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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맛, 남도장터에서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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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기간 : 2022. 08.08 ~ 09.16
남도장터
검색창에 남도장터를 검색하세요.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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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

남도장터 특가 추가 20% 할인:1인 5매 (최대 20,000원)
농축산물 소비 더블 20% 쿠폰:1인 1매

최대 10,000원 (8.8~8.14 / 9.13~9.16)
최대 20,000원 (8.15~9.12)

자체 할인이 선적용된 상품으로 추가할인의 경우
결제 시 쿠폰적용 필수입니다.

전남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

지난 7월에는 남도장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

폼 ‘남도장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비대면화 되면서 이에 발맞춰

편 주문과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 결제 시스템을 다양화했다.

온라인 판매와 쇼핑몰 인지도 및 소비자 만족도 강화에 주력했던 남

남도장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솔찬한 상상추(秋)월’ 기획전을 열고 9

도장터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월 16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약 37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남도장터는 다양한 농축수산물과 가정

기획전에는 과일·채소·육류·가공식품·건강식품·전통주 등 약 370여 개

간편식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광상품까지 확대해 온라인

의 다양한 지역 농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20% 할인에 추가 할인쿠폰 20%, 업체당 판매가격 대비 10% 할

G마켓, 쿠팡 등 33개 사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해 판매채널을 확보함

인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50% 할인(1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4만 원)

과 동시에 쿠팡 새벽 배송, 11번가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

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을 추진하고 있다.

남도장터 관계자는 “다양한 품목 입점과 함께 판매 상품에 대한 철저

최근 4년간 입점 업체 및 제품 수가 각각 384%, 691% 상승하고, 지난

한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생산자의

해 552억 원이라는 최고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소득증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가장 깨끗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1번지’ 명성에 맞게 도내 농
어민들이 정성스레 키워낸 농·축·수산물로 온라인 소비 패러다임 변화
에 주력했던 남도장터는 현재 1천777개 업체가 입점해 나주 배, 완도
전복, 영광 굴비 등 2만9천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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