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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신비의 물
고로쇠수액
물로는 2% 부족할때!
100%무공해 천연음료로 매년 경칩을 전후하여 1개월간 수액을 채취하
며, 포도당과 칼슘,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로쇠수액이란? 우리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하늘과 산에 주민의 안녕
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 물 대신 거제수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올렸
다고 하며 이 수액은 건강을 위하여 지금까지 약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칩을 전후하여 1개월 가량이나 예년보다 날씨가 춥거나 폭설이 자주 내릴 때는 다소 늦은 2월 20일경부터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로쇠수액 성분
중에 포도당과 칼슘,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영양에서 생산된 고로쇠수액의 특징
뼈에 이로운 작용은 한다고 하여 골리수(���)라 불리우는 신비의 약수입니다. 영양군 수비면과 석보면 일대에서 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해발
600~900m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의 일종인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수액의 맛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경북 영양의 지역적인 조건은 전국적으로 수액 생산지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진하지 않고
신선한 향과 당도가 있어 먹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로쇠수액입니다.

매년 2월이면 수령이 50년 이상 된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교차가 평균 15℃ 이상으로 품질좋은 고로쇠수액이 생산됩니다. 공
기가 말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란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액이 생산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수액의 맛이 더 달콤하고 더 신선하여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로쇠수액의 채취는 산림청의 허가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로쇠수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른 봄(2~3월) 밤의 기온이 영하 3~4℃ 이하이고, 낮의 기온이 영상 10~15℃이상으로 기온차가 15℃이상일 때 줄기와 가지의 도관부 세포의 수축과 팽창
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수간압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고로쇠수액 드시는 방법
고로쇠수액을 냉장보관 하면서 식수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드시는 것 보다 신선할 때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
니다.
짭짤한 음식인 북어포, 오징어, 땅콩과 함께 드시면 물리지 않고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땀을 흘리거나 사우나, 따뜻한 온돌방이나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액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삼계탕이나 찌개 등 조리에 필요한 물러 고로쇠 수액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셔야 고로쇠수액의 영양분이 체내에 골고루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고로쇠수액 보관법
차갑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1~1℃정도의 냉장실에 보관할 경우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며 30일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9~18리터의 고로쇠수액은 생수
병이나 유리병에 나누어서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약간 뿌옇게 뜨는 부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성 섬유와 당분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아
무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고로쇠수액 판매단위

영양소개 > 영양특산물 > 임산물 > 고로쇠수액고로쇠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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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goroshoe_sap


고로쇠수액 1.5ℓ * 4병 / 1.5ℓ * 6병 / 1.5ℓ * 12병 / 9ℓ/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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