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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PGI)는

지리적표시가
뭔가요?

왜
지리적표시가
필요한가요?

지리적표시는
언제
도입됐나요?

지리적표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리적표시품은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픔의 품질과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그 ‘지명+품목’은 상표권(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며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선정하여 등록하므로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 한-EU기본협력 협정(’96)에  
따라 ’99.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94
지적재산권 협정

1999
지리적표시제 도입

1996
한-EU 기본협력 협정

지리적표시는 지리적표시권자가 지리적표시품의 표지와 등록명칭(영문포함),
지리적표시관리 기관명, 지리적표시 등록번호, 생산자 정보(등록업체명, 연락처)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통상교섭 영역 :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중심 →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

※  지리적표시품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역사가 깊으며, 생산 또는 가공이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적·인적 요인에 기인한 특성과 품질을 지닌 

우리나라 지역대표 농특산물입니다.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참 쉬운기준

지리적표시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원산지가 
확실합니다

특정지역의 토양과
기후 등 그 지역의

지리적요인으로 자란
우수한 농식품입니다.

품질특성 유지를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품질로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여
우리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합니다.

국내 농가의 
소득 보존에 기여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 등록대상 품목 확대 :  (’00)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 → (’02) 150개 품목  

→ (’07) 모든 품목
• 지리적표시권 보호 강화 :  민사적 특례(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심판 및 소송규정 등 신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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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5호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2호

이천쌀 가평잣
(Icheon Rice) (Gapyeong Korean Pine nuts)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구매방법

2009. 6. 23.
(사)가평잣협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719
031-581-0877
경기도 가평군 일원
연중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가평잣 1kg 황잣 잣가평잣 500g 생잣 
오동나무 선물세트

•  가평잣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기본 영양성분과 무
기질, 비타민 등을 골고루 갖춘 식품이다. 또한 잣에는 혈
압을 낮추고 심장혈관의 기능을 원활하도록 돕는 마그네
슘이 매우 풍부하다.

•  다른 견과류인 호두나 땅콩과 비교하여 철분이 많이 함
유되어 있다. 또한, 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건강에도 
좋다.

•  다량의 지방이 함유돼 설사나 묽은 변을 자주 보는 이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평잣 1kg 생잣

2005. 12. 26.
이천쌀사랑영농조합법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031-631-2044
경기도 이천시 일원
연중

참결미 10kg참결미 4kg

•  밥맛을 결정짓는 영양요소는 단백질과 당질로 찰기 및 
질감에 영향을 주는데 이천쌀은 전국평균보다 단백질은 
0.8%, 당질은 1.7% 낮아 밥맛이 뛰어나다.

•  이천지역은 내륙 중앙에 위치한 분지형 지형으로 일사량 
및 강우가 충분하며 계절의 기온차와 밤낮의 일교차가 크
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며 결실기에 일조량이 더 많아 벼
농사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   화강편마암에서 기인한 외적갈색의 점토함량이 높고 유
효토심이 깊은 논의 면적이 98.5%로 벼농사에 좋은 요건
을 갖추고 있다.

•  지하수가 풍부하며, 유기물 함량 및 보비력을 높여주는 점
토함량이 15%이상 되는 논면적의 비율이 높아 우수한 쌀
을 생산할 수 있다.

조선시대 농서 행포지(1852년)에는 “이천에서 생산한 쌀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천부
사 복승정 문헌에 의하면 성종이 세종능에 성묘하고 환궁 시 이천에 머물던 중, 이천쌀로 밥
을 지어 진상했는데 맛이 좋아 자주 진상미로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는 이천을 땅이 넓고 기름진 곳으로 밥 맛 좋은 자채쌀을 생산하여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의 
명산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본초경>, <일화자본초>, <개보본초>, <약학대사전〉에서 잣의 효능을 선인의 음식으로 정력
증진, 불면증, 기침, 요통, 변비, 비만방지, 미용효과에 신효하며,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
고 소개하고 있다. 잣은 해송자(海松子), 백자(栢子), 송자(松子), 실백(實栢)이라 하여 예전
부터 가평의 토산품으로 조선왕조실록증 세종장헌대왕실록지리지 148권, 신증동국여지승
람 11권,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에 그 기록이 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10대 명품으로 선정되었다.

(사)가평잣협회 www.gpna.or.kr설성농협 http://www.seolsung.com
이천향토몰 www.2000Iocal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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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10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신김포농협 RPC

2011. 7. 11.
(사)김포쌀사랑회
경기도 김포시 앙존읍 김포대로 
1759길 115
031-986-7869
경기도 가평군 일원
연중

김포금쌀 10kg전설의김포쌀 6kg

•  김포는 한강과 서해안을 낀 반도성 기후로 가을철 밤과 낮
의 일교차가 크고 벼가 익는 시기·온도가 알맞아 벼의 결
실이 좋다. 벼가 익는 시기의 적정온도는 21~23°C, 적정
일교차는 6~10°C 정도인데, 김포의 평균온도는 22.0°C
이며 일교차는 10.1°C 이다.

•  김포의 하해혼성충적토는 운적토의 일종이다. 하천이 홍
수상태가 되어 연안에 범람하여, 상류에서 운반해 온 토사
를 퇴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천이 운반에서 생긴 충적
토를 특히 하적토(河積土)라고 한다. 자갈, 모래, 진흙, 점
토 등으로 이루어진 충적토는 충적평야를 형성하며, 쌀 생
산에 적합한 환경을 이룬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9호

(Gimpo ssal(Rice))

김포쌀

한강을 주변으로 비옥하고 기름진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며,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다. 오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윤기 있고, 맑고, 깨끗하며 소립으로 심복백미가 없는 투명
한 김포금쌀은 김포의 옛지명 검포현(鈐浦賢)에서 유래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북쪽으로 한
강하류에 임하여 토지가 평평하고 기름져 백성이 살기 좋은곳〉으로 기록되어 있어 김포가 
옛부터 농경에 적합한 기름진 땅을 갖춘 곡창지대임을 알 수 있다.

오픈마켓, 직거래 
http://yjrice.nonghyup.com

2007. 7. 11.
(사)여주쌀생산자협의회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789
031-884-7675
경기도 여주시 일원
연중

여주쌀 10kg여주쌀 4kg

•  여주는 높은 산이 적어 맑은 날이면 하루종일 그윽한 햇쌀이 
내려 쪼이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다른 지역보다 커 당도와 
전분이 많은 질 높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상적인 자연적
요건을갖추고있다.

•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여주는 절기가 뚜렷하여 한국의
기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후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년풍년의 고장이다.

•  여주지역은 풍부한 수량의 맑고 깨끗한 남한강이 중심부에
흐르고 있어 예전부터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
져왔다. 그 물맛 또한 좋기로 유명하여 조선시대에는 여주
지역에서 생산된 자채쌀과 함께 여주물도 한강수로를 통
해서 임금님께 진상되었다

•  지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최고의 수질을 자랑
하는 청정지역으로서 여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Yeoju Rice)

여주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벼농사를 지어왔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쌀의 고장임이 
경기도 여주시 흔암리에서 기원전 6~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약 1900년전의 벼인 ‘탄화미(炭
火米)’가 발견됨으로서 그 논리적 근거가 확실시 되었다. 또한, 태종이 고을 순찰에 나가서 경
기도 여주 땅에 이르게 되었다. 임금의 행차로 인해 여주현감은 임금을 맞이하기에 분주했고,
임금의 수라상에 여주의 생산품인 여주 쌀로 밥을 지어 올리자 태종임금은 여주 쌀을 최고의 
쌀이라 극찬을 하였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2호

여주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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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쌀 4kg 안성쌀 10kg 안성쌀 20kg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롯데몰, 네
이버 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2013. 2. 7.
(사)안성시농특산물 생산자연합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안성과수농협)
031-671-8120
경기도 안성시 일원
연중

•  안성지역의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안성쌀은 심복백미가 
적어 투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수화
물 함량이 풍부하여 열량이 높은 품질특성을 가지고있다.

•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물
벼 형태로 수매한 후 건조·저장·가공하여 절미 싸라기, 착
색립, 분상질립 등 불완전미를 제거함으로써 품질이 우수
한 쌀만을 생산하고 있다.

안성쌀은 토양이 비옥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안성 지역에서 생산되는고품질 쌀
이다. 안성쌀의 종류에는 경기도의 기름진 들에서 재배하여 최신식 도정 시설인 미곡종합처
리장에서 가공한 품질좋은 안성마춤 청결미, 좋은 원료 벼로만 엄선해서 최신설비와 최고의 
기술로 이물질을 제거한 안성 품질인증쌀, 그리고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 재배로 미질이 
우수한 무공해 오리쌀 등이 있다.

(Anseong ssal(Rice))

안성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8호

안성미소배 7.5kg(11~13과)안성미소배 5kg(7~9과) 안성배즙 120ml×30포

•   안성배는 육질이 단단하여 장기저장에 유리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배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 하
나인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   안성지역은 낮은 산지가 발달한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동북이 
높고 서남의 경사가 완만한 지형특성을 보이는 평탄한 지
형으로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   대부분의 재배지가 경사가 완만한 남향의 지역에 위치하
고 있어 과원 관리가 용이하고 충분한 일조의 공급이 가
능하다.

•   배나무 생육에 이상적인 양토~사양토 비율이 총 경작지의
95.2%로, 양·수분의 원활한 흡수 및 뿌리 호흡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양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안성배의 생산이 가
능한것이 특징이다.

안성은 지형적으로 중부내륙에 위치하여, 풍수해등이 없고 온난하며 삼한사온이 뚜렷하다. 
따라서 작물생육에 최적지이다. 안성배는 오랜 역사와 장인정신이 깃든 기술로 재배되어 내
려온 품질이 우수하다. 안성지역의 배 생산량은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45%, 전국 생산량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 주산지 중 하나다.

(Anseong Bae(Pear))

안성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7호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롯데몰, 네
이버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2015. 3. 30.
(사)안성시농특산물생산자연합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83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031-675-1220
경기도 안성시 일원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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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7.
강화군산림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15
032-934-0789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연중

강화사자발쑥진액,
강화쑥즙, 쑥즙, 강화쑥차

영인팜 강화사자쑥차,
약쑥 잎차, 티백차

강화사자발쑥 엑기스
80ml60포

강화약쑥 500g

•  약쑥은 여러해살이 풀로 잎이 넓고 짙은 녹색이며 키는 
70cm 내외로 곧게 자란다. 약쑥의 잎은 사자 발 모양으
로, 갈라져 마디마디 착생하며 뒷면에 흰털이 밀생하고 특
유의 향을 발한다.

•  꽃은 7~9월에 3mm 정도이며, 이삭모양으로 피어난다. 
빛깔은 붉은 빛을 띤 연보라색이다. 약쑥은 유기질이 많
고, 물 빠짐이 좋으며, 햇빛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바닷가 
해발 100m 내외의 산자락에서 자생한다.

강화의 사자발쑥은 ‘新增東國與地勝賢’ 제12권에 강화도호부의 토산품으로 “獅子足艾”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원색 천연약물대사전(김재길), 한방약초해설(고문사), 생약과 건강(한
영채), 한국민간약(박종희), 쑥뜸치료법(김용태) 등과 같은 각종 한방과 약초에 관련된 문헌
에 강화약쑥의 유명함과 사자발쑥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Ganghwa Mugwort)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6호

강화약쑥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농협 안성한우 축산물 프라자

2016. 2. 12
안성축협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계동)
031-8046-8007
경기도 안성시 일원
연중

•  안성한우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시원한 바람과 따뜻
한 햇빛, 맑은 물을 먹고 자란다. 또한, 안성의 넓은 평야에
서 자라는 호맥 등을 직접 재배하여 사료로 활용, 더욱 신
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  안성한우는 HACCP인증 도축장 및 가공장 작업으로 최적
의 위생환경 보장은 물론, 쇠고기이력제 도입으로 신뢰도
를 높였다. 또한, 도축된 모든 안성한우는 축산위생연구소
에서 한우 DNA유전자 및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해 통
과한 100% 안전한 상품으로 유통되므로 안심하고 마음
껏 먹을 수 있다.

안성은 넓은 평야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이다. 장인
정신이 빛나는 안성맞춤의 고장이자,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에서 안성축협과 관내 200여 한
우농가가 손을 잡고 안성한우를 선보인다. 안성한우는 HACCP인증 도축장 및 가공장 작업
으로 최적의 위생환경 보장은 물론, 쇠고기이력제 도입으로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안성지
역의 기온과 일조량 등 자연조건은 품질이 우수한 안성한우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Anseong Hanwoo)

안성한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1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강화군산림조합 032-934-0789
강화약쑥몰(http://강화약쑥몰.com)
푸른장터 (http://sanrim.com)
쿠팡(www.coupang.com)
티몬(www.ticketmonster.co.kr)
위메프(www.wemakeprice.com) 
옥션, G마켓, 11번가

안성마춤 한우 
버나세트 1.5kg

안성마춤 한우 2호세트 2kg



PART 2.

강원

품질에 놀라고 맛에 반하는 우리 지역 명품 특산품

철원쌀

양양송이

홍천찰옥수수

홍천잣

횡성한우고기

횡성더덕

정선황기

정선곤드레

정선찰옥수수

태백곰취

진부당귀

홍천한우

영월고추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강릉개두릅

삼척마늘

원주옻칠액

원주치악산복숭아

홍천명이

영월고춧가루

인제고로쇠수액

강릉한과

영월곤드레

인제콩

평창산양삼

인제오미자

양구시래기

지리적표시 농식품 가이드

철원쌀

양구시래기

홍천찰옥수수
홍천잣
홍천한우
홍천명이

원주옻칠액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추

영월고춧가루
영월곤드레 진부당귀

평창산양삼 정선황기
정선곤드레
정선찰옥수수

횡성 한우고기
횡성더덕

인제고로쇠수액
인제콩
인제오미자

양양송이

강원개두릅
강릉한과
강릉개두릅

삼척마늘

태백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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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양양군 홈페이지 내 미니홈피주소
goldsong-i.yangyang.go.kr
전화 또는 방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2006. 3. 27
양양송이영농법인조합
강원도 앙양군 강현면 화채봉길 53
033-670-2716
강원도앙양군 일원
267,000주
9~10월

•  문헌 및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양양송이는 향과 맛이 상대
적으로 우수하여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어,  단
연 천연황금송이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양송이는 
소나무에서 식생하는 귀한 버섯으로 여겨져 왔다

•  양양지역은 화강암 토질에 적송림이 잘 발달되어 송이균
환 형성층이 두꺼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송이 크
기도 타지역보다 1~2cm가량 크고 수분함량도 적어 향
과 씹히는 맛이 뛰어나다. 설악산을 둘러보고 양양에서 송
이맛을 본 뒤, 가을을 논하라는 말도 이 같은 이유에서 나
온 듯하다.

