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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자연의 깨끗함을 그대로 머금은
고랭지채소
서늘한 기후,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영양 고랭지채소는 조
직이 단단하며 맛이 좋고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1,219m의 고산인 일월산을 중심으로 주위의 검마산과 맹동산에서 생산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교적 시원하고 강수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짧
은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여름철 고랭지채소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
다.

영양 고랭지채소는 특히 무상기간이 짧으며, 7~8월의 평균기온이 20℃ 내외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진딧물과 바이러스 발병률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
다. 토양이 비옥하고 경사가 적당하여 물 빠짐이 좋으며 한여름 기온이 낮은 재배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고랭지채소는 병해충 발생이 적어 불필요한 농약 사용을 줄여 깨끗하고 안전한 고랭지채소가 생산되며 7월 중순에서 8월 하순까지 생산하고 있습니
다.

영양의 대표적 고랭지 채소 배추

배추는 결구엽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여 쉽게 무르지 않으며 맛이 고소합니다.배
추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으며 다량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잎, 줄기, 뿌리 모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로 한국인의 자랑스런 먹거리인
김치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통째로 신문지에 여러 겹을 싼 다음 서늘한 곳에 뿌리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하
여 보관하면 됩니다.

영양의 대표적 고랭지 채소 무
잎이 푸르고 단단하며 잔뿌리가 많지 않으며 시원 달콤한 맛이 풍부합니
다. 무는 우리나라의 5대 채소 중에 하나로 배추와 함께 김치재료에 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잎을 모두 식용으로 사용하며 잎에는 무기물과 각종 비타민 등이
풍부해 시금치 못지 않게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뿌리에는
디아스타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와줍니다. 무는 흙이 묻어 있
는 채로 신문지에 싼 다음 바람이 잘 들고 햇볕이 들지 않는 5도시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면 됩니다.

영양군 고랭지채소 재배현황
년 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농가수 (호)

2016년 389 13,446 359

2017년 431 22,540 382

2018년 420 19,840 345

2019년 380 14,534 356

2020년 426 18,318 259

구입문의
남영양농협 : 054)682-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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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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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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농협 : 054)683-2281~3
영양군 농특산물직판장 : 054)682-9793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 054)683-2003
온심마켓 : https://onsim.cy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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