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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청정 영양 산나물
산나물은 우리나라 자생 식용식물로, 봄이 되면 영양군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 수질, 공기 속에서 자라나는 영양군 대표 먹거리다. 일월산
(1,219m)과 맹동산(800m) 기슭에서 재배되는 어수리, 곰취, 산마늘,
참나물 등은 영양군의 깨끗한 봄의 향기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의 입맛을
돋우어 주며 특히 일월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맛과 향기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청정한 재배환경으로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수리
일월산 어수리는 독특한 향과 함께 각종 무기질,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약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봄철 입맛 돋우는데 최고입니다.
어수리는 봄에 어린순을 식용하고, 한방에서는 어수리 뿌리를 만주독활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어수리는 매년 3월 초에서 5월말 사이에만 생산되는 영양군의 대표 산나물입니다.

곰취
영양 맹동산 자락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키운 곰취는 육류의 보쌈이나 김치로 만들어 드실 경우 특유의 향
과 맛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해발 8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곰취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영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향미가 특히 좋은 곰취는 어린
잎을 그대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해도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비타
민A, C가 풍부하여 건강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산마늘
영양군 임가 대표 효자 산채로 특유의 향과 부드러움으로 인기가 많으며 산나물 중 유일하게 마늘 향이
난다고 하여 ‘산마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B1 활성화 및 항균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감기에 대한 저항
력과 호흡기 질환에 탁월합니다.
육류(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산마늘 향을 더욱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참나물
영양 어디든 잘 자라는 참나물은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산나물로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잎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고, 열량이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비타민 A
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높아 안구건조증 예방에 효과적인 나물입니다.

두릅

영양소개 > 영양특산물 > 임산물 > 산나물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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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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wild_greens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으며 단백질이 많고 지방·당질·섬유질·인
·칼슘·철분·비타민(B1·B2·C)과 사포닌 등이 들어 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주므로 당
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습니다.

더덕
영양 산 속 깊이 자라는 더덕은 다른 지역 보다 쌉쌀한 맛이 특징입니다. 흰색 속살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
질이 풍부하고 다량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침, 가래, 천식, 염증
등 기관지질환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산나물의 재배특성
영양산나물의 재배특성, 일월산(1,219m)과 맹동산(800m) 기슭에서 재배되는 어수리, 곰취, 참나물, 나
물취 등은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봄철 소비자의 입맛을 돋구어 주며 특히 일월산에서 채취한 참나
물, 금죽, 고깔나물, 다래순, 고사리, 두릅 등은 그 맛과 향기가 뛰어나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
다.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 농약검사를 통하여 무농약 농산물임을 인증받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를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년생식물로서 국화과에 속하는 취나물은 우리나라에 약 6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
으나 산채로 주로 이용이 되는 것은 곰취, 참취, 개미취, 가얌취, 수리취, 각시취 등 10여종이 있습니다.
취나물은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나물을 이용한 요리
에는 생채쌈, 생채무침, 건엽튀김, 생채 마요네즈무침, 묵나물 양념무침, 부침, 소금절임, 산채볶음 등이
있습니다.

영양산나물 이렇게 드세요
어수리

어수리는 삶아서 참기름, 깨소금, 다진마늘, 맛소금 등을 첨가해 골고루 섞은 다음 드시면 됩니다.
생채는 된장찌개, 생선찌개, 육류요리, 나물전 등에 넣어 드시면 독특한 나물향을 맛 볼 수 있습니다.

곰취
곰취는 어린 잎으로 쌈을 싸서 먹으면 곰취의 진한 향을 제대로 맛 볼 수 있습니다.
곰취 장아찌는 육류와 잘 어울리며, 곰취 나물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산마늘
산마늘은 명이나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나물로 주로 장아찌로 많이 먹습니다.
생 산마늘의 마늘 향은 돼지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참나물
참나물은 삶아서 참기름, 깨소금, 다진마늘, 맛소금 등을 첨가해 골고루 섞어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생 참나물은 고춧가루 양념장을 만들어 도토리묵과 함께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두릅
두릅은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먹으면 두릅의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해 튀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 먹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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