•  양양송이는 다수의 알콜과 옥텐성분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향기가 짙다. 양양송이는 화강암 토질과 높새바람에 
의한 토양건조현상으로 향기가 진하고 수분함량이 타 지역
보다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각종 영양소와 효소가 많
아 천연황금송이로 군림하고 있다.

‘황금송이, 숲속의 다이아몬드, 신비에 쌓인 영물’ 사람들은 양양송이를 그렇게 부른다. 여인
의 한복 저고리 처럼 설악산의 크고 작은 봉오리들이 단풍저고리를 입고 남하하는가을, 별
천지 가을 양양에는 영물 송이의 신비로움이 더해간다. 양양송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종12년 노사신 등이 지은 동국여지승람(1481년)과 중종 25년에 이행 등이 지은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송이의 주요 생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강원도 양양이 송이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부터 송이산지로 유명했음을 알수있다.

•  철원지방은 강원 북부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000m내외의 높은 산과 추가령 지구대를 따라 형성된 
해발고도 200m전후의 넓은 평야지대이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로 점토함량이 높고 유기물 및 보비력
이 높아 양질의 벼를 생산할 수 있다.

•  철원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0.2°C이며, 여름과 겨울의 연
교차가 29°C로 매우 큰 편으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춥
고 긴 겨울(11월~3월/평균기온 -5.8°C)로 인해 병해충의 
월동이 어려워 농약살포 횟수가 적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
는데 알맞은 조건이다

•  등숙기에 일교차가 커서 벼가 충실히 여물고, 태풍의 영
향이 거의 없어 쓰러짐(도복)이 적으므로 미질이 좋은 것
이 특징이다

6.25전쟁 당시 치열한 철의 삼각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
선(민통선)내 철원 평야가 탐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 접해 있는 수
백만평의 철원평야는 추수 뒤 논에 떨어진 벼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로 형성된 저수지로 
인해 최근 15여년간 두루미(천연기념물제202호)등 겨울 철새들의 먹이원과 보금자리로 자
리잡고 있다.

(Yangyang Pine-mushroom)

양양송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호

(Cheorwon Rice)

철원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3호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철원농협 www.cheorwonodae.co.kr
동송농협 www.cheorwonrice.com
김화농협 www.kimhwanh.com

2005.12. 26.
철원오대쌀생산자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2403
033-455-4968~9
강원도 철원군 일원
연중

철원 오대쌀 10kg 철원 오대쌀 20kg 양양송이버섯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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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한영농산 033-435-4545, www.jatvill.co.kr
서곡물산 033-433-7330, www.seogokri.co.kr
홍천잣고개영농조합 
033-436-2020, www.jatgogae.com
가리산샘골잣집 033-435-4492

2009. 11. 17.
홍천군산림조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87-7
033-435-5317
강원도 홍천군 일원
9~11월

•  홍천잣은 해발 550m 이상의 고도와 일교차가 큰 청정 산
지에서 생산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 또한 수령이 30~40 
년인 잣나무에서 채취 품질과 영양이 매우 우수한 것이 홍
천 잣의 특징이다.

•  잣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여러 종류의 불포화지방산을 포
함한 영양성분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
민E,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이 함유된 고열량 산성 
식품이다.

•  그 중 마그네슘은 우리 체내의 300가지 효소반응에 관여
하는 영양소로 동맥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수치
를 저하시켜 성인병 예방에 좋아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도 주목받고있다.

홍천잣은 예부터 그 품질이 우수하여 명성이 널리 중국까지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세
종실록지리지〉에 ‘홍천현 토산(土産) 송자(松, 子-잣)’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리적 명성, 
역사성, 품질을 인증 받아 왔다.
또한, 고려 때 송나라에서 들여온 의학서적 〈성혜방〉에는 “잣을 100일을 먹으면 몸이 가벼
워지고 300일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며 잣의 효능을 표현하였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6호

(Hongcheon Pine nuts)

홍천잣

홍천농협 
www.hongcheon.nonghyup.com
오픈마켓, 직거래

2006. 6. 5.
홍천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87
033-430-3616
강원도 홍천군 일원
7~8월말

•  홍천지역은 사양토와 양토가 전체 밭 토양으I 95.8%를 
차지하고 있어 배수나 통기성이 좋은 곳이다. 재배지(밭)
의 경사가 거의 대부분 7~15% 정도로 물 빠짐이 좋기 때
문에 고품질의 찰옥수수 생산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
고 있다.

•  홍천지역은 찰옥수수가 재배되는 시기(4월~9월)의 일교
차(평균 12.1°C)가 인근 지역이나 타 주산지보다 상대적
으로 커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다. 이삭 자체의 온도가 낮
고 이슬로 물기가 많은 이른 아침에 수확하되 최대한 출하 
직전에 수확한다 .

•  지리적표시품의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선별한 후 홍천군관
내의 공동선별장에서 통일된 자체등급기준을 원칙으로 적
용하여 선별한다.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등 다양한 옥수수 중에서, 알갱이가 단단하여 알갱이 모양 그대로 쏙쏙 
빠지는 것이 바로 찰옥수수다. 홍천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과 일조시간이 옥수수 
생육에 적합하다.
덕분에 홍천 찰옥수수는 단맛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아 씹는 맛이 부드럽다.

(Hongcheon Waxy Corn)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5호

홍천 찰옥수수

홍천 찰옥수수 특품 50개 홍천잣 선물세트홍천 찰옥수수 홍천잣 잣고개 500g홍천 찰옥수수 150gx12개입 홍천잣 150gx3 홍천잣 100g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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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택배발송 033-345-9200

2009. 5. 12.
횡성군더덕연합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개전1길 10
033-343-7117
강원도 횡성군 일원
8월

•  더덕은 재배환경에 따라 약효는 물론 맛과 향기가 천차만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횡성더덕은 육질이 연하고 아삭아삭
하며 향이 강하다. 주성분인 사포닌과 인우린 등의 성분은 
위장은 물론 폐와 신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  표면의 주름이 깊 지 않고 곁뿌리가 적은 적당한 크기의 것이 
좋은 더덕이다. 더덕은 뿌리 식물이라 토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좋은 토양과 알맞은 기후 조건 하에서 최소 3년 
이상 자란 것이라야 좋은 향이 나온다.

“오래 묵은 더덕은 산삼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더덕은 풍부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
는 고급 식재료다. 특히 횡성더덕은 육질이 연하고 아삭아삭하며 향이 강하다. 횡성더덕은 
산더덕과 똑같은 더덕을 생산한다는 집념으로 재배에 성공한 전국 최고 품질의 더덕이다. 
더덕은 자생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작물로 예로부터 산더덕으로 유명한 태기산 중턱의 청
정한 지역에서 자연조건 그대로 재배하고 있다.

(Hoengseong Deodeok)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2호

횡성더덕

횡성축산업협동조합 hbeef.com
오픈마켓, 직거래

2006. 9. 11.
횡성축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37
033-340-6080
강원도 횡성군 일원
연중

•  횡성지역의 추운 겨울날씨는 소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근
내지방의 축적 및 단단한 육질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  여름철 횡성의 시원한 기후는 무더운 여름 사육되는 소에
게 많이 나타나는 각종 스트레스 및 사료거부 현상을 크게 
감소시켜 육질 및 육량 등급 향상에 유리하다.

•  횡성한우는 혈통등록관리와 사양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
고 조사료를 지역 내에서 자급 할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생산할 수 있다.

•  횡성한우 정액선정위원회에서 공급한 우수정액을 통하여 
인공수정으로 생산, 생후 6개월 이내에 혈통등록을 실시
하고, 육질 및 육량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후 6개월 
이전에 거세를 한다.

횡성은 전통적인 한우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4대 우시장의 하나인 강원도 횡성우시장이 자
리하고 있어 한우의 거래와 소비가 왕성했던 지역이다.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은 1995년부
터 횡성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9년까지 약 600억원이 집중 투자되었다. 
횡성한우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과 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횡성한우 성장단계별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각 성장단계별 사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Hoengseong Hanwoo Beef)

횡성 한우고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7호

횡성한우선물세트 갈비횡성한우 1등급 
금바구니 203호 1세트

횡성한우고기 선물세트1kg 횡성한우고기 300g
횡성더덕선물세트 1호(2.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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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홈페이지 www.js-gondre.com
전화주문, 택배가능

2010. 4. 5.
정선곤드레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7-6
033-591-2338
강원도 정선군 일원
생채(3월~7월), 건채(연중)

•  정선곤드레는 정선의 고산지에서 서늘한 기후, 큰 일교차를 
견디며 자라 상대적으로 섬유질이 풍부하며, 맛이 담백하다.

•  정선곤드레는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성분 함량이 높은 것
이 특징이다.

•  산나물이 몸에 좋다 하지만 한 종류만 지속적으로 먹으면 배
탈,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이용되어온 곤드레는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탈이 
없다.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쥐기 마지메 맛만 같으면 고것만 뜯어다 먹으면 한해 봄 살아난다" 
정선 아리랑의 한 자락이다. 예로부터 고지대에 자생하는 강원도 정선의 곤드레는 최고의 
품질과 향, 맛을 자랑하였으며 아리랑의 가사로 인용될 만큼 유명한 먹을거리였다. 곤드레
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정식명칭은 ‘고려엉겅퀴’이다. 큰 잎사귀와 긴 뿌리가 특징인 
산나물로,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곤드레라고 
불리게 되었다.

(Jeongseon Gondre)

정선곤드레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9호

홈페이지 http://jsnh.nonghyup.com
정선농협, 농협유통, GS SHOP, G마켓 등

2007.1. 29.
정선황기생산농업인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7
033-563-2572
강원도 정선군 일원
연중

•  정선지역의 토양은 사양토와 양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수와 통기성이 좋으며, ph농도가 6.0 정
도로서 황기 재배에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정선은 황기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일조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동 후 초기 생육기간인 4월 월평균 일조시
간이 224.3시간으로 일조량이 충분하다.

•  정선지역의 월평균 기온은 산간 고랭지 기후를 형성하여 
황기 재배에 적합하다.

정선황기는 주로 태백산맥 중 중심부 표고가 400m 이상에서 주로 서식한다. 정선지역은 
산간 고랭지 기후를 형성하여 황기 재배에 적합하다. 게다가 정선의 좋은 토양과 햇살로 품
질 좋은 황기를 재배할 수 있다. 예로부터 황기는 체력을 증강시키는 생약으로 땀을 다스리
고 허한 기를 채워준다고 알려져 왔다.

(Jeongseon Hwanggi)

정선황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7호

정선황기 100g 절각황기 250g 정선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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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전화 주문 033-552-8070
(태백곰취영농조합법인 전화후 농가 개인별안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2010. 11. 22
태백곰취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 7
033-552-8070
강원도 태백시 해발 700m이상
산간지역
267,000주
5월

•  태백지역은 토양이 사양토와 양토로 이루어져 배수가 잘 
되며 유효토심이 깊어 적습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좋은 품
위의 곰취가 생산된다.

•  또한 연평균 기온은 8.5°C로 서늘하여 병해충의 발생이 
적고, 곰취생육기인 4월~6월 평균 기온 13.3°C, 평균강
우량 99mm로 서늘한 기온에서 많은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생산되는 곰취의 향이 강하고 잎이 연한 특성이 있다.

“산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곰취는 어린잎새를 따서 생으로 쌈으로 먹으면 쌉쌀하면서도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 향기가 일품이다. 강원도 남부내륙 평균 해발 700m지대에 위치한 
태백곰취 재배지는 연중 기온이 낮고 안개가 많아 높은 고도와 일교차가 크다. 서늘하고 습
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곰취의 생육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 속에
서 생산되는 태백곰취는 진한 향과 연한 잎을 자랑한다.

(Taebaek Komchwi(Edible Greens))

태백곰취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1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홈페이지 www.js-gondre.com
전화주문, 택배가능

2007. 8. 27.
정선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로 46
(여량농협식품가공공장)
033-562-8948
강원도 정선군 일원
생채(3월~7월), 건채(연중)

•  정선지역은 양토가 전체 밭 토양의 69.1%를 차지하고 있
어 배수나 통기성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고품질의 찰옥수수 생산을 위한 좋은 지리적
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정선지역의 경우 찰옥수수가 재배되는 시기 (4월~9월)의 
일교차(평균 11.6°C)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간에는 
광합성이 활발하여 탄수화물 축적이 용이하고, 야간에는 
호흡에 의한 탄수화물 소비를 줄일 수 있어 탄수화물 함량
이 높은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  정선찰옥수수는 타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고 품위의 균일
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선군 찰옥수수 채종포에서 채종한 
보급종만을 이용하고, 친환경 방제법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고 있다.

옥수수는 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높이는 2m, 꽃은 암
꽃과 수꽃으로 나누어 있다. 열매는 10월에 익고, 옥수수알이 박혀 있다. 우리나라는 강냉
이, 강내미, 옥시기라 예부터 불려오고 있다. 정선군 여량농협에서는, 1992년 국내 최초 정
선지역에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찰옥수수 유통에 차별화 방법을 고안해 냈다. 냉동
상태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과 상온에서도 보관 유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내어 계절구
분 없이 품질좋은 정선찰옥수수를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Jeongseon Waxy Corn)

정선 찰옥수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7호

정선 찰옥수수 태백으뜸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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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홍천축협늘푸름 
mall.neulpureum.net

2008. 10. 16.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5길 25
033-439-3417
강원도 홍천군 일원
연중

•  홍천지역은 해발 200m에서 800m까지의 다양한 지역으
로 이루어진 중 산간지역으로 추운 겨울기후는 소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근내지방의 축적 및 단단한 육질을 형성하
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름철 시원한 기후는 무더운 여름 
소의 각종 스트레스 및 사료거부 현상을 감소시켜 육질 및 
육량 등급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  홍천한우는 순수혈통의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7개월
령 이전에 거세를 실시한 후 비육 사양관리 체계에 맞추어 
사육한 후 출하하며, 이 중에서도 육질 1등급 이상의 고급
육에만 지리적표시를 실시한다.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한우는 유럽원우와 인도우와의 혼혈종이 한반도에서 정착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한반도 북쪽의 만주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주장이 좀 더 믿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단군왕
검시대나 고구려초기 등 불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는 이미 소가 살고 있었다는 기
록이 있고 이집트, 그리스 신전이나 비단길 통로에 있는 돈황석굴 등의 벽화와 고구려의 고
분벽화에서 발견되는 소 그림이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Hongcheon Hanwoo)

홍천한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1호

스페셜갈비 혼합세트1++등급 한우 꽃등심1.5kg 
채끝등심1.5kg 양지1.5kg

한우 프리미엄 5호 한우갈비세트 2.4kg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전화주문
진부지에이피당귀영농조합법인
(010-9181-6880)

2007.10. 1.
진부당귀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거문로 168-8
033-336-1222
강원도 평창군 일원
10~11월

•  진부지역 당귀 재배지의 토양은 배수가 잘되어 잔뿌리 발
생이 적고 뿌리가 굵은 고품질의 당귀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  중북부의 해발 400m 이상인 지역으로 7~8월의 평균기온
이 20~22°C 정도인 산간 고랭지여서 꽃대발생이 적어 다
년근의 생산이 가능하다.

