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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농심과 청정자연이 어우러져 만든
영양만점 영양사과
2006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 대상을 수상할 만큼
당도·맛·향이 타지역보다 뛰어납니다.
영양사과는 과피가 얇고 조직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아 아삭아삭 씹는 맛
이 뛰어납니다.
또한 과고(꼭지와 배꼽 사이의 길이)가 높아 모양이 수려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산간고랭지(해발 200m 이상)에서 친환경농법으로 토양에 부직포 피복 및 초생재배를 실시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정
영양 일월산 자락의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물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산풀퇴비와 유기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사과는 전 세계에서 매년 4천만톤 가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6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1.5퍼센트에 불과한 양이지만,
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그 중에서도 경북 영양의 사과는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 사과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품질이
인정되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은 물론 영양참사과, 예실찬 등의 브랜드를 달고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영양고추와 더불어 영양사과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해 오늘도 영양군의 농민들은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연신 훔쳐내고 있습니다.

영양사과의 재배현황
년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농가

2012년 470 9,476 495

2013년 528 10,273 514

2014년 541 10,353 546

2015년 583 10,490 588

2016년 556 10,853 562

2017년 580 10,102 565

2018년 575 10,708 643

2019년 580 10,690 696

2020년 586 9,083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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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과 많이 드시면 건강해진데요~
사과에 함유된 영양성분 중 먹을 수 있는 가식율이 82퍼센트, 수분함량은
82~88퍼센트, 열량은 45~68Kcal 내외입니다.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당분은
13~16퍼센트로 다른 과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단백질은 0.2~0.6퍼센트, 지방질은 0.2~0.5퍼센트로서 다른 과실에 비하여 다
소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과가 갖고 있는 특수성분은 수치의 많고 적음보다
는 인체에 효능을 주는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리, 사과산, 식물섬유질인 펙틴,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등은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가져 다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나트륨, 칼리, 칼슘 등의 함량이 높아 몸속에서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맛이 나지만 몸속에서는 이 산을 분해하여
알칼리성을 띄게 됩니다.

영양사과 이렇게 보관하세요~
부사의 경우 상온에서 2개월 가량 보관이 가능하나, 냉장보관 하시면 더
욱 맛있습니다. 깍은 사과는 연한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드시고, 샐러
드용은 잘게 자른 사과를 레몬즙을 조금 탄 레몬수를 뿌려주면 사과의 색
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양사과는 365일, 농부의 쉼 없는 손길을 거쳐 생산됩니다. 일년 내내
사과 한알 한알에 농부의 바른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사과나무는 한 알의
새콤달콤한 영양사과로 보답합니다.

영양사과의 1년

1. 한해 사과 농사의 시작은 잔가지 정리부터
영양사과가 생산되기 위해 한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사과나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없는 잔가지들을 정리해 줍니다.

2. 사과의 사랑이 싹트는 순간
아침 저녁으로 찬기운이 서서히 물러갈 때즘 앙상한 사과나무 가지에도 하나 둘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냐는둥 사과 꽃도
만발을 하지요. 사과꽃은 사과의 엄마로 건강한 사과를 맺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손길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자그마한 아기사과들이 열리지요. 아기사과들 중에는 건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 농부의 맘은 아프지만 다
른 아기사과들을 위해 건강하지 못한 아기사과는 사과나무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사과들은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랍니다.

3. 사과가 크기 까지
아기사과들이 건강한 사과로 자랄 수 있도록 사과농부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시기에 맞는 병충해 방제는 물론 제초제 대신 수시로
풀베기를 해줍니다. 햇볕이 사과에게 골고루 들 수 있도록 사과 고개를 살짝 돌려주기도 합니다. 무성한 잎은 때론 사과의 생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 남기고 잘라 주기도 합니다. 좀더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사과봉지도 한알한알 정성들여 감싸줍니다.

4. 사과농부의 결실 "영양사과"
일년이라는 긴 시간을 갖은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 영양사과라는 결실로 다가옵니다. 하나하나 사과나무에서 따서 행여나 상처 생길까봐 고이고이 사과박스
에 담아 저온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어 사과박스에 정성들여 포장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사과하나 드실 때 사과
농부의 일년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건 어떨까요?

구입문의
영양군사과연합사업단 054-683-4610
영양과수영농조합법인 054-683-1753
영양군농특산물직판장 054-682-9793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 054-683-2003

잔가지 정리 싹트는 순간 사과가 크기까지 사과 결실

영양온심마켓 바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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