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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달콤한 향이 입안가득 퍼지는
일월산산머루
일월산 산머루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에서 자연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일월
산산머루는 상큼달콤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양질의 유기질 비료와 현미식초, 목초액, 미생물 등 친환경 농자재를 사
용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월산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심한 산간지 및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친환경농산물(저농약인증)로 인증 받아 새로운 소득작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초용 부직포 사용으로 제초를 방지하여 일체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산머루가 뭐예요?
산머루[�─]는 쌍떡잎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에 속하는 머루류를 총칭합니다. 학명은 vitis,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산머루는 생김
새가 포도와 비슷하지만 크기와 색깔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가 포도보다 더 까맣고 엉성하며, 포도의 3분의 1 크기로 맛은 새콤달콤해 옛날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아이들의 인기 있는 간식거리 중 하나로 손꼽혔
습니다.

산머루를 드셔야 하는 이유!
예로부터 영옥이라 하여 가정의 상비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각종 연구논문과 향약대사전, 생약도감 등에 의하면 인체에 이로워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한암예방학회에서 발표한 암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54가지에도 속하는 산머루는 지난 2002년 미국 타임지에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하기
도 하였습니다.

일월산 산머루 한해 농사짓기
봄이 오면 가지자르기, 토양개량제, 맥반석깔기(병을 예방해주고 당도를 증가시켜줍니다.)를 합니다. 5월이 되면 노란색 꽃이 피어 향기가 온 마을에 퍼집니다.
순이 올라오면 제초작업(부직포 깔기)을 하고 열매가 생기면 7, 8월에는 열매송이 솎기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영양제를 줍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일
월산산머루는 10월경 수확을 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월산 산머루 드시는 방법
일월산산머루는 물기가 들어가면 새콤해집니다. 안 씻고 그대로 좋습니다. 특히 씨까지 씹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일월산산머루의 열매로 담근 머루 와인은 진한 안토시안 색소와 강한 산미 진한향이 특징입니다. 알이 작고 과즙이 많아 와인을 만들기에 적당합니다.
일월산산머루를 그대로 믹서에 갈아 쥬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물이나 얼음을 희석하여 꿀 등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머루주 만드는 방법
첫째 : 생머루는 머루알을 딴 후 머루 10kg당 설탕 2kg과 잘 혼합합니다.
둘째 : 용기에 담아 1~3개월 정도 발효 후 머루알을 걸러내고 숙성시켜줍니다.
셋째 : 밀폐된 유리병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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