•  진부당귀는 몸통이 크고 전체적으로 잔뿌리의 발생이 적
으며, 당귀를 잘랐을 때 단면이 유백색으로 희고 깨끗하며, 
손으로 만졌을 때 진이 많고 탄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성분상으로는 지표성분인 Decursin과 Decursinol의 함
량이 타 지역의 재래종 당귀나 진부 재래종을 타지역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우수하다고 한다.

‘당귀(當歸)’란, 마땅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는 중국의 옛 풍습에 부인들이 싸움
터에 나가는 남편의 품속에 당귀를 넣어 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기력이 
다했을 때 당귀를 먹으면 다시 기운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름의 
유래처럼, 당귀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약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조건으
로, 진부지역에서는 품질좋은 당귀를 생산해내고 있다.

(Chinbu Dangui)

진부당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8호

진부당귀



30 31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5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강릉개두릅생산자협회
033-647-3579

2012. 3. 1.
강릉개두릅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로 2344-11
033-647-3579
강원도 강릉시 일원
매년 3월하순~5월조순

•  이른 봄 입맛을 돋우는 기호식품인 강릉 개두릅은 향으로
는 인삼보다 더 강한 향이 난다. 향이 너무 강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한 중독성이 있어 자
주 접하면 고소함을 즐길 수 있다.

•  맛으로는 쌉쌀하고 달짝한 맛이다. 강릉 개두릅의 첫 맛은 
씹쌀하나 입안에서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지므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  음나무 자체는 너무 많은 사포닌으로 인한 강한 쓴맛 때문
에 식용할 수 없지만 새순인 개두릅에는 사포닌이 상대적
으로 적어 영동지방에서 나물로 애용 되고 있다.

•  음나무는 심근성 수종이므로 토지의 유효토심은 60cm이 
상이 적당한데 강릉시의 밭과 초지는 대부분 강릉 개두릅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릉 개두릅은 두릅나무과 음나무속에 속하는 나무로 수고 30m, 흉고직경 1.8m까지 자라
는 거목성 수종으로 지역명으로 엄나무, 개두나무, 해동목, 멍구나무, 엉개나무, 산목 등으
로 불리어지고 있다. 영동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음나무 새순을 개두릅이라 하여 산나물로 식
용해 왔다. 음나무 새순인 개두릅에는 유용물질의 함량이 높아 두릅나무의 새순과 함께 중
요한 산채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릉 개두릅은 첫 맛은 쌀쌀하나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
지는 것이 특정이다. 그래서 이른 봄 입맛을 돋우는 기호식품으로 많이 알려졌다.

(Gangneung gaedureup(Kalopanax Sprouts))

강릉 개두릅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영월농협가공사업소 
www.donggangmaru.com

2008. 12. 19.
영월고추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3리 
945-15
031-372-2250~1
강원도 영월군 일원
7월~11월

고추가루 500g 고추가루(비단초) 500g

•  영월지역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산간지
역으로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석회암 지대로 토양에 각
종 미량원소의 함량이 많다.

•  과피가 두껍고, 비타민C, 캅사이신, 유리당의 함량이 많아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  역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역병에 강한 고추를 대목으로 
사용한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의 접수를 
접목하여 접목묘를 보급하여 비가림하우스 재배에서는 
98%이상, 노지 재배에서는 90%이상의 역병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  1993 년 국내 농협 최초로 고춧가루 가공사업소를 설립하여 
원료 고추의 관리, 고춧가루 가공 및 유통전의 모든 과정에서 
HACCP 기준에 따라 유해한 물질이 고춧가루에 혼입되거나 
제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
로 관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추를 고초(苦草)라고도 표기하였다. 고(苦)자가 조선시대에는 맵다는 뜻으로 
쓰였던 바, 매운 고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김장용 고추는 미국의 타바스코·테키
산스, 일본의 다카노주메와 같은 품종보다 캅사이신은 1/3, 당분은 2배 정도 들어 있어 매
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되어 있다. 특히 영월고추는 과피가 두껍고, 비타민C, 캅사이신, 유리
당의 함량이 많아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Yeongwol Red Pepper)

영월고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2호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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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문
(http://wonjuot.com/main.php)

2012. 6. 26.
원주옻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노루고개길 81-41
033-732-5726
원주시 일원
연중

•  일반적으로 옻칠액은 옻산 함유량이 많고 고무질 성분이 
낮은 것이 좋다. 원주옻칠액 중에서 고급품의 경우는 옻산 
함유량이 83.4%로 일본산 71.6%, 중국산 62.1%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수분함량은 원주옻칠액 중 고급품의 경우 11.2%로 
일본산 21.2%, 중국산 2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원주옻칠액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광택, 좋은 색깔과 향기 등
으로 상품화의 최적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생활
도구나 식기에 옻칠을 하면 살균력이 강하고 좀이나 곰팡
이가 생기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한 특성이 있다.

원주옻은 뛰어난 효능과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식품 개발(보존 및 냄세 제거 등), 약리
작용(항암, 항산화 등), 천연염료 개발(피부보호, 살균·살충 등), 칠기 제품(내구성, 내습성 
등), 윷 제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가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원주옻칠액은 높은 강도와 우수
한 광택, 좋은 색깔과 향기 등으로 상품화의 최적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Wonju Rhus lacpuer)

원주옻칠액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4호

전화문의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033-573-5959)

2009. 9. 14.
삼척왕마늘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길 49
033-573-5959
강원도 삼척시 일원
6~8월

•  삼척시는 태백산맥의 동편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산간지역
으로 마늘의 생육기인 3~6월의 일조시간이 길고, 강수량
이 충분해 토양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다.

•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사양토와 양토가 전체 농
경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배수와 통기성이 좋아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을 통해 병이 없는 
씨마늘을 보급하고, 토양 분석실을 운영하여 비료의 오남
용으로 인한 마늘의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고 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삼척
은 해발 1,500m 이상의 태백산과 함백산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특히 해양성기후로 겨
울이 따뜻한데다가, 봄이 일찍오고 초여름이 시원하여 구비대에 알맞은 조건이다. 또한, 토
질이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로서 점토 많은 토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 재배의 적
지로 평가된다. 강원도 내 유일한 이모작 지대로 마늘, 보리 등을 경작한다.

(Samcheok Garlic)

삼척마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8호

삼척마늘 참옻진액 1.5L×12병 옻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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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내면농협 농산물유통센터
033-432-2901

2013. 11. 18.
홍천명이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구룡로 5251
033-432-2900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원
4~5월

•  홍천명이는 오대산 비로봉(1,563m), 계방산 (1,571m),  매
봉산(1,103m), 방대산(1,463m), 개인산(1,342m) 등의 큰
산과 해발 600~1,000m의 태백산맥을 근거지로 이루어진 
홍천 내면지역에서 재배한 오대산 계통 명이이다. 오대산 계
통의 명이는  표고 6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종이
기 때문에,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

•  홍천명이는 잎의 폭이 좁고 향이 진하며, 우수한 식미성
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양의 차이는 큰 
일교차와 기압차 등 자생지 환경에 적응하며 생긴 변화
로 보인다.

명이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 식물로 산마늘, 맹이, 맹이풀, 망부추, 신선초라고도 불리며, 
한약재로 각총(茖葱)이나 산총(山蔥)이라 불리기도 한다. 명이의 공식명칭은 산마늘이며, 
‘명이’의 유래는 먹으면 귀가 밝아 진다는 데서 유래된 ‘明耳’, 과거 끼니가 부족할 때에 산에 올
라가 산마늘을 채취하여 생명을 이어갔다는 것에서 유래된 ‘茖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Hongcheon Myeongi)

홍천명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6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공판장 직거래

2010. 3. 25
원주치악산복숭아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원주시 갈촌길 6
033-761-2215
원주시 치악산 일원
7~9월

•  원주복숭아는 해발 1,288m의 비로봉을 최고봉으로 향로
봉, 남대봉 등의 고봉들이 동북·서방향으로 뻗어 수려한 자
연경관을 자랑하는 치악산 기슭의 물 빠짐이 좋은 경사지
에서 재배되고 있다.

•  1900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해 왔으며 원주지역에 도입된 
이후 약100년간의 지속적인 복숭아 재배경험을 통하여 재
배기술 및 경험이 대대로 전수되고 있다.

•  자연농법에 의한 친환경 복숭아 재배를 위해 친환경 초생
재배를 실시하고 미생물, 유산균 배양, 한방영양제, 천혜
녹즙, 과일효소, 생선아미노산, 키토산, 현미식초 등을 사
용하고 있다.

•  또한 은행잎, 목초액, 할미꽃, 담배 잎, 소주, 고삼 등 친환
경 농약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아가의 불그스름한 뺨처럼 빛깔도 곱고 모양도 탐스런 복숭아는 한여름에만 주로 맛볼 수 있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다. 당질 함유량이 높고 영양이 풍부해서 더위에 지칠 때 육류와 함께 먹으면 
힘을 더해주는 보양 식품으로도 좋다. 도교에서는 복숭아를 신선이 먹는 불사(不死)의 과일이라 
하여 천도(天桃) 선도(仙桃) 등으로 불렸다.<포박자(抱朴子)>에는 “복숭아나무에서 나는 진을 뽕
나무 재의 즙에 절여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열선전(列仙傳)>에는 “고
구공(高丘公)이 복숭아나무 진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원주지역에서는 약 100년
간의 지속적인 복숭아 재배경험을 통하여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해내고 있다.

(Wonju Chiacsan Peach)

원주 치악산복숭아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3호

치악산복숭아 4.5kg치악산복숭아 홍천명이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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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전화구매
(010-2569-3395, 033-463-4571)

2014. 10. 21.
인제고로쇠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76
033-463-2600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일원
2월초~4월말

•  인제지역의 청정한 원시림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제고로
쇠수액은 다른 지역 고로쇠수액에 비하여 투명하고 단맛
이 다소 적으면서 청량감이 우수하고, 칼슘(Ca), 마그네슘
(Mg) 등의 무기질 함량이 많은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인제지역에서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점봉산
(1,424m), 방태산(1,444m), 곰배령 등 국유림은 우리나
라에 몇 안되는 원시림이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인제국유
림관리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의 고로쇠수액이 채취·생산된다.

•  인제고로쇠수액은 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
리소)의 허가를 얻은 생산자만 채취할 수 있다. 인제지역
에서는 고로쇠수액 채취 후 살균·정제를 하여 유통하기 때
문에 보다 저장 기간이 길고 위생적이며 안전하다.

청정지역인 강원도 인제는 연중 일조량이 풍부하고, 아침에는 영하, 낮에는 영상의 온도가 
유지되어 고로쇠나무의 생육환경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인제의 해발 700m 이상의 고지
대에서 자라는 나무로부터 채취한 고로쇠수액은 신선한 자연의 맛을 담고 있다. 점봉산, 방
태산, 곰배령 등 청정 원시림에서 채취되고, 산림청에서 깐깐하게 관리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제고로쇠수액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0호

(Inje Goroshoe Suaec(Acer mono sap))

인제 고로쇠수액

조선시대에는 고추를 고초(苦草)라고도 표기하였다. 고(苦)자가 조선시대에는 맵다는 뜻으로 
쓰였던 바, 매운 고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김장용 고추는 미국의 타바스코·테키
산스, 일본의 다카노주메와 같은 품종보다 캅사이신은 1/3, 당분은 2배 정도 들어 있어 매
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되어 있다. 특히 영월고추는 과피가 두껍고, 비타민C, 캅사이신, 유리
당의 함량이 많아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Yeongwol Red Pepper Powder)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4호

영월 고춧가루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영월농협 
www.donggangmaru.com

2010. 3. 25.
영월고추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3리 
945-15
031-372-2250~1
강원도 영월군 일원
5월~7월

•  영월지역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인 산간지
역으로 밤낮의 온도 차이가 크고 석회암 지대로 토양에 각
종 미량원소의 함량이 많다.

•  과피가 두껍고, 비타민C, 캅사이신, 유리당의 함량이 많아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를 이루는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  역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역병에 강한 고추를 대목으로 
사용한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품종의 접수를 
접목하여 접목묘를 보급하여 비가림하우스 재배에서는 
98%이상, 노지 재배에서는 90%이상의 역병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  1993 년 국내 농협 최초로 고춧가루 가공사업소를 설립하여 
원료 고추의 관리, 고춧가루 가공 및 유통전의 모든 과정에서 
HACCP 기준에 따라 유해한 물질이 고춧가루에 혼입되거나 
제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
로 관리하고 있다.

고추가루 500g 고추가루(비단초) 500g 고로쇠수액 0.5L×18 고로쇠수액 1.5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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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강릉사천 무진장한과
한지 대 4단 2.5kg

동강애
http://www.ywdga.co.kr/main/index

2014. 10. 21
영월산채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영월군 남면 명전길 76-2
010-5486-7223
강원도 영월군 일원
5~8월

•  영월지역은 84.6%가 산악지를 이루고 있는 청정한 산간
지역으로 수확기까지의 서늘한 기후와 적은 일조량으로 
인하여 곤드레의 잎이 크고 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배수가 양호한 토양면적이 99.4%를 차지하는 등 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곤드레의 식이섬유 및 칼
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  곤드레 재배농가는 영월지역의 청정한 산기슭에서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재배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곤드레 본
연의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상당
히 높은 편이다 .

•  영월지역에서는 블랜칭 작업 후 냉동곤드레를 유통함으로써 
품질변화가 적은 우수한 품질의 곤드레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보관이 보다 용이해 유통기간이 긴 품질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蘇王朝實錄)>의 연산 35권, 5년(1499기미/명 홍치(弘治) 12년) 9월 12일 
기사 중 “각종 산나물은 강원도에서 연속 봉진(封進)하게하라”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영월지
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곤드레를 비롯한 산나물이 자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월군 하동
면 예밀리지역의 ‘장자(長者)터’의 지명유래와 영월군에서 약 30년 동안 산채를 재배·생산하고 
있는 주민에 따르면 영월지역에서는 곤드레가 오래전부터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Yeongwol Gondre)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1호

영월곤드레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삼영한과
 www.삼영한과.com

2011. 03. 11
강릉한과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가마골길 
79(삼영한과)
033-641-8578
강원도 강릉시 일원
연중

•  강릉한과는 반죽의 원료인 찹쌀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25~30°C의 온도에서 20~30일간 장기발효시키며, 이 때 
막걸리나 효모 등 발효미생물이나 첨가물 등을 일체 첨가
하지 않고 자연발효를 한다.

