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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향이 진하게 느껴지고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복숭아
진정한 피부미인이 되고 싶다면 영양복숭아를 잊지마세요!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직접 키운 축사에서 나온 자연퇴비를 사용하여 저
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있습니다.
복숭아의 껍질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일일이 복숭아마다 봉지를 씌워 유
해요소 동물, 곤충, 병충해 등로부터 안전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강한 영양복숭아입니다.

영양복숭아의 재배특성
영양군의 대부분의 토양이 참질 성분이 많은 사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산풀 퇴비를 많이 넣어 유기
물이 풍부한 영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수확기에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일교차가 심하여 당도가 높으며 과실의 색 깔과 모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특히 영양 복숭아는 특유의 향기가 진한 고품질 복숭아로 시중에 인기가 높습니다. 영양복숭아는 마산대우백화점에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청정영양
일월산 자락의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물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산풀퇴비와 유기농법으로 재배합니다.

복숭아에 얽힌 전설들~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복숭아와 관련된 신선설화가 많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복
숭아꽃이 만발한 골짜기, 곧 무릉도원(����)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
며, 동해의 선도성모(����)가 가꾸고 있다는 선도복숭아는 한번 먹으면
3,000년을 살 수 있다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또 복숭아나무 가지는 온갖 잡귀를 내쫓는 선목(��)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
다. 이처럼 복숭아는 동양문화권에서 불로불사와 신선세계, 이상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양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품종은?
영양복숭아는 매년 6월말에서 9월말까지 생산

몽부사 :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생산
호기도 : 매년 7월 25일경 생산
오도로끼 : 매년 8월 5일경 생산
아부백도, 대명 : 매년 8월 10일경 생산
조생황도 : 매년 8월 15일경 생산
장호원황도 : 매년 9월 20일경 생산

영양 복숭아 한눈에 알아보기
1. 생산되는 시기와 입맛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고르세요
2. 복숭아가 좌우 대칭으로 잘 생긴 것을 고르세요
3. 복숭아 표면에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4. 복숭아가 잘 익었는지 보려면 복숭아 뒷면을 봐 푸른색이 돌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5. 복숭아가 먹기 좋게 익었을 때 향기가 진해지기 때문에 향긋한 복숭아향이 강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영양 복숭아 이렇게 보관하세요
영양복숭아의 당도를 가장 좋게 하려면 0~1도시 정도의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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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낮은 온도로 내려가면 단맛이 약해지므로 주의하세요. 적당히 익게 하려면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숙성도는 드시는 분의 구미에 맞게
하신 다음 먹기 2~3시간 전에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가 드시면 시원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셔벗처럼 드시고 싶을 경우 0℃ 이하의 냉동실에 보관한 후 드시면 됩니다. 다만 당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드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과일로 소포장 단위로 구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문의
영양군로컬푸드직매장 054-683-2003
영양찬이슬복숭아작목반 010-3122-6582

영양온심마켓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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