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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아래 암·수탉이 함께 뛰어놀며 낳은
방사유정란
한알 한알 특별한 관리가 녹아있는 방사유정란은 좋은것만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양군의 물 맑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에서 안전한 사료를 먹고 자
란 건강한 암,수탉이 어울려 낳은 방사유정란입니다.
방사유정란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암,수탉을 합사하여 건강하게 키우
고 있으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방사유정란은 �항생제, �산란촉진제, �착색제 계란입니다. 방사유정란은 1억원 생산물배상처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방사유
정란은 날 것으로 먹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맛이 고소한 자연 그대로의 계란입니다.

방사유정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유통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후에는 신선도를 위해 냉장보관하세요. 방사유정란은 서울,경기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양재, 창동, 성남, 고양, 목동)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정란 vs 무정란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계란을 낳는 암탉의 생육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유정란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풀어놓고 암,수
탉이 자연의 섭리대로 키워 생산된 계란입니다.
자연히 닭들의 상태는 매우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각종 항생물질의 투여 없이도 강한 면역력을 지닌 매우 건강한 닭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가 건강해
야 아이가 건강하듯 계란도 그 어미가 건강해야 알도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방사유정란의 생산과정
1. 한방사유정란 수거

자연스레 암,수탉의 자연교미를 통해 얻어진 방사유정란은 오전 중에 직접 하나하나 수거를 해 옵니다.
2. 수거한 방사유정란 세척 및 검사

수거해 온 방사유정란 표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 자동세척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깨끗한 물로 순간 세척을 한 다음 터널을 통과하면서
바람을 통해 표면이 건조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껍질 표면에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밝은 빛을 통해 일일이 선별하게 됩니다.

3. 자동무게측정으로 크기별 포장
세척과 검사를 통과한 방사유정란의 무게별로 자동으로 선별되어 포장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 냉장유통시스템 가동
고객여러분들이 방사유정란을 구매하기 전까지 방금 낳은 그대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보관은 필수입니다. 운송 중에도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방사유정란은?

방사유정란을 깨트렸을 때 3개의 층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위는 노란자, 그리고 중간과 아래는 흰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운데 층이 없다면 신선한 방사유정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른자가 봉긋 올라와 있어야 신선한 방사유정란입니다.
또한 껍질에서 잘 분리되는 것이 신선합니다.

방사유정란은 이렇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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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은 일종의 생체식품으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관 중에 온도의 변화를 크게
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방사유정란은 구입 후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포장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에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방사유정란은 포장되기 전 깨끗하게 세척이 된 상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구입 후 따로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유정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한 다음 보관하면 좀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영양군청 농업축산과 : 054)680-6661
산야초 방사 유정란 : 054)683-0145

영양온심마켓 바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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