•  발효된 찹쌀은 가루로 만들어 쪄서 반죽하고 말린 다음 높
은 온도의 기름에서 튀겨내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이 없다.

•  튀김 작업 시 60~70°C의 식용유에서 충분히 불린 후 약
200°C에서 튀겨 튀김이 균일하고 기름이 배어 있어 바삭
하고, 식용유는 최대 8시간 이내에 교체하여 한과의 신선
한 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과자를 가리켜 과정류(菓釘類) 또는 우리말로 과줄이라고 한다. 
본래는 생과(生果)와 비교해서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과일의 대용품이라는 뜻에서 조과(造菓)
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중국 한대에 들어왔다 하여 한과(漢菓)라고도 불리다가 외래과자[양과
(洋菓)]와 구별하기 위해 한과(漢菓)로부르게 되었다. 제수(祭需)로 쓰는 과(果)는 본래 자연의 
과일인데,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분으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과수(果樹)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다고 한다. 전통적인 기술과 자연발효로 만들어지는 강릉한과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Gangneung Hangwa)

강릉한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5호

냉동 곤드레 4kg영월곤드레
강릉사천 무진장한과
청홍실크 대 4단 3kg

무진장한과 1호 1.8kg
영월곤드레 120g영월곤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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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평창산양심 특구 영농조합 전화구매

2017. 6. 12.
평창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
강원도 평창군 꿈동산길 11-18
033-333-3389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267,000주
8월이후

•  평창군은 산양삼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
숙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료집록’등의 다양한 고문
헌, 산삼봉표, 심제단 및 구전설화(오대산노인봉설화),  진부
심마니산신제 등 다양한 기록 및 유적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
로 보아 ‘산양삼’이 오래 전부터 평창지역에서 생산되어 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평창군 대화면 가리왕산 능선에 궁실에 공납하던 삼
을 채취하던 곳에 일반인의 채취를 금하기 위하여 표지한  
‘삼산봉표(蔘山封標)’가 세워져 있어 평창산양삼의 오랜 
역사를 확인할수 있다.

•  평창산양삼의 품질관리를 위해 종자는 크기가 고르고 통
통한 우량종자를 사용하는데, 잔류농약검사 등의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를 통한 검정결과가 첨부된 종자만을 사용
하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본연의 야생성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파종 이후 제초 및 병해충 관리 등의 인위
적인 재배관리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직으로 한다.

산양삼(山養蔘)이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삼의 씨나 묘 삼을 산에 심어 자연 생태로 재배하여,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
배하는 인삼과 구별된다. 산림청에서는 장뇌삼, 산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지는 용어를 
재정립하여 산양삼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산양삼은 생육 속도가 매우 느리고, 햇빛, 토질, 온도, 습도 등 생육조건이 매우 까
다로우며, 그 향과 맛이 씁쓸하고 단 것이 특징이다. 왕실에 공납하던 역사 깊은 평창 산양
삼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평창 산양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5호

온라인 쇼핑몰
www.injekirin.co.kr/shopping

2011. 7. 11.
인제콩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34
033-461-8319
강원도 인제군 일원
7~8월

•  영서 북부지역인 인제군은 연평균 기온이 10.4°C이다. 특
히, 콩의 주요 생육기간인 7~8월에는 평균기온이 23.4°C
이고, 생육후기인 8~10월의 인제지역 일교차가 평균 
12.6°C로 높은 지역이다. 이런 기후적 특성 덕분에 인제
지역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꼬투리 결실이 좋은 콩
이 생산되고 있다.

•  인제콩에는 이소플라본의 함량이 100g당 155mg으로 타
지역산 콩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일반 콩에는 25% 정도의 함유되어 있는데 인
제콩의 경우 33%가 함유되어 있어 그 효과가 탁월하다.

•  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이 균형 있게 배합되어 있으며 특히 다른 식물성 단백질
에서 부족하기 쉬운 라이신(Lysine)의 함량이 100g당 
2,809mg으로 높다.

옛날 기록인 ‘삼국유사’나 ‘신농잡기’ 같은 책에 콩이 나오는 것을 보아 콩이 식용으로 재배된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4000년 전부터 재배되었고,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초기(BC 1세기 초)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콩은 오래전부터 우리네 생활에 
곡식의 일종으로 오곡에 들어, 주식용이 아니라 부식용으로 많이 쓰였다. 인제콩은 고단백 
식품으로 우리 식단에 영양을 더한다.

(Inje Kong(Soy bean))

인제콩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8호

백태1kg 5년근 5뿌리 산양삼 8년근 5뿌리 산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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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9호

양구시래기
(Yanggu Siraegi(Dried Radish Green))

시래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식품으로 오래 전부터 식생활에 이용되어 왔는데, 국
내 최대 시래기 생산지인 양구군 지역에서는 시래기 전용 무품종이 도입되기 전까지 예로부
터 가을무를 이용하여 시래기를 생산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여름무는 무청을 제거하지 않고 
출하되었으며, 김장용으로 사용되는 가을무는 무청을 잘라낸 후 출하되었는데, 이때 잘라낸 
무청을 건조하여 시래기를 생산하기 시작, 1970~1980년대에는 양구군 재래시장 등을 통
하여 양구군 인근 지역으로 판매되었으며, 1991년도 시래기생산자단체(해안면 고랭지채소
작목반 등 시래기 생산 작목반) 등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양구 시래기가 생산·판매되었다.

•  양구지역은 전체면적 중 73%가 임야지로 산림자원이 풍
부한 전형적인 내륙산간지역(일교차가 큰 기상 특성)으로
써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래기
용 무 재배지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 형성되어 있
어 병충해 피해우려가 적고, 건조 상태가 양호한 고품질의 
시래기 생산에 유리한 지역이다.

•  양구지역의 시래기 건조기간인 11~12월의 평균 기온은 
0.9℃로 타 시래기 생산지보다 다소 낮은 기온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영양성분 손실이 적어 보다 품질이 우수하
고 시래기 고유의 풍미(Flavor)가 풍부한 시래기 생산에 
적합하다.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2020. 2 .26.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220
033-481-6327
강원도 양구군 일원
연중

11번가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인제명품오미자
http://www.injeomija.co.kr/

2020. 8. 24.
농업회사법인 인제명품오미자 주식회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74번길
10-52
033-461-5252
강원도 인제군 일원
270톤
연중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7호

(Inje Omija)

•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제군 지역의 대표 산림 
특산품인 인제오미자는 해발 500m 전후의 청정 고랭지
에서 재배·생산되어 알이 크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우수하
며, 오미자 특유의 붉은색이 선명(다량의 안토시아닌 성분 
함유)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인제군 지역에서는 인제오미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
여 첫물(첫번째)과 두물(두번째)에 수확한 오미자는 ‘특품’ 
으로 분류, 세물(세번 째)에 수확한 오미자는‘상품’으로 구
분하여 철저하게 선별·상품화하고 있음.

•  인제군 지역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오미자의 생산을 위하
여 3년 주기로 오미자 수확 후 오미자 가지치기(일명‘삭발’
작업 – 지상부 <줄기>를 20㎝이하만 남기고 잘라냄)실시
하고 있으며 작업 후 2년차부터 수확을재개(타 지역과 구
별되는 인제군 오미자 재배방식)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오
미자를 생산하고 있음.

전국 임산물생산조사(2017년)에 따르면 인제오미자는 전국 생산량(10,078톤)의 약
4.4%(441톤, 전국 5위)를 생산하는 주산지이며 강원도 오미자 총생산량의 57.4%를 차지
하고 있다.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전국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강원도 춘천도
호부 인제현」에 ‘오미자’를 소개하고 있고, 조선시대(중종 25년, 1530年) 인문지리서인 「신
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인제현(麟蹄縣)」 ‘토산편’ 에 ‘오미자’를 기록하고 있어 
오미자는 예로부터 인제군 지역의 유명특산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제오미자

오미자진액 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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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043-743-0330
전화, 택배, 인터넷 주문 배송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경매참여: 12월중 상설 경매시장 개설
 (청과상회, 상촌농협)

2009. 6. 23.
영동곶감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191
043-743-0330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
8~10월초

•  영동군은 삼도봉, 민주지산, 천마산 등 고산이 위치한 산
간지형을 이루고 있어 곶감 건조시기인 10~11월 최고기
온과 최저기온의 온도차가 10.2°C로 일교차가 큰 편이다. 
이런 자연환경 덕분에 자연 건조에 의한 당도가 높은 곶감이 
생산되며, 색깔이 고와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  청정지역 산간마을의 현대화된 건조시설에서 자연건조된 
영동 곶감은 수축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표면에 주름이 
없고 육질이 균일하며, 영양성분의 유출이 적어 한국식품
영양학회지등 학술지를 통해 그 우수성이 검증된 바 있다.

•  산림청 제24호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 타 지역의 일반 
곶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영동의 대표적 명품브랜드 
특산품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
재까지 매년 개최되는 ‘영동곶감축제’를 통해 그 명성을 홍
보하고 있다.

조선후기 김종호가 집필한 “대종지지”와 이병연이 집필한 “조선환여승람”에 그 지방의 특산물
을 의미하는 토산에 영동군에는 맛좋은 감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예부터 영동지방에서 품질 좋
은 감이 생산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영동의 상징물인 군나무로 지정되어 식재된 영동시내
의 감나무 가로수는 전국에 명성이 널리 알려져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Yeongdong Persimmon Dried)

영동곶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4호

www.gssrpp.com
오픈마켓, 직거래

2005. 8. 25.
괴산군고추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043-830-3724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8~10월초

•  해발 250m의 산간 고랭지로 연평균 기온 9.9°C, 고추의 주 
생육기인 5월 말부터 고추의 생육적온인 주간 25~30°C, 
야간 15~20°C를 유지하여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청정지
역으로 고추의 색상이 선명하고 산뜻하며 특유의 맛과 향
이 살아있는 괴산청결고추가 생산되고 있다.

•  괴산지역 대부분이 배수가 잘 되며 보수력이 있는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과 장마에 
잘 견딜 수 있어 고추재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특히 괴산군은 전체의 76%가 임야이고 밭작물이 많이 재
배되며, 그중에서도 괴산청결 고추는 찰옥수수와 더불어 괴
산의 대표작물이다.

괴산군은 조선시대부터 고추를 재배한 지역으로 농가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특화작물이다. 괴산청결고추는 전국 최초로 고추산업특구지정, 지리적표시제등록, ISO품
질 인증, 콜러스터사업 선정, HACCP인증, 괴산고추 지리적표시등록, 괴산고춧가루 지리적
표시 등록,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 선정 등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Goesan Red Pepper Dried)

괴산고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호

고추잠자리 골드(매운맛) 3kg 괴산 청결고추(3kg,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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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2010. 03. 10.
(사)보은군황토대주연합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17-13
043-544-3414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건대추:연중/생대추:매년10~11월

•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처가 울겠다>, <대추노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 대추의 주산지인 보은지방에서
는 대추가 많이 생산되었고, 대추가 보은의 특산물로 유명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충청북도 보은은 속리산 청정지역의 께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추의 당도가 높고 열매가 크며 과육이 많아 생대
추로 먹기에 좋다.

•  보은대추는 건조했을 때 주름이 일정하여 속살이 탄탄하며 
색깔이 맑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수화물, 칼슘, 
칼륨, 철 등의 무기물, 사포닌 성분이 많아 영양적으로 우
수하다.

대추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 명종18년에 널리 재배를 권장하였
고, 특히 조선중기에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확산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각종 역사적 
고증 서적에 보은대추의 우수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규합총서〉에는 8도의 대표 
농특산물로 보은대추가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세시기〉에는 보은지역은 지리적으로 대추
가 잘 열리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다.

(Boeun Jujube)

보은대추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7호

www.gssrpp.com
오픈마켓, 직거래
농협쇼핑물
괴산장터

2005. 11.  7.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204
043-834-0350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연중

•  해발 250m의 산간 고랭지로 연평균 기온 9.9°C, 고추의 주 
생육기인 5월 말부터 고추의 생육적온인 주간 25~30°C, 
야간 15~20°C를 유지하여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청정지
역으로 고추의 색상이 선명하고 산뜻하며 특유의 맛과 향
이 살아있는 괴산청결고추가 생산되고 있다.

•  괴산지역 대부분이 배수가 잘 되며 보수력이 있는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과 장마
에 잘 견딜 수 있어 고추 재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   특히 괴산군은 전체의 76%가 임야이고 밭작물이 많이 재
배되며, 그 중에서도 괴산청결 고추는 찰옥수수와 더불어 
괴산의 대표작물이다.

•  1995년에 설렵된 괴산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4톤/일 생
산이 가능하며 HACCP 인증업체로 쇳가루 제거, 자외선 
살균, 금속검출기, 철저한 위생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고
춧가루(상표영:고추잠자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조선시대부터 고추를 재배한 지역으로 농가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특화작물이다. 괴산청결고추는 전국 최초로 고추산업특구지정, 지리적표시제등록, ISO품
질 인증, 클러스터사업 선정, HACCP인증, 괴산고추 지리적표시등록, 괴산고춧가루 지리적
표시 등록,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 선정 등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Goesan Red Pepper Powder)

괴산 고춧가루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호

고추잠자리 골드(매운맛) 3kg 괴산 청결고추(3kg,6kg) 보은대추 1kg 햇살대추칩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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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산림조합 043-847-4201
충주소태농협 043-856-1605
농가 전화주문(택배가능)

2011. 4. 25.
(사)충주밤생산자연합회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79
043-850-5815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
8월말~10월중순

충주밤 2kg

•  충주밤은 피부미용에 좋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  충주밤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으며 전분,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 무기 성분, 비타민,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는 쌀에 비해 4배가 
되며, 인체의 발육과 성장을 촉진에 도움을 준다.

