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수단은 버섯재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버섯재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재배 기술을 요구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버섯재배 기술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태양광 업체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버섯 품목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의 경우 전문적 기술 없이 재배 가능한 품목의 버섯 배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표고와 같이 상당 수준의 재배기술을 요구하는 버섯의 경우 재배기술 지도를 통해 발전소
사업장의 합법적 운영 및 부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유통업체가 아닌 관계로 기 재배된 농산물의 수매를 약속할 수는 없으나, 발전소
에서 생산된 버섯류의 자체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 특정 품목(건조영지, 건조노루궁뎅이)에 한해
기존에 당사가 확보한 거래처를 통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주선하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사업 방법 :

◾ 계약체결 후 계약금 30% 납입, 제품 인도 전 잔금 납입
◾ 100% 계산서 발행 (당사는 부가세 면세사업장으로 부가세 면세계산서 발행)

▶ 재배 및 제품구매 문의 :

머쉬타운영농조합법인
전북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44
대표번호 : 063-542-9126
FAX : 063-543-2671
담당 : 010-3672-3025 (유철우 소장) / 010-3503-2671 (유호성 실장)

▶ 태양광발전소 관련 적용가능 품목

1. 영지버섯 톱밥배지 (3.5kg-봉형)

2. 표고버섯 톱밥배지 (4kg-사각/봉형 협의)

◾ 특판가 :

◾ 특판가 :

3,500원(5,000개 이상) 3,700원(5,000개 이하)

3,500원(5,000개 이상) 3,700원(5,000개 이하)

(운송비 별도)

(운송비 별도)

◾ 100kw 당 입식량 :

◾ 100kw 당 입식량 :

- 최소 400~500개 (형식적 입식)

- 최소 500~700개 (형식적 입식)

- 적정 1,000개 이상

- 적정 1,500개 이상

◾ 시세 : 18,000~20,000원 (건조1kg/가공용)

◾ 시세: 4,000~8,000원(변동심함/생1kg/도매가)

3. 노루궁뎅이버섯 병배지

4. 기타 버섯관련 제품

◾ 버섯종균 :
표고성형(원목용), 느타리 등 각종 버섯종균

◾ 버섯배지 :
백복령(원목), 노루궁뎅이(봉지/3.5kg) 등
◾ 특판가 :
1,000원(5,000개 이상) 1,200원(5,000개 이하)
(운송비 별도)
◾ 100kw 당 입식량 :
- 최소 800~1,000개 (형식적 입식)
- 적정 2,500개 이상
◾ 시세 : 20,000원(건조1kg)

◾ 기타 희망하는 버섯종균, 및 버섯배지 상담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