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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에서 재배하여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좋은 영양잡곡
소량으로 생산한 농작물로 순박한 농부의 정성스런 손길이 담
겨있어 안심하고 드실수 있는 무공해 우리 농산물
농약을 사용치 않고 생산하는 무공해 농산물로 친환경으로 재배되어 맛
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고랭지에서 생산되었
습니다.

영양잡곡 - 흰콩(노란콩)
1년생 콩과식물인 흰콩(노란콩)에는 단백질이 40%, 지방질 20%, 전분이 1%이하인 작물로서 곡식이라
기보다는 옛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 라고 말할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조와 기장은 피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식량작물이며 1년생 화 본과의 단일성 식물이며 오곡밥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잡곡이고 건강별미식으로 인기를 끌고 습니다. 잡곡류 중 두류작물은 혼반용, 장류,
두부류, 두유 및 요구르트, 콩나물 등에 주로 사용되고 콩깻묵은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영양잡곡 - 흑미
흑미, 밥에 넣어 먹으면 보랏빛으로 밥을 물들이는 곡식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하여 입맛을 돋웁니
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낟알이 부서지지 않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흑미의 검은색은 안토시
안 색소인데 이것은 항산화 기능을 도와주는데 작용합니다. 흑미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을 콩의 단백질
이 보완하여 주므로 밥을 지을 때 콩과 같이 지으면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영양잡곡 - 팥
소두(��)·적소두(���)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지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팥에는 곡류 중 비타민B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팥은 이뇨작용을 원활히 해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양잡곡 - 찰수수
어린아이의 생일이나 돌에 수수를 이용한 수수팥떡을 먹으면 나쁜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해서 이의 접근
을 막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가 붙여진 영양가득한 수수입니다.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어서 식
량으로 쓰이는 것 외에 엿, 과자, 떡, 술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잎과 줄기는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수는 낟알이 둥근 편이며 반투명 낟알이 거의 없고 낟알에 붉은 속껍질이 남아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영양잡곡 - 조(좁쌀)
섬유질이 풍부한 조는 하얀 쌀밥에 넣어 드시면 노란색이 식욕을 돋구워 줍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
하고 밥에 섞어 혼식하면 일반 쌀밥보다 식이섬유를 더 섭취할 수 있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변비를 예
방하여 배변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낟알이 작고 고르며 약간 납작한 것, 무게가 가벼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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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잡곡 - 깨(들깨)
고소한 향이 일품인 깨는 전통적인 향신료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는 물론 건강에 좋은 식
료입니다. 고열에 볶아내어 그대로 섭취하거나 식용기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깨에 포함된 불포화지
방산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며 토코페롤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노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알이 고르고, 고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며, 냄새를 맡아보아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해서 고
르시면 됩니다.

영양잡곡 - 기장
가장 작은 곡물 중 하나로 오곡밥에 빠지지 않는 곡식입니다. 노란 빛깔로 식욕을 돋구는 기장은 한방에
서는 기운이 찬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B가 풍부한 별미식으로 다이어트에 효과
적입니다. 팥, 수수, 보리, 벼 등의 곡식과 섞어 오곡밥을 지어 먹으면 탄수화물, 비타민, 각종 무기질의
영양 균형이 이루어져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습니다.
낟알이 둥글고 깨진 낟알이 없는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영양잡곡 이렇게 보관하세요
기본적으로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바로 쐬지 않는 그늘진곳이 적당합니다.
팥이나 검은콩 등 딱딱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잡곡은 김치냉장고 전용용기나 밀폐용기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아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없을 시 작은 옹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료수를 먹고 난 다음 빈 페트병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상품 라벨을 제거한 후 잡곡을 보관하면 내용물 확인도 쉬울뿐더러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구입문의
영양군청 농정과 : 054)680-6277
영양군 농특산물 직판장 : 054)682-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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