•  밤은 알이 굵고 모양이 도톰한 것이 좋은 것이다. 껍질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선명한 갈색을 띠고 있으면 더욱 
좋다. 또한, 손에 쥐었을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밤은 늦여름부터 10월 중순 정도까지 수확하여 가을철 본격적인 제철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충주밤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으며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최고로 꼽히며, 200여 밤 품종 
중 가장 고급품종인 단책, 옥광, 이평, 석추, 만적이 주로 생산된다. 이 중 이평밤은 밤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빛깔이 좋고 속껍질의 떫은 맛이 없어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가장 좋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8호

(Chungju Bam(Chestnut))

충주밤

구매방법
충주으뜸농원 www.sagaksagak.com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2006.12.11.
충주사과생산자 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충북 충주시 번던2길 36
010-8472-7377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
연중

충주사과 5kg

•  충주는 우리나라 중앙부와 충청북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월악산과 천둥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분지로 연
평균 일조시간은 2,405시간이며 사과의 생육기인 4월~11
월의 일조시간이 1,677시간으로 일조량이 풍부하며, 연평
균 기온이 11.2°C로 사과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충
주지역 과수원의 토양성분은 사양토와 양토가 상당부분 차
지해 통기성, 보비력, 보수력 면에서 사과나무의 생장에 적
합하다.

•  충주지역에는 충북원예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사
과가공공장, 사과주 생산공장, 사과시험장, 사과과학관 등
의 사과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품종
개발, 재배기술발전, 가공산업육성 등 사과산업 발전에 필
요한 종체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있다

충주사과는 1912년경 지현동 526번지(현 용운사부근)에 조생종 50여주를 식재한 것이 최
초였으며, 개량종인 왜금, 홍익을 고구문거리(북문통)에 많이 재배하였다. 1920년대 이후
에 안림동 안심부락, 교현동 대가미못 부근에 국광 사과를 다량 재배하고부터 충주가 사과
의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계속해서 사과재배 농가가 늘어나 현재는 충주
시 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후지 등 신품종 사과 재배 면적이 약 2,000ha에 이르고 있
으며, 서울 등 대도시 사과 거래 장터에서 가장 높은 값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사과 중 최고
의 명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Chungju Apple)

충주사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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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09. 12. 17.
(사)영동포도연합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영동대 산학협력관 410
043-744-6492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
8~9월말

•  영동군 지역은 소백산맥의 추풍령 자락에 위치한 준 산
간 지역으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긴 지리적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영동포도는 껍
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색깔이 선명하고 단맛이 풍
부하면서도 산도가 높아 단맛과 신맛이 잘 조화 된 것이 
특징이다.

•  영동군의 포도재배면적은 전국의 7.7%에 해당되는 950ha
로 전국 제1의 포도주산지로써 연간 생산량이 20천 톤에 
이르며 그 총 소득액만도 430억으로 영동의 대표 작목으
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포도재배는 전래의 기록이 뚜렷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그 당시 포도는 개성에서 재배 될 뿐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자고로 산간에 머루라고 하
는 포도 속 식물이 야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실을 더러는 양조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포도 
개발을 서두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포도의 본격적인 재배는 구한 말 일본을 통해서 미
국계 포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전국 포도 생산량의 12.8%를 차지하는 영동, 추풍
령 산자락에서 자라나는 영동포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Yeongdong Grapes)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0호

영동포도

오픈마켓, 직거래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 
직판 및 택배 (043-422-7130)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2007. 5. 4.
단양마늘동호회 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
4로 42
043-422-7130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
7월말

•  단양지역은 대석암층군에 속하여 전 지역에 걸쳐 석회암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석회의 요구도가 높은 마늘생육
에 유리하다. 점토함량이 많은 식양토의 비율이 높아 마늘
통이 단단하고 열구가 적으며 우수한 품질의 마늘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다.

•  단양지역 토양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비교적 높
고, 인산의 함량이 적어, 마늘 생육 상태가 좋은 것이 특징
이다. 단양지역의 11~2월까지의 기온은 국내 한지형 마늘
주산지중 가장 낮으므로 마늘의 구형성에 유리하다.

중국에 전파된 것은 B.C.2세기에 지금의 이란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의 ‘향약구급방’에 마늘의 일종이 재배된 기록이 있다. 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는 알
리신에 의한 것으로 평소에는 알린 상태로 존재하다가 세포가 죽거나 파괴되면 효소에 의해 
항균성 물질인 알리신으로 분해되는 것이라고 한다. 마늘은 대개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나뉘
는데 단양마늘은 대표적인 한지형 마늘이다. 단양지역의 낮은 겨울 기온은 품질 좋은 한지
형 마늘 생산에 적합하다.

(Danyang Garlic)

단양마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9호

단양마늘 (상품/중품) 단앙마늘 박스포장 영동포도



54

등록일자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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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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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대학찰옥수수마을 banggok.invil.org
괴산장터영농조합법인 www.gscom.kr

2011. 5. 4.
괴산대학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154-1
010-6406-7273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7월초

괴산찰옥수수

•  일교차는 찰옥수수의 당도 등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재배 
시 당도가 높은 찰옥수수의 생산이 가능한데, 찰옥수수의 
완숙기인 7~9월 괴산군의 월평균 일교차는 10.4°C로 좋
은 품질의 찰옥수수 생산이 가능하다

•  괴산군에서는 찰옥수수의 연작장해를 막기 위하여 찰옥수
수의 후작으로 배추 등의 타 작목을 재배하여 이듬해 찰옥
수수의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있다

•  또한 타 품종의 혼입에 따른 찰옥수수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재배초기부터 4km 인접지역에는 타 품종의 찰옥수
수 재배를 금하고 있는 등 재배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괴산찰옥수수의 품종은 연농1호로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가 재직시절에 육종하였다 하여 
일명 대학찰옥수수로 불리기도 한다. 연농1호는 충남대학교 유전학 연구실에서 1979년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집한 옥수수를 분류 계통화 하여 이를 우량계통간 교배를 통해 교잡
종을 육성하여 개발된 것이다. 괴산군의 연평균 기온은 11.2°C로 비교적 높으며, 특히 찰옥
수수의 파종 시기인 3월에 12.1°C로 다른 찰옥수수 주산지에 비해 높고, 생육기인 4월~9월의 
평균 기온이 19.3°C로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인 찰옥수수 재배에 알맞은 기후조건이다.

(Goesan Chaloksusu (Waxy Corn))

괴산 찰옥수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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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택배가능

2006. 9. 15.
정안밤 생산자영농조합법인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219
041-858-904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일원
9~10월

•  정안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정안천이 흐르고 있고 무성산과 
차령산이 남과 북으로 형성하고 있어 비옥한 토지 및 적
정한 기온과 강우량, 일조량 등으로 밤나무 생육에 적합
한 지역이다.

•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 철, 칼륨 등의 
영양소가 들어 있어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원기를 북돋우
고, 소화기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어 이유식과 환자 회복식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차령산맥에 있는 공주시 정안면은 배수가 좋고, 사질 토양을 갖고 있어 최적의 밤나무 생육
지로 꼽힌다. 정안밤은 떨어진 알밤만을 수확하여 상품화한 것으로, 당도가 뛰어나며, 저장
성이 좋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현재 친환경(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는 정안밤은 일찍
이 신품종 개발과 육총기술을 보급하여, 병해충에 강한것이 특징이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호

(Jeongan Chestunt)

정안밤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사)한산모시조합 www.hansanmosi.or.kr
오픈마켓, 직거래
한산모시홍보관(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한산모시홍보관 1층 /041-952-9480)

2006.12. 29.
(사)한산모시조합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73번길 22
041-951-9480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
연중

한산모시 정안밤필모시 上품 정안 알밤 4kg

•  한산을 중심으로 한 서천지역은 차령산맥 남단에 위치하며 
금강의 강줄기가 서해로 빠져드는 길목에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나지막한 산세들이 모시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  1999~2004년 동안 서천지역의 평균 최저기온은 9.4°C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312.3mm, 상대 습도는 72%로 
비가 많고 습윤한 지역으로 모시재배에 최적의 조건이라
할수있다.

•  서천지역은 모시의 등급별로 짜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어 
모시짜기 기술이 분업화·전문화되어 있고, ‘한산모시 짜기’ 
제1대 기능보유자 문정옥씨를 비롯하여 제2대 기능 보유
자 방연옥씨 및 전수교육 조교인 박승월, 고분자 등이 모
두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한산모시짜기’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여름 평균기온이 높고, 해풍으로 습하고 토양이 비옥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은 우수한 품질의 모시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산지방의 구전에 따르면 
삼국시대 때로 한 노인이 건지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모시풀을 발견하였고, 
이를 재배하여 모시를 짜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예종 때에는 한산지역의 생저를 토산품 
공물로 지정했었다. 18~19세기에는 저산팔읍에서 생산된 모시가 많이 유통되었다고 한다.

(Hansan Mosi)

한산모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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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gugija.co.kr
전화주문, 택배가능

2007. 1. 31.
청양구기자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4길 28
041-943-6999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10중순~11월상순

•  청양은 일교차가 크고 물빠짐이 좋아 우수한 품질의 구기
자가 생산되는 곳이다. 구기자는 부드러운 맛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초로서 이른 봄에 채취한 어린순은 겨울
의 추위를 견뎌 나온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몸에 활력을 불
어넣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구기자의 열매나 뿌리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고 있고 
구기엽은 차(茶)로 이용하고 있는데, 차는 카페인이 없는 
건강차로 순환기 계통에 작용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좋은 효과가 있다.

•  예로부터 구기자주는 약주로 애용되어 말린 구기자와 설
탕과 소주를 밀봉하여 2개월 정도 후에 마시면 숙취가 없
고 머리가 깨끗하다고 한다.

예로부터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구기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청양은 기후와 토양환경이 구기자 재배에 적합하여 고품길 구기자를 
생산하는 전국제일의 구기자 명산지이며 알구기자를 비롯하여 구기자진액, 구기자티백차,
전통 구기자 차, 구기자 오자황 등 각종 구기자 가공품들을 개발하여 공급하고있다.

(Cheongyang Gugija)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호

청양구기자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07. 12. 20.
청양고추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노로목 후동길 35-13
010-9523-9506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8-9월

•  청양지역은 칠갑산 등의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바람과 태
풍의 피해가 인근지역보다 적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형성
된 청양고추 주산지역은 금강과 지천의 작은 계곡들이 지
나가고 있어 고온기 갈수기에도 물이 고갈되는 일이 없
어 균일한 고품질 고추 생산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
고 있다.

•  충남 내륙에 위치하면서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양성기후
의 영향을 받아 한여름 고온기에 호흡열에 의한 양분소모
가 적어 과피가 두껍고 윤기있는 고추가 생산되고 있다.

청양고추(靑陽고추, Chungyang Red Pepper)는 한국에서 재배되는 고추 중 가장 매운 고
추 품종 중의 하나다.1983년 〈중앙종묘〉의 유일웅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청송, 영양
지역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년간 연구 및 시험재배를 했기 때문에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청양고추”라고 이름지었다. 청양고추의 매운 정도는 4000~1만2000 스코빌에 
이른다.

(Cheongyang Hot Pepper)

청양고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0호

청양 말랭이 건고추 청양고추 1kg 청양건구기자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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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5.
(사)예산군황토사과 연합회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041-331-3506(농협)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5~9월

•  예산사과는 충분한 가을빛과 적당한 일교차, 미네랄이 풍
부한 황토 흙 등 사과재배에 알맞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과육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으며,
새콤 달콤한 맛과 향기가 있어 예산사과만의 독특한 품질
을 인정받고 있다.

•  일반 사과에 비해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좋고 사과껍질의 
질소, 칼륨, 망간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저장 중 에틸렌 
발생량이 낮아 경도, 색도, 기능성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
키는 특성을가지고있다.

1923년 처음 재배 이후 1924년 한국인으로서는 삽교읍 조경국에 의하여 경제적인 목적으
로 재배가 시작되어 1941년 36명의 과수업자는 경남과물협동조합(예산능금농협의 전신)을 
설립하였다. 이후 활발하게 예산사과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주품종은 홍옥, 국광 등이다. 
1960년대 당시 예산농업고등학교 이종건 교장선생님의 방침에 따라 윤용건 원예(과수)담
당 선생님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급 개발되어 오늘의 예산사과를 발전시켜온 모체가 되었
다. 비록 생산량은 전국의 4.1%로 전국시군단위 5위이고 충남의 49%이지만, 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Yesan Apple)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6호

예산사과

예산사과 예산사과즙 110ml×50포예산사과즙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호두생산농가 전화를 통한 택배판매

2008. 12. 23.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3길 25
041-567-0010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9월초~10월초

•  천안호두는 다른 지역의 호두보다 무기질, 유리아미노산, 
단백질과 지방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맛이 고소한 것
이 특징이다.

•  천안호두와 타 지역 호두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천안
호두는 지방이 63.806%/100g, 수분이 13.739%/100g
으로 타 주산지 호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호두의 무기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칼슘과 망
간의 함량이 각각 18.797mg/100g, 10.920mg/100g
으로 타 지역의 호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외에도 천안호두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리아미노 산성
분을 분석한 결과, 천안호두는 1,271.932mg/100g으로 
타 지역 호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호두는 우리나라에서 정월대보름의 부럼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로 
모두에게 친숙한 식품이다. 호두는 심장의 보약이라 불릴만큼 신장에도 좋지만, 뇌 건강에
도 좋아 꾸준히 먹으면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의 활력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다. 동
의보감에서 호두는 신경쇠약증, 불면증, 여성이유방이 붓고 차가울 때, 임질하복통, 고질적
인 부스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천안호두는 건강식품이자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Cheonan Walnut)

천안호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8호

청양고추 1kg 천안호두과자 1박스 160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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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만인산농협 www.maninsan.co.kr

2011. 5. 4.
금산깻잎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비실길 15
041-751-9266~7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연중

•  금산깻잎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금산에서 재배되는 깻잎은 만추깻잎으로 일교차
가 큰 해발 250m의 분지형 고지대에서 재배 되어 깻잎 특
유의 색깔이 진하고 앞, 뒷면의 적자색이 선명하게 나타난
다. 또한, 잎이 크고 두터워 씹히는 맛이 좋고 저장성이 뛰
어나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  금산깻잎에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인 β-카로틴성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β-카로틴은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하면 비타민A로 전환
되어 시각형성, 성장, 세포분열 및 증식,  면역체계의 보존
에 관여하는데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없어 매우 안전
한 형태의 비타민A로 불린다.

•  또한 노화방지 및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타 지역의 깻잎보
다 2배 이상 높다.

깻잎의 원산지는 동남아시아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충청남도의 최고봉인 서대산 영봉 아래 산 좋고 물 맑은 
금산군 추부에 깻잎재배가 시작된 때는 1982년도부터이며, 60년대 말부터 조직된 시설채
소 작목반원 20여 명에게 보급하면서 오늘날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는 대단위단지로 발
전하였다.

