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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에서 재배해 굵은 알과 높은 당도
품질이 우수한 영양포도
간이 비가림 재배로 포도의 당도가 우수하고 친환경 농법(저
농약인증)을 이용한 건강한 포도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하여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영양포도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영양에서 생산되며 포도 생육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이 좋아 포도 알이 굵으며 주야간의 온도차이가 많아 당도가 매우 높
은 것이 특징입니다.
포도 한 송이 송이마다 봉지를 씌워 친환경농업(저농약인증)으로 재배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양포도는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여서 재배하며 특히 간이비가림 시설과 그물망을 설치하여 각종 병해충과 열과를 방지하여 품질이 우수한 포도
를 생산하며 전국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영양포도의 병충해 예방은 물론 수분의 흡수를 줄여 영양포도의 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란? 친환경
농업 최대의 적은 비입니다. 병충해 전파에도 비가 한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비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게 나무 위를 비닐로 씌우는 시설을 말합니
다. 숯을 넣은 자연퇴비 및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영양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제조한 영양제를 살포하여 우수한 영양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가지치기를 해 줍니다. 겨우내 자란 어린가지들을 솎아내거나 잘라주게 되면 포도가 더 충실하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한 후 숯을
넣은 자연퇴비를 포도나무마다 듬뿍 주어 영양분s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쇄토(로타리작업)작업과 배수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4월이면 포도 싹이
트기 시작하고 꽃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햇빛을 최대한 고르게 받게 하기 위해 포도나무의 형태를 잡아주게 됩니다. 새순 하나를 남겨두고 다 따게 됩니다.

5월이면 병충해 예방을 위해 영양제를 살포합니다. 6월이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 약 100일후에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됩
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일일이 포도송이마다 봉지를 씌워주게 됩니다. 7, 8월동안 포도는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포도알 속에 수분과 당분이 증가를 합니
다. 8월 말경에 다 자란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수확이 완료되면 내년을 위해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듬뿍 주어 땅에 힘을 북돋아 주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포도의 생장은 정지되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포도의 영양덩어리는 씨와 껍질?
일반적으로 포도를 드실 경우 포도씨와 껍질은 버리고 과육부분만을 드시게 됩
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도씨와 껍질에 아주 좋
은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과육에서는 소량
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포도를 드실때는 포도알 통째로 드시는게 여러분
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영양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품종은?
캠벨(또는 캠벨얼리 [campbell early])

1982년 미국에서 개발된 포도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
종입니다. 신맛과 향기가 강해 미각을 자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으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껍질은 질긴 편이지만 잘 벗겨지고 과즙도
많이 나오는 품종입니다.

좋은 포도 한눈에 알아보기
1. 알이 꽉 차고 당분이 새어나와 포도알에 하얀 것이 많을수록 맛이 달아요.
2. 포도송이의 위쪽은 달고, 아래로 갈수록 신맛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먹어보고 고르세요.
3. 포도알이 퍼져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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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입 후 보관요령, 실온 또는 냉장보관하며 포도 봉지가 쌓인 상태로 보관하거나 신문지에 송이별로 싸서 보관하세요.

포도는 이렇게 씻어 드세요!
큰 그릇에 물을 넣고 약간의 소금과 식초를 넣은 후 포도 꼭지를 잡고 흔들어 주면 포도알이 다 떨어지면서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다음
포도알을 채에 걸러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어주면 깨끗한 영양포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양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품종은?
샤인 머스캣(Shine muscat)
샤인머스캣은 청포도의 한 종류로 1988년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원산지는 일본이라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입니다.
떫은 맛과 신맛이 거의 없으며 당도가 높고, 씨가 거의 없고 껍질째로 먹
을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단 및 암예방에
도 효과적이며, 칼륨과 철분 또한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구입문의
영양군농특산물직판장 054-682-9793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 054-683-2003
영양해돋이포도작목반 010-8595-6769

영양온심마켓 바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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