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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생산자의 조화로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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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주변과 이웃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의 알(계란)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마트 등에서 30개들이 판으로 사시는 것이
거의 무정란으로 보면 됩니다.
대량으로 사육되어야 하는 무정란은
날개짓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30cm 정도의 철망 안에서 2~3마리씩 지내며 알을 낳습니다.
창고에서 햇빛도 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온도와 습도, 조명 등을 기계적으로 맞추어주는 공간 안에서 공장
식 사육으로 삽니다. 수탉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고도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독특하게도 암닭들은 교미
없이도 씨앗을 보유하고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놀지 못하고 가두어져서 일생을 보내다보니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의 약물처방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조류독감(AI)도 대형(몇 만마리 이상) 농장에서의 일입니다. 꼼짝못하게 가
둬놓으니 당연히 면역력이 없고 감기 바이러스에 전체가 죽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충제 파동도 흙
목욕 등을 통해서 제 스스로 해결 못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근원적으로 키우는 환경의 변화 없이는 언제
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닭들은 아무 걱정없습니다. 제 스스로의 건강함으로 충분히 잘 놀고
예쁜 알을 저희에게 선물로 줍니다.
또한 유정란 중에서도 강제수정을 통해서 얻어진 ‘수정란’이 있습니다. 수탉의 정액을 뽑아서 암탉에게 주
입하여 얻어진 알입니다. 마트 등에서 유정란으로 판매되어집니다. 무정란과 같은 똑같은 방식과 환경에서
사업적 이익을 위하여 유정란을 대량생산 해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감히 얘기합니다. 닭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닭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똑같을 지 모르지만 생명의 신비란 것은 우리도 다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꿈꾸는닭알’은 땅바닥 위에서 수탉과 뛰어놀며 자란 암닭들이 낳은 유정란입니다.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공간속에서 충분히 뛰어놀며 싸우거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강제 수정은 당연히
필요없습니다. 항생제나 일체의 약물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병들지 않냐고요? 간혹 약한 닭들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병들면 항생제 대신 매실엑기스, 한방엑기스, 김치국물, 마늘액 등의 천연자재로 보살핍니
다.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됩니다.
닭들의 건강함을 위해 각종 풀을 먹습니다. 숯가루도 먹습니다. 조개가루도 먹습니다.
황토도 먹습니다. 지렁이도 먹고요. 자연 속에서 또 무엇들을 먹는지, 제가 주는 사료 등 외에는 솔직히
다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닭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닭알(달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꿈꾸는 닭알(달걀)’은 무항생제방사유정란이 되는 것입니다. 닭들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꿈꾸는닭알’은 전화나 홈페이지(annane.com, ggumsa.com)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체 개발한 안전한 박스에 40알이 담겨져 택배로 전국 어디에서나 집에서 편안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
다. 알이 세상에 나온 지 1~2일 밖에 안된 신선함을 전해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닭알 외에도 좋은 먹
거리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함께 구입하시면 소량주문에 택배비도 절약됩니다. 고맙습니다.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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