(Geumsan Perilla leaf)

금산깻잎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6호

금산깻잎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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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전화주문, 택배가능

2014. 2. 10.
청양칠갑산표고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치길 130
010-5453-7055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연중

•  청양표고버섯은 충청남도에서는 예외적 산간지형인 청양
의 기후적 특질로 인해 버섯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으며,  
타지역 표고에 비해 갓과 대가 두꺼운 특징이 있다.

•  청양표고와 타 지역 표고버섯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
과, 청양표고는 인과 칼륨, 구성아미노산 함량이 각각 
152.7mg/100g, 3329.5mg/100g, 3329.5mg/100g
으로 타 지역의 표고버섯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  청양표고버섯은 전국 생표고 총 생산량의 7.5%, 건표고 
총 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여 톤을 생
산하여 250여 농가에서 160억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동양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은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 마른나무에서 자란다. 표고 갓은 
3~6cm로, 어두운 흑갈색이다. 표고는 건조저장함으로써 특유의 향기가 생성된다. 청양은 
충남에서 예외적 산간지형으로, 기후적 특질 덕분에 맛과 향이 우수하며, 타 지역의 표고버
섯과 비교해 갓과 대가 두껍다. 표고버섯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와 소장의 기능을 원활히 하여 비만, 당뇨, 심장병 등의 성인병과 변비 등의 예방효
과가 있다.

(Cheongyang Pyogo(Oak mushroom))

청양 표고버섯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7호

표고버섯 1kg 표고버섯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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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2013. 11. 13.
서산팔봉 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산시 팔봉면 방길천길 125번지
010-8806-6047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일원
6월 말 ~7월 초

•  예로부터 서산팔봉지역은 서해안 해풍에 의한 적당한 바
람과 팔봉산 기슭 80만평의 유기질이 풍부한 사질양토지
대의 비옥한 토질, 해양성 기온이 만나 천혜의 구근류 재
배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풍부한 내륙수자원을 바
탕으로 한 발달된 수리 및 관개시설과 농업용수로 인하여 
감자재배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  서산 팔봉지역은 해안접안지에서 팔봉산을 중심으로 중
고랭지 감자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로 일대 
2,640,000㎡ 규모의 토지에 현재 160ha의 대규모 감자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또한 서늘한 기후에 의한 생육환경과 재배일수 연장으로 
감자의 최적 생육조건에 자라나 저장양분의 축적이 많아 
수분함량이 적고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동일작형, 동일품
종에 비교해서 섬유질이 풍부하여 찐감자로 식용시 포슬
포슬한 맛이 일품이다.

감자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1824년과 1825년 사이에 관북에서 처음 들어왔다
고 한다. 감자가 우리 땅에 본격적으로 심어진 것은 189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에서 재
배 면적이 급격하게 늘게 되는 동기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땅에서 쌀을 공출하면서 
대체 식량작물로 감자를 보급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짠음식을 많이 먹는 한국 사람은 칼륨
이 많이 함유된 감자를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데도 좋다. 서산팔봉지역은 해풍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으로 감자재배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Seosan Palbongsan Gamja(Potato))

서산 팔봉산감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9호

(Cheongyang Bam(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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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장, 전화주문, 택배가능
(041-944-0342)

2014. 2. 10.
청양군산림조합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64
041-944-0342
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9~10월

•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의 공물로 황밤(말
린밤)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주목과 홍주목에 많다라고 하
였는데 청양군의 전신인 정신현(공주목)과 청양현(홍주목)
이 모두 이에 속하는 지역이다.

•  청양밤은 칠갑산이 청양의 정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 맑고 
청정한 칠갑산자락에서 하늘빛·물빛·땅빛 모두 고운 천혜
적인 자연환경 속에 생산된 신실한 알밤으로 토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타 지역보다 게르마늄 성분이 특히 많이 함
유되어 있다.

•  21세기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있는 청양밤은 자연의 산물이며, 베타카로틴 함유량도 
높아 밤 속이 호박속처럼 노래서 최고의 품질로 각광받고 
있다.

〈세총실록지리지〉에 등장하고, 옛부터 충청도의 공물로서 왕실에 제공되었다는 청양밤. 구
전에 의하면 청양칠갑산밤은 본래 약용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조선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
약용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약용 선생이 1795년 현재 청양의 금정역 찰방으
로 부임 했던 시절 백성을 이롭게 하고 조상을 정성껏 모시기 위하여 밤나무 재배를 권하였
으며 민간 요법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약용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청양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8호

청양밤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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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오픈마켓 (옥션, 11번가, G 마켓), 롯데몰,  
네이버 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천안 배 농협하나로 마트

2013. 12. 10.
하늘그린천안배 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로 508
041-582-0091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10월초

•  천안(성환) 신고배는 1909년부터 성환 지역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9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일제시대부터 배 
재배가 시작된 성환 지역은 토양환경이 배 재배에 알맞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당도 향상에 적합하다.

•  이외에도 과원의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배 주산지로 
성장했다 .

•  배 품종 중의 하나인 신고배가 천안배의 대명사로 되었고, 
‘천안 신고배’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배를 뜻하는 한자 이(梨)는 이로울 이(利)와 나무 목(木)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과와 함께 가
을철 과일의 왕으로 손꼽히는 배는 약 3천 년 전부터 재배된 역사 깊은 과일이다. 배는 우리
나라에서는 배를 생과일로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배숙이나 
배즙 탕, 배오미자 화채, 배 꿀 찜 등 배를 이용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안 신고배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Cheonan Bae(Pear))

천안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2호

하늘그린 신고배 5kg/9-1과 하늘그린 신고배 10kg 12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오픈마켓, 전화주문 041-835-9114

2016. 9. 5.
부여군표고생산자연합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684
041-835-9114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연중

•  부여는 분지형 지형으로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고 일교차
가 크다. 또한, 금강의 영향으로 이슬이 많고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대기중에 상대습도가 표고의 생육
에 적정하게 유지된다.

•  부여에서는 이처럼 표고발생 및 생육에 적합한 자연적 여
건과 비음 및 급수 시설을 갖춘 시설재배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생표고 수확을 위주로 재
배하는 형태이며, 중·저온성 품종을 주 재배품종으로 통
일하고 임산물 브랜드화 등의 품질규격에 맞는 고품질 버
섯을 생산한다.

•  생산이력관리 등을 통해 2007년부터 GAP인증농가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출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저온 냉풍식 건조 신기술등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경
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1987년 표고조합 회의록을 볼 때 그 이전부터 부여지역에서는 표고버섯을 재배한 것으로 
추정된다.1960년대 공주지역이 표고재배 주산단지임을 감안하면 오래 전부터 부여지역에
도 표고버섯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표고버섯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부여표고버섯 (38.9%)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신문,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 공중파 TV채널 등을 통해서도 그 우수성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Buyeo Pyogo(Oak mushroom))

부여 표고버섯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3호

부여표고버섯 부여표고버섯세트 3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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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소곡주’는 원료 곡물을 지금도 서천군 한산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찹쌀만을 사용하며 인공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아 소곡주 본연의 담황색이 진하고 은은한 향미가 풍부
한 우수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  한산소곡주는 술맛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성분인 ‘유리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전통주에 
비하여 본연의 담황색(색도 b값 분석)이 진하고 유리당
(sucrose, glucose, fructose)이 풍부한 전통주이다.

•  한산소곡주는 역사와 전통이 1,500년이 넘는 전통주로 서
천군은 최근 한산소곡주의 날을 제정하고 소곡주를 주제
로 한 축제도 개최하는 등 전통을 기리고 관광상품으로 알
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한산소곡주는 찹쌀로 지은 고두밥을 잘 식힌 뒤 누룩과 엿
기름, 메주콩과 고추를 섞어주고 여기에 말린 국화꽃과 솔
잎, 모시가루를 함께 넣은 후 영상 6도에서 14도 사이의 
저온을 유지 하는 조건에서 100일간 숙성시킨다. 이 숙성
과정을 통해 술은 더 부드럽고 그윽한 풍미를 가지게 된다. 

충남 서천군의 한산지역(옛 한산현)에서 양조된 소곡주를 ‘한산소곡주’라고 한다. ‘소곡주’는 다
른 전통주에 비해 누룩을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로 ‘少麯酒’라고도 하고, ‘하얗다’는 의미의 ‘소
(素)’자를 사용하여 ‘素麯酒’로도 표기하는데 이는 한산지역의 구전에 의하면 이 술을 빚을 때
는 몸을 정갈히 한 후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술을 빚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산소곡주는 음력으로 10월에 술을 내려 이듬해 1월까지 100일 이상 발효·숙성시키는데 그 
맛이 워낙 좋아 한번 앉으면 술병을 비워야 하며 취해서 일어날 수 없다 하여 일명 ‘앉은뱅이 
술’로도 유명하다. 

(Seocheon Hansan Sogokju)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0호

서천 한산소곡주

구매방법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
(네이버 ‘은순이 한산소곡주’검색)

2021. 9. 13.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42-1
041-951-3840
충남 서천군
(한산면, 기산면, 마산면, 화양면)
382,800리터
연중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소곡주500ml

특 징 등록정보

구매방법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직거래, 전화주문, 택배가능

2018. 5. 29.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480-77
041-675-4645
충청남도 태안군
10월 중순~5월 중순

태안 달래

•  태안 달래는,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
립공원이 소재한 청정해안지역의 해풍과 해무 등의 영향
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

•  태안지역의 황토 토질이 달래의 향과 맛, 당도를 더욱 높이
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을 풍부하게 한다.

알싸한 맛이 매력인 달래는 겨우내 잠들었던 입맛을 살려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
강식품이다. 예부터 달래의 줄기와 수염뿌리를 말려 소주에 넣고 밀봉해 두세 달쯤 지나 약
술로 먹었다.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달래의 줄기를 약재로 쓰기도 했다. 국내 유일의 해안
형 국립공원에서 자라나는 태안 달래는 해풍과 해무 등의 영향으로 맛과 향을 자랑한다.

(Taean Dallae)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6호

태안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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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머루

순창전통고추장

덕유산고로쇠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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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천마

무주사과

무주호두

무주오미자

군산쌀

장수오미자

부안오디

지리적표시 농식품 가이드

장수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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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홈페이지 연락처 게시 mj1614.com
무주군 재배농가 전화를 통한 택배 판매
온라인주문(http://www.mj1614.com/
shop/main/index.php)

2008. 12. 23.
무주머루영농조합법인
전북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13
063-323-7788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9~10월

•  무주지역은 예로부터 덕유산자락의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일대와, 적상면 삼거리 일대의 산야에 머루가 대규모로 자
생하였는데, 산야에서 채취된 머루를 이용하여 생과로 식
용하거나, 술로 빚어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청정 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주머루는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적어 신맛이 적으며, 비타민C 함량이 많은 것이 특
징이다. 내한성 미 병충에 강하며, 야생종으로 어느 토양
에도 잘 자라고 수세가 강하나, 습지와 저장성에 약하다.

•  무주지역은 우리나라 중남부의 고랭지 지역으로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지리적특성으로 머루의 송이가 크고 과피가 두
꺼운 것이 특징이다.

무주지역 토착민요인 ‘산이노래’등에 머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머루가 무주
지역에 많이 자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유산자락의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일대와 적상
면 삼가리 일대의 산야에 대규모로 자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12월 23일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여 무주머루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덕유산 자락의 청정 무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주머루는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으며,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Muju Wild Grape)

무주머루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0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www.gochangbokbunja.com

2004.1. 15.
고창으뜸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35
063-561-0209
전라북도 고창군 일원
매년

•  고창지역의 복분자 주산지는 대부분 바다와 인접하여 대
부분 표고가 낮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재해
피해가 적으며 눈과 강우가 많아 복분자 생육에 아주 좋
은 지형이다.

•  복분자 수확시기인 6월 고창군 강수량이 153mm로 적
기 때문에 당도 높은 고품질의 복분자 생산에 유리하다.

•  고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는 황토에서 자라 미량요소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서해에서 부는 해풍의 영향을 받
아 복분자 고유한 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요강을 뒤엎는다는 복분자의 효능은 유명한 이야기다. 복분자는 나무에 열리는 딸기의 한 종
류인데, 세종12년(1429)에 중국 황제의 생일 축하사절단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약
효를 검증받을 때도 복분자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흔히 산딸기로 불리는 복분자는 실제로 비
뇨생식기 계통을 강화시키고, 소변의양과 배설시간을 정상화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복분자의 검은 색소를 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방지에 좋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창복분자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호

(Gochang Black Raspberry Wine)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주 복분자주 선물세트 특4호 무주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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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홈페이지 연락처 게시 mj1614.com
무주군 재배농가 전화를 통한 택배 판매
온라인주문(http://www.mj1614.com/
shop/ma in/index.php)

2011. 2. 7.
덕유산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95
063-322-5888
전라북도 덕유산 지역 일원
2~3월

•  무주, 거창의 덕유산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에는 여러 가
지 무기 성분이 들어 있지만, 칼슘(Ca)과 마그네슘(Mg), 
나트륨(Na) 등이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덕유산 고로쇠수액과 타 지역 수액의 영양성분 중 고형분
을 분석한 결과, 무기질 중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인, 망
간 등이 타 지역보다 다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뿌연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며 침전물이 
보이는 것은 고로쇠수액 속의 섬유질이 천연자당과 엉켜 
생겨나는 현상이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

신라말 풍수학의 대가로 알려진 승려 도선은 절에서 참선을 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오랜 수
행으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서다 그만 가지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가
지가 부러진 줄기에서 솟아나온 수액을 마신 도선은 신기하게도 무릎이 쉽게 펴지었다하여 
골리수(骨利水; 뼈에 이로운 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Deogyusan Painted Maple Sap)

덕유산 고로쇠수액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3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www.sungdojip.kr
구매방법

2005.10. 24.
순창전통고주장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22-3
063-653-3376
전라북도 순창군 일원
연중

•  순창지역의 연평균기온은 12.8°C이고 습도는 72.8%로
서 식품의 발효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순창은 예
로부터 옥천(玉泉), 옥천(玉川)고을로 불릴 정도로 물이 좋
은 고장이며 특히 다른 지방에 보다 철분이 많아 장맛에 좋
은 영향을 미친다.

•   순창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35세 이상의 여성에
게만 전통 고추장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기능인자격을  부
여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 과정에 대한 경험 
습득을 통하여 고추장을 제조하고 있다.

•   청정한 자연환경과 섬진강 상류의 께끗한 지하암반수와 장
의 품질을 좌우하는 효모균 번식에 최적인 기후조건, 전통
적 방법으로 제조된 순창고주장은 타 지방에서 찾아보기 힘
든 검붉은 빛깔과 은은한 향기가 뛰어나며 감칠맛이 일품인 
것이 특징이다.

