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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왕! 숲속의 보물!
한방적 효능이 뛰어난 영양송이
독특한 맛과 향기
일월산 자락 춘향목(금강송)군락 아래에서 청정자연을 영양삼아 자라 육
질이 단단하고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송이버섯이란? 송이는 소나무뿌리와 공생하면서 발생시키는 특이한 버
섯으로 천연의 맛과 향기가 뛰어나 동의보감에서도 우리나라의 버섯 중
으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송이균은 소나무 뿌리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인 세근에 붙어 사는 외생균근이라 불리우는 곰팡이류의 하나입니다.

송이는 소나무뿌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소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으며 땅속으로 뻗어서 무기양분을 흡수하여 일부를 소나무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송
이는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버섯으로서 독특한 향기로 인하여 버섯의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숲속의 보물입니다.
송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인 소나무림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 수요가 매우 높아졌지만 주로 일본인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자연식품
이기도 합니다.

송이는 여러가지 한방적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송이는 살아 있는 소나무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실체(버섯)를 만드는 활물공생균으로서 균근이라
불리웁니다.
특히 송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재배의 가능성은 희박해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영양송이가 좋을까?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경북 영양의 산골에서 채취한 영양송이입니다.일월산 자락에서 자라는 소나무의
일등 춘향목(금강송) 주변에서 자라 그 향과 맛이 뛰어납니다.
나무에서 자란 버섯 중에 제일이라는 동의보감에서와 같이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입
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경계를 이루는 일월산은 영양송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
다.
일월산은 20~80년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양질의
산성토양(마사토)에서 자랍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적당한 강수량이 유지됩니다. 일교차가
10℃정도로 커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성이 우수한 영양송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양송이의 등급별 분류
1등급 : 갓이 퍼지지 않고 몸통이 곧고 바르며 길이가 8cm 이상
2등급 : 갓이 1/3 정도 퍼진 상태이며 몸통이 곧고 길이가 6~8cm 이상
3등급 : 갓이 1/3 정도 퍼지고 몸통의 길이가 6cm 이상
등외품 : 1, 2, 3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기형, 파손 등

영양송이보관법
영양송이는 상온에 그대로 둘 경우 수분증발이 되어 향과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매하신 후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시간 보관해야 할 경우 씻지 말고 흙만 살짝 털어낸 다음 송이마다 신문지나 한지로 감싼 후 랩으로 포
장하여 냉동보관 하시면 됩니다. 냉동보관 중인 송이버섯은 드실 때 찬물이나 소금물에 5분정도 담근 후
드시면 됩니다.

영양송이 판매단위

영양소개 > 영양특산물 > 임산물 > 영양송이영양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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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_mushroom


일년에 한번 먹을 수 있는 귀한 영양송이는 등급별, 1kg단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영양군산림조합 054-682-8476 바로가기

일월산산약초 054-682-6066 -

영양온심마켓 바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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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eongyang.nfcf.or.kr/
http://www.yyg.go.kr/onsim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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