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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참배

산림옥토의 기운을 머금은 시원하고 달콤한 영양배
왜 배를 먹으면서 이를 닦는다고 했을까?

영양에서 생산되는 배의 품종은?~
좋은 배 한눈에 알아보기
영양배 이렇게 보관하세요~
영양배 제품별 판매단위
구입문의



산림옥토의 기운을 머금은
시원하고 달콤한 영양배
과피가 얇고 수분이 풍부하고 주야간의 온도차가 많아 당도가
높고 특히 껍질이 매끈하고 육질이 아삭아삭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산간고랭지에서 친환경농법을 이용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정영양 일월산 자락의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물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산풀퇴비와 유기농법으로 재배
합니다.

왜 배를 먹으면서 이를 닦는다고 했을까?
배에는 석세포라 하는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0.64g/100g이 포함되어 있고 직경 0.5mm 이상 크기의 석세포과 과피와 과심부위 그리고 과육
에는 직경 01.~0.3mm 크기의 석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를 먹으면 석세포가 마치 양치질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반면,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함유된 전분이나 당분은 치아에 달라
붙는 성질이 있어 충치 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배와 같은 신선한 과일을 간식거리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세포는 입안에 낀 프라그를 제거해주는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양에서 생산되는 배의 품종은?~

신고 : 저장이 쉽고 육질이 연하며 과즙이 풍부합니다.
화산 : 아삭거림이 많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원황 : 추석 무렵에 나오는 품종으로 크기가 크고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추황 : 맛이 새콤달콤하면서 더욱 더 노란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좋은 배 한눈에 알아보기
입맛에 맞는 배 품종을 고르세요.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 좋아요.
과피의 색깔이 맑고 투명한 것이 좋아요.
푸른기가 없으면서 맑고 선명한 황갈색이 나는 것이 좋아요.
배의 배꼽부분은 넓고 깊을수록 씨방이 작아 과육이 많아요.
오래두고 먹을 경우에는 저장력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영양배 이렇게 보관하세요~
배는 신문지에 개별로 싼 다음 1~5℃의 냉장고에 냉장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양배 제품별 판매단위
예실찬배 : 7.5kg, 15kg
영양게르마늄배 : 7.5kg, 15kg

구입문의
영양과수영농조합법인 054-683-1753
청기배게르마늄작목반 010-5559-3477
영양군농특산물직판장 054-682-9793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 054-68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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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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
https://onsim.cy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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