수문사설(조선시대 어의 이시필, 1658~1724)중 식치방에 ‘순창고추장 제조법에는 곡창 지대
인 순창지방의 유명한 고추장을 이용하여 전복, 큰새우, 홍합, 생강 등을 첨가 다른 지방과 특이
한 방법으로 담갔는데,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주연
문장 전산고(이규경) 1788~1863), 그리고 규합총서(벙허각 이씨, 1809년)에는 순창 고추장을 
지역특산품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찹쌀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등 현재 순창지역의 고추장 담그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순창 전통고추장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호

순창 전통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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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홈페이지 연락처 게시 mj1614.com
무주군 재배농가 전화를 통한 택배 판매
무주머루와인동굴 체험 및 판매

2011. 4. 25.
(사)무주머루와인생산자단체협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13
063-323-7788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연중

•  무주머루와인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비타민C 
함량이 많은 무주산 머루를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
깔과 선명도가 높고 머루향이 진하여 머루 본래의 향과 맛
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다.

•  최근 머루와인의 독특한 맛과 향 등의 품질과 건강식품 
및 전통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머루와인 성분분석 
및 식품개발에 따르면 무주머루산업(머루와인)은 품질고
급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식품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되었다.

•  무주지역에서는 관내 청정 고랭지역에서 재배·생산된 머
루를 이용하여 소규모단위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과
즙개량시 20~25°C 상태로 장기간 동안 발효시켜 머루와
인의 맛과 향을 시키고, 자연유하방식으로 압착 후 1~3년
이상 숙성기간을 거쳐 머루와인을 생산한다.

덕유산자락의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일대와, 적상면 삼가리 일대의 산야에 머루가 대규모로 
자생하였는데, 산야에서 채취된 머루를 이용하여 생과로 식용하거나, 술로 빚어 이용한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에도 농가에서 머루를 재배·생산하여 술로 빚어 이용하는 방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포도와인에 비하여 인체의 활성성분인 풀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
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7호

(Muju Wild Grape Wine)

무주 머루와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고장농협 gochnh.com
구매방법

2007. 8. 27.
고창복분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녹두로 1114
063-564-9909
전라북도 고창군 일원
6~7월

•  고창지역의 복분자 주산지는 대부분 바다와 인접하여 대
부분 표고가 낮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재
해 피해가 적으며 눈과 강우가 많아 복분자 생육에 아주 
좋은 지형이다.

•  복분자 수확시기인 6월 고창군 강수량이 153mm로 적기 
때문에 당도 높은 고품질의 복분자 생산에 유리하다.

•  고장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는 황토에서 자라 미량요소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서해에서 부는 해풍의 영향을 받
아 복분자 고유한 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옛날에 한 부부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늘그막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너무 
병약하였다. 좋다는 약은 죄다 구하여 먹여 보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나가
던 스님이 복분자를 먹이라고 권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먹였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들은 매
우 튼튼해졌다. 그 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좋은지 소변을 보면 소변 줄기가 요강을 뒤
엎어 버릴 만큼 세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한 나머지 이 약재의 이름을 복분자(覆盆子), 즉 요
강을 뒤엎는 과실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고
창복분자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Gochang Black Raspberry)

고창복분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5호

고창복분자즙 복분자즙 60포 머루와인 750ml 2본머루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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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인터넷주문, 전화주문, 택배가능
(사)무주천마사업단 063-323-1771
 www.mjchunma.com
무주안성천마영농조합 063-323-3055
 www.mjcj.co.kr
무주군약조영농조합 063-323-3471
 www.muju9000.com
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 063-323-0201 
 www.chunmani.com
남영제약영농조합 063-322-4985
 www.nyherb.co.kr/shop
무주천마생산자영농조합 063-323-0011
금농식품 063-323-2456

2013. 1. 7.
무주천마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063-323-1771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4월, 10월

•  천마는 무주의 고산지역에서 최적 생육상태를 나타내며 
품질도 타 지역에 비하여 우수하다. 특히 천마는 해발 
600~800m정도의 고산 지대의 기후에서 배수가 잘되며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토지에서만 생육이 가능한 천연자연 
작물이다.

•  천마는 청정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약초로 농약이나 화
학비료를 사용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100%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주의 친환경 청정 이미지에 매
우 적합한 품목이다.

•  주재배지는 안성면으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
으며, 수확 기간으로는 10월 하순~11월 하순, 3월 하순
~4월 중순이며, 재배형태는 주로 노지재배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재배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지역 내 농가의 천마 재배기술과 재배환경적인 조건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천마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마는 하늘에서 떨어져 마목을 치료하였다고 하여 “하늘”이라는 뜻의 天과 마목의 麻가 합
쳐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해진다. <본초강목><향약집성방><약성론><진장기><일화자본초><도
경><동의보감〉 등에서 ‘모든 혀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 하기 어렵다’, ‘천마는 
다른 이름으로 적전지, 또는 정풍초라 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냉증이나 여러가지 마
비증,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것, 말을 많이 하면서 정신이 흐릿한 것, 잘 놀라고 정신이 흐릿한 
것 등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산 지대의 기후에서 배수가 잘되는 청정지역에서 생
육이 가능한 천연자연 작물, 천마는 무주의 친환경 청정 이미지에 매우 적합한 품목이다.

(Muju Cheonma)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5호

무주천마

군산팜 www.gunsanfarm.co.kr
대야농협 kissal.nonghyup.com

2008. 7. 30.
(사)군산흰찰쌀보리 생산자협회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010-3675-0553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4월 중순

•  군산지역은 금강과 만경강 하구의 하해혼성 충적토로 이
루어진 넓은 평야지대이며, 배수가 양호하고 바닷바람과 
염기가 풍부한 간척지로 옛부터 보리를 재배해온 보리재
배의 적지라 할 수 있다.

•  연평균 기온이 13°C로 연중 따뜻하며 기온의 급변화가 없
는 지역으로 특히 보리 재배기간(10월~익년 6월)의 평균
기온이 9.3°C이며, 같은 기간 강수량이 타 지역에 비해 적
어 좋은 품질의 보리를 생산할 수 있다.

•  이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군산찰보리쌀은 타 지역의 
쌀보리쌀보다 찰성이 강하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지리총서 〈읍지〉 중 전라도 옥구현(현 군산시)에 진상물품으로 보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1908년 간행한 한국수산지 제4장 전라북도 제5절 옥구부(현 군산시)의 
주요농산물로 보리가 소개되고 있다. 흰 찰쌀보리는 불리지 않고 쌀과 함께 바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으며, 찰기 있고 식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Gunsan Glutinous Barley)

군산찰쌀보리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9호

찰보리쌀 4kg군산쌀보리쌀 무주명품발효천마 50ml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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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호두가공육성사업단 전화주문, 택배판매

2014. 2. 10.
(사)무주호두 가공육성사업단
전북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로 856-56
063-320-2412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8월

•  무주군의 호두는 집단성과 차별성의 지역성, 역사성, 전통
성의 문화적 전통성을 갖는 중요한 향토자원으로 조선왕
조실록지리지(1425년) 태백산고본 55책 151권에서 호두
재배의 최적지로 무주현을 언급하고 있다.

•  무주군은 소백산맥의 동북단에 위치며, 전체 면적의
81.8%가 산람으로 되어 있고 평균 해발 400~600m 내
외의 산약지대로 호두의 알이 균일하고, 호두알의 내용이 
충실하여 최고의 호두로 인정받고 있다. 맛 또한 매우 고
소하고 단백한 맛이 강하다.

호두는 동의보감에서 신경쇠약증, 불면종, 여성이 유방이 붓고 차가울 때, 임질하복통, 고질
적인 부스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국 FDA는 심장에 좋은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심장의 보약’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심지어 “하루에 호두 1.5온스(8개)를 먹으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호두 함유 식품에 써 넣을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Muju Hodu(Walnut))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9호

무주호두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반딧불사이버장터 mj1614.com

2009. 4. 3.
무주과수 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249-25
063-324-2011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8월

•  무주지역은 백두대간에 속하는 전라북도 동북부의 고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랭지농업이 발달하였다.

•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고랭지의 특수한 기후조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밀(일명 꿀 이라고도 함)이 형성되어 
당도가 높고, 향기가 좋은 고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  병충해의 발생빈도가 적어 친환경적인 재배 및 생산이 가
능하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출하하며, 수확 이후 사과의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전까지 산지유통센터(APC)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하
고 있다.

사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산맥 북부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과가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온것은 4천년 가량 되었다. BC 20세기경 만들어진 스위스의 토굴 주거지에서 탄
화사과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는 사과를 재배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품종의 사과 재배가 시작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물론 그 이
전에도 사과가 있었다. ‘능금’이 그 주인공이다. 19세기 후반 선교사와 일본 농업이민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의 사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아 고랭
지 농업으로 자라난 무주사과는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Muju Apple)

무주사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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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오픈마켓, 직거래

2015. 3. 30.
(사)군산쌀생산자협회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243번지
063-454-3011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연중

•  군산쌀은 벼농사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미
네랄이 풍부한 군산 앞바다와 금강 철새도래지 주변의 평
야에서 생산된다. 이런 환경 덕분에 군산쌀은 찰기가 많아 
부드러운 식미를 자랑하며,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
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  또한, 군산지역은 넓은 평야를 관류하는 금강과 만경강 외
에 하천, 저수지 등 농업용수가 풍부하여 봄·여름철의 가
뭄과 홍수에 따른 물 조절이 가능하여 적기에 벼 재배가 가
능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많은 쌀이 군산항을 통해 수탈당했다. 쌀 수탈을 
위해 일본은 철도로 놓고, 항만 시설도 갖췄다. 지금도 군산 곳곳에는 쌀을 실어 나르던 철
길과 일본으로 배를 통해 쌀을 가지고 가기 위해 만든 뜬부두 다리 등 고스란히 아픔의 역사
로 남아 있다. 이제 ‘수탈’에서 수출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기도 하
다.

(Gunsan Ssal(Rice))

군산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7호

구매방법
전화구매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http://tour.muju.go.kr/mall/main/index.do

2017. 1. 11.
무주군오미자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267
010-3661-2012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
240.5톤
9~10월

•  조선 중종때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
覽)』에 전라도(全羅道) 무주현(茂朱縣) 토산(土産) 부분에 
'오미자(五味子)'에 대한 기록이 있어 오래 전부터 무주지
역에서 자생해온 것으로 보인다.

•  무주군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오미자의 안토시
아닌 함량이 많고 붉은색이 선명한 우수한 품질의 오미
자가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수확기인 6~10월에 강수량
이 적어 과육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아 상품성 및 저장성
이 우수하다.

오미자는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해발 200~1,600m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덩굴성 낙엽 
활엽수로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 등 독특한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 ‘오미자(五味
子)’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조선시대 1610년(광해군 2년) 허준(許浚)이 지은 <동의보
감(東醫寶鑑)>에서는 ‘영약(靈藥)’으로 피를 맑게하고 식은땀을 줄이고 갈증해소 효능이 있
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무주오미자는, 조선 중종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에 기록될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Muju Omija(Schizandra))

무주오미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4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해아름 20kg옥토진미 10lg 신동진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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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부안뽕영농조합법인
http://buanbbong.com/index.html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2009. 06. 23.
부안뽕영농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
063-581-2331
전북 부안군 일원
1,170톤
연중

•  ‘부안오디’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 단맛이 풍부하며 다량
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오디의 특유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풍부하여 오디 고유의 풍미(Flavor)가 진
한 우수한 품질특성으로 그 명성이 높다

•  부안오디는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오디를 생산하고 있다.

부안오디는 고려시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1201年),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年), 대동지지(大
東地志, 1861年) 등 다양한 고(古)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며, 부안현(扶安縣, 현 부안군)의 
토산물로 ‘뽕(桑)’을 기록하고 있어 ‘부안오디(桑椹)’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다.
부안오디는 풍부한 해풍과 고품질 오디 생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전북 부안군의 
지리적 특성과 고품질 오디 생산을 위한 철저한 관리(과원, 과수, 비배, 병해충 방제, 품질관
리 등)를 통해 국내 최고 오디로 인정받고 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7호

(Buan-Odi)

부안오디

장수군산림조합 www.jangsufc.co.kr
장수몰 www.장수몰.com

2016. 2. 15
장수군산림조합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063)351-5030
전라북도 장수군 일원
9~10월

•  장수오미자의 재배지는 장수군내 자생지의 권역 내에 분
포하고 있어 지형적 특성, 토양적 특성 및 기후적 특성이 
자생지와 거의 일치한다.

•  장수오미자는 재배환경이 자생지와 같은 최적 환경이므
로 재배기술의 투여가 적어 친환경 청정 오미자로 인정
받고 있다.

늦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빨갛게 오미자는 익어간다. 그 색깔의 영롱함만큼이나 오미자는 다
양한 영양과 효능으로 식재료는 물론 약재로도 사랑받아왔다. 오미자의 ‘오미’는 단맛, 쓴맛, 
신맛, 짠 맛, 매운맛을 말하며, 다섯 가지 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오미자는 인체 전반의 
리듬을 유지하고 환절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 장수군에서는 청정한 환경에서 맛
과 영양이 풍부한 고품질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다.

(Jangsu Omija(Schizandra))

장수오미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2호

오미자 1.8L장수오미자 오미자청 2리터×2병오미자씨 50g×2개 부안오디 부안오디즙



PART 6.

전라남도

품질에 놀라고 맛에 반하는 우리 지역 명품 특산품

보성녹차

장흥표고버섯

해남겨울배추

구례산수유

고흥유자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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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대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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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구기자

담양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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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택배가능
장흥표고버섯주식회사 
http://www.jjpyogo.com/
정남진장흥농협 APC 061-863-1309
동산표고 http://www.jhpyogo.kr/

2006. 5. 16.
정남진장흥표고생산자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010-3702-3622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연중

•  장흥표고버섯은 가을부터 봄까지 생산되는저온성 품종을
재배하여 타지역의 표고버섯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표고
버섯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건표고형태로 출하
되고 있다.

