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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맑은 물과 첨단시설에서 재배되어
깨끗하고 맛이 좋은 영양버섯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추천하는 경상북도지정우수농산물에
선정(지정번호 01-14-4)
지구촌의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21세기 대체식량으로 발전가능 성이 높
은 영양버섯은 깊은 산속 맑은 물과 첨단시설에서 재배 되어 깨끗하며 맛
이 뛰어납니다.

영양버섯 - 느타리
지하 암반수의 깨끗한 물과 첨단재배시설에서 재배되는 영양 느타리버섯은 일교차가 심한 기후조건으로
담백하고 쫄깃하며 육질이 단단하여 보관이 오래됩니다. 평면상자 재배방식으로 연중 4~5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압살균으로 재배과정 중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저온보관(냉장) 및 냉장
수송으로 신선한 상태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고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갓의 표면이 약간 회색이 도는 것을 선택하고 갓 뒷면의 빗살무늬가 뭉
그러지지 않고 선명하며 흰빛을 띄는 것이 좋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영양버섯 - 표고버섯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인 참나무를 이용하여 임간에서 배양되는 영양표고버섯은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인기가 높습니다. 무농약, 무비료로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
다. 생(�)으로 드실 경우, 살짝 데쳐서 초장을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지방함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
하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갓이 너무 피지 않고 색이 선명하며 주름지지 않은 것이 좋은 표고버섯입
니다.

영양버섯 - 상황버섯
자생하기 좋은 일월산 깊은 산골에서 자식보다 더 많은 애정을 쏟아 정성껏 키우기에 그 품질은 최상을
자랑합니다. 온도, 습도에 민감한 상황버섯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 재배자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
다. 우리나라의 고서에서 언급되어 오던 상황버섯의 효용가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항암효
과와 기타 질병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발표와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빛이 강하며 갓의 두께가
두꺼운 것일수록 좋은 상황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은 복용하기가 편하고 버섯을 직접 조리하여 복용하므
로 믿을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영양군특산물직판장 : 054)682-9793 청림버섯작목반 : 054)683-4610
청림상황버섯농장 : 054)683-5753 영양표고작목반 : 054)683-0487
청림상황버섯농장 : 054)68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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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agricultural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agricultural/mushroom
https://onsim.cyso.co.kr
http://www.esan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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