•  장흥표고는 칼슐, 인, 절, 나트륨, 칼륨 등 인체에 필수적인 
무기물질이 풍부하며, 단위당 열량(kcal)이 타 지역 표고에 
비하여 33%가 높다는 것이 농진청 식품성분 분석으로 확
인된 바 있다. 장흥표고가 영양성 및 기능적 제품질의 특성
에서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장흥표고버섯은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양성기후, 풍부한 참나무와 원목재배를 고집하는 
표고버섯 재배 임가의 수고로움이 만나 표고버섯의 고장으로 장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장홍
표고버섯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임금에게 진상되는 산물을 뜻하는 토공품
으로 기록되어있을 만큼 유래가 오래되었으며 산림청에 표고버섯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까지도 600여 임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해오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장흥표고
는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등 인체에 필수적인 무기물질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Jangheung Pyogo Mushroom)

장흥 표고버섯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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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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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25.
보성녹차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181-76
061-852-0058
전라남도 보성군 일원
연중

•  보성군은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해양성 기후
와 대륙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일교차가 심한 관
계로 차의 아미노산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전국 차 재배면
적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  연평균 기온 13.4°C, 연평균 강우량 1,400mm이며, 토
양은 맥반석 성분이 함유되어 차 생육 조건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안개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자연차광 효과로 차의 맛을 좋게 하는 천
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  보성은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 자연환경이 잘 어
우러져 최고급 차(茶) 재배의 적지이며, 산비탈에 씨앗으로 
파종하고 가꾸었기에 생산자는 불편하고 경영비가 많이 소
요되지만 소비자는 질 좋은 차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보성은 옛부터 차나무가 자생해 녹차를 만
들어 왔다. 득량면 송곡리는 마을 이름이 다전(茶田)으로도 불리우고 있어 이러한 옛 기록을 뒷받
침한다. 지금도 문덕면 대원사, 벌교 징광사지 주변 등 군 전역에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지
금의 보성다원이 조성된 것은 차나무의 생육과 양질의 녹차생산 조건인 사질양토, 강수량 등에서 
차 재배 적지로 판명되어, 해양성·대륙성 기후와 맞물리는 활성산(구 학성산) 자락에 30ha의 차
밭을 조성한 1939년을 시작점으로 한다. 한때는 590ha를 조성 재배했으나,근래에는국내 녹차
생산량의 약40% 정도인 425ha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계단식 녹차밭을 관리하고 있다.

(Boseong Green Tea)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호

보성녹차

보성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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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택배가능

2008. 3. 12.
구례산수유 영농조합법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22-1
010-7170-5094
전라남도 구례군 일원
10~11월

•  구례산수유는 다른 지역 주요 산지의 산수유에 비해 관능
품위 기준으로 볼 때 비타민 C, K, Ca, Zn 과 같은 성분이 
최고 3배이상 많이 검출되어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또
한 색택이 곱고 과육이 풍부하고 사과산과 말산등 신맛이 
강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지리적표시품의 생산, 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산수유의 생산계획, 총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생산일자, 판매량, 확인자 확인, 재고량 등을 기재한 대장
을 비치하고 판매전에 반드시 작목반장의 확인을 거치도
록 하고 있으며 자체 품질기준의 특·상품에 해당하는 산수
유만 판매하고 있다.

산수유는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특유의 떫은 맛과 신맛을 내며, 산수유의 수확은 10월 
중순 이후에 시작되어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지리산 자락의 구례는 통기성과 보비력, 보수력
이 우수하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산수유 생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구례산수유는 열매에 윤택이 나고 붉은색이 선명하며, 과육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Gurye Corni Fructus)

구례산수유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5호

www.baechu.org

2005.12. 26.
해남겨울배추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산이로 346
061-533-4781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3~4월

•  해남겨울배추는 겨울철 배추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해남의 대표적 농작물로 여름배추와는 달리 풍흉의 차이
가 적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  겨울배추 생육기간 동안 해남의 기온분포는 배추 생육에 
적합하게 유지되며 결구기에도 10°C 정도를 유지하여 추
대가 되지 않으므로 고품질의 배추를 생산하기에 적합하
다. 해남은 동해에 안전한 -3°C이상의 겨울철 온도 조건을 
갖고 있으며 해남지형의 특징인 반도, 리아스식해안,  구릉
지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온도변화가 적고 냉기류의 소
통이 좋아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동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병해충이 없는 가을에 재배되기 때문에 농약을 거의 쓰지 
않으며,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활발한 당대사를 함으로 당
도가 높아 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황토가 군 전역
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이곳에서 자란 배추는 조직이 치밀
하고 결구가 완벽하여 같은 양의 하우스나 봄배추로 담근 
김치에 비해 양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다.

배추는 우리나라의 식품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김치의 재료로 연중 필요한 채소임에도 불구하
고 낮은 온도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관계로 1970년대까지 겨울철에는 신선한 김치를 먹기 힘들
었다. 해남에서는 1980년대 초, 화원면에 거주하는 몇몇 농가가 이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를 하
였으나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치공장의 수요와 소비
자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시장이 형성되어 관내 일부 농협과 법인단체에서 재배농가와 계약재
배를 하여 농가 수익을 안정시키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 1990년대 중반부터 해남의 중
요한 농작물로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작물이 되었다.

(Haenam Winter Baechu)

해남 겨울배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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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gorosoe.org
광양시정보화마을 gorosoe. invil.org

2008. 8.13.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
전남 광양시 옥룡면 심원길 6 
061-761-9944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 일원
2~4월

•  1999년 9월 29일 ‘천혜자연생명수광양고로쇠’로 특허청
에 특허상표로 등록(제0455563호)하여 광양 백운산 고로
쇠수액의 가치를 부각 시켰다.

•  광양 백운산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에는 여러가지 무
기 성분이 들어 있지만, 칼슘(Ca)과 마그네슘(Mg)이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광양 백운산은 고로쇠 약수의 기원으로 알려진 〈도선국사와 골리수(骨利水)설〉의 발상지 
이다. <도선국사와 골리수설〉에 따르면 도선국사가 백운산에서 수개월간 가부좌하여 도를
닦은후 득도하여 일어서려 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아 고로쇠 나무를 붙들고 일어서면서 부
러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곧바로 무릎이 펴졌다하여 골리수(骨利水;뼈에 
이로운물)라 부르게 되었다.

(Gwangyang baekwnsan Acer mono sap)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6호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두원농협 www.uja.co.kr
오픈마켓, 직거래

2006. 5. 8.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19 
061-832-0848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11~12월

•  고흥군의 지형은 500m 정도인 팔영산, 마복산, 적대봉, 
천등산 등이 북동, 남서방향으로 뻗어 있어 동해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표고 0~100m가 70% 이상으로 유자재배의 
최적의 지형이다.

•  고흥지역은 유자재배의 안전지로 -7°C 정도의 최저기온
이 1년에 1회 이하 발생하는 지역이며 -9°C 이하의 최저
기온이 10년에 2회 이하로 나타나 안전하게 유자를 재배
할 수 있다.

•  연간 일조시간이 2,715시간으로 유자의 광합성 양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당도, 색 및 향미성분이 풍부하며, 상대
적으로 과즙이 많으며 종자가 적은 고품질의 유자가 생산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자가 들어온 내력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장보고가 신라시대 문무왕 
2년 (840년)에 당나라에서 열매로 가져온 것이 남해안 지역에 퍼져서 전파된 것으로 구전
되고 있으나, 그 이전일 수도 있다. 일본 나라(奈良)시대에 만들어진 속일본기(續日本記, 서
기 797년 편찬)의 기록을 보면 “나라(奈良)의 도(都)에 떨어진 운석의 크기가 유자만 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일본에 유자가 전파된 것은 북경, 조선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에 세종 8년 (1426년) 전라, 경상도에 유자를 심게 
하여 착과량을 호조에 보고하게 하고 직접 감사가 작황을 조사하여 상납하게 하였다.

(Goheung Yuja)

고흥유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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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 061-472-1777 등으로 주문 택배 가능

2008. 11. 25.
영암대봉감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24
(금정농협)
061-472-1777~9
전라남도 영암군 동부권역 일원
10월~11월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직거래, 온라인사이트 
http://e-hongju.co.kr

2007. 1. 23.
사) 진도홍주연합회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288-23(대대로홍주)
061-542-3399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연중

•  영암대봉감(일명 봉옥, 하찌야, 애알감)은 떫은감으로서 
과실이 크고, 일교차가 커 떫은감의 주성분이 탄닌이 불
용화되어 시원한 감칠맛(단맛)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수분과 찰기가 많아 홍시가 된 상태에서도 쉽
게 물러지지 않는 특성으로 산림청 제17호로 지리적표시
제로 등록되었다.

•  또한 생과 위주의 생산품에서 벗어나 반건시(꽂감), 감말
랭이, 감식초등 가공식품으로도 개발되어 작업현장 및 생
산량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하
고 있다.

•  영암대봉감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봉감보다 당도가 
높아 단맛이 풍부하고, 비타민C 성분 함량이 많고, 열량이 
풍부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
고 있다.

대봉은 후숙과일 즉, 연시(홍시)로 만들어 드시는 과일이다. 영암 금정지역은 난지과수인 대
봉감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연평균 기온이 14°C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이 
병풍처럼 주산지대를 감싸고 있어 태풍으로부터 보호되고 토양의 보수력이 뛰어나 가뭄피
해도 덜 받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영암 대봉감은 풍부한 수분과 찰기, 시원한 감칠
맛,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Yeongam Daebong Persimmon)

영암대봉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7호

•  진도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14.2°C 연
평균 강우량 1,074mm로 지치 재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진도홍주는 1993 
년 창립한 진도전통홍주 보존회에서 보존, 개발, 산업화
하고 있으며, 기능보유자 허화자씨에 의해 전승되어온 전
통술이다.

•  진도홍주는 발효와 증류에 이어 지치의 용출과정을 거치
는 전통주 중에서도 독특하게 제조되는 술로서 보리와 쌀, 
누룩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고, 지치를 용
출하여 색과 맛, 향을 독특하게 발휘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 이다.

•   알콜함량 40% 이상의 고도주 이면서도 향은 은은하고 맛
이 아주 부드러우며, 특히 선홍빛 색상이 보는 이들의 탄성
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뒷끝이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도홍주는 일명 지초주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약 1,100년 전부터 
진도에서만 제조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홍색을 띤 알콜함량 40% 증류주로 주원재료는 
쌀과 보리, 그리고 영약으로 불리는 지초 등 3가지다. 홍주는 색깔이 붉고 맛이 독특하며 음
주 후 자고 나서도 숙취와 갈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홍주 원재료인 지초는 그 뿌리가 붉은 
자액이며 뛰어난 약효때문에 예로부터 산삼과 더불어 3대 선약으로 불렸고 〈동의보감>, <본
초강목〉에 의하면 배앓이, 장염, 해열, 인체의 해독, 청혈작용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Jindo Hongju)

진도홍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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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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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www.jgugija.com
www.kukija.co.kr

2011. 3. 2.
(사)진도구기자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75
061-542-9994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6~12월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1호

•  구기자는 가지과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관목이다. 열매는 
타원형으로, 적색을 띠며 낱알이 굵은 것이 좋은 것이다. 
특히 진도구기자는 타지산과 육안으로도 구별될 정도로 
알이 굵고 검붉으며 손으로 쥐었다 펴도 부서지지 않는 신
축성이 있다. 또한, 진액이 많고 광택이 나며 단맛이 더 있
는 것이 진도구기자의 특징이다.

•  진도는 해양성기후와 비교적 일조시간이 길어, 우수한 품
질의 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장수의 약재로 유명한 구기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기력
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기자 열매는 대부분 차나 
술로 음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으로 1871년 도부지에 따르면 구기자와 면화가 진도군 밭작물 중 특산물이었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진도지역에서 구기자가 생산되었음을 알수 있다. 한편
구기자는 중국의 진시황제가 찾았다는 불로초가 구기자라는 속설이 있으며, 명나라 이시진
의 ‘본초강목’에도 장수식품으로 소개된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본초화명(918년), 정
사요약(평안시대 말), 화한약고(명치시대) 등에 구기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Jindo Gukija)

진도구기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4호

몽탄농협 www.mongtannh.com

2007. 7. 2.
무안양파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558-7
061-454-3210
전라남도 무안군 일원
6~12월

•  무안지역 토양은 수분과 거름기를 간직하는 힘이 뛰어난 
식양질 및 식질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양파를 키우기에 유리하며, 장기간 양분
과 수분을 흡수하고 당을 많이 축적하여 저장성이 우수한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  겨울철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양
파의 동해가 적어 유리하며 양파의 구 비대기인 4~6월 강
수량이 적어 비로 인한 부패가 적다.

•  무안 황토 생산되는 양파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의 함량이 
높으며, 특히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셀레늄을 다량 함
유하고 있다. 또한, 향이 짙고, 육질이 단단하며, 저장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는 12~13세기에, 미국에는 16세기 이후에 매운 양파와 단 양파가 전파되면서 품종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세계적인 작물로 각광받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중동과의 교역도 빈번했던 시
기인 당나라 초기에 중동이나 인도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19세기부터 
미국에서 들어 온 황색종이 들어오면서 재배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개화기에 미국과 일본
으로부터 들어온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파는 중국에서는 후충, 일본에서는 다마네기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식으로 옥파 또는 모양에 따라 둥근파로 불리다가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
는 뜻으로 양파로 호칭하고 있다.

(Muan Onion)

무안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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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홈페이지, 전화, 온라인쇼핑몰
www.juksoon.com
T.061-382-1234 F.061-383-8225
전화주문, 택배발송(30,000원이상 무료배송)

2011. 3. 2.
사단법인 담앙죽순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라남도 담양군 단양읍 무정로 142
061-382-1234
전라남도 담양군 일원
연중

•  담양죽순은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린 싹으
로 대나무의 생육이 잘되는 곳에서 품질 좋은 죽순을 생
산한다.

•  담양지역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배수성이 
좋은 토질, 온난한 기후 등 대나무 생육에 알맞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예부터 품질 좋은 대나무와 죽순이 생산
되고 있다.

•  담양지역은 대나무와 죽순에 알맞은 지리적 여건으로 식
용으로 이용되는 죽순대(맹종죽), 솜대(분죽), 왕대(왕죽)의 
죽순이 생산되고, 죽순의 조직이 치밀하고 아미노산의 함
량이 높아 씹는 맛이 좋고 감칠맛이 뛰어난 품질특성을 가
지고 있다.

죽순은 땅속의 영양분을 뿌리에 가득 담고 있다가 봄이 되면 급속히 성장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5월 한달밖에 채취할 수 없다고 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죽순은 성질이 차
고맛이 달며, 빈혈과 갈증을 없애주고, 체액을 원활하게 하고 기운을 동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고급 식재료로 각광받아 온 죽순은 부드러운 감촉과 아삭거리고 담백한 맛
이 일품이다. 특히 담양죽순은 씹는 맛과 감칠맛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Damyang Bamboo Shoot)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6호

담양죽순

담양죽순 1kg담양죽순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매화정보화마늘 maehwa.invil.org

2007. 8. 27.
광양매실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지막길 
66-3(협성농산)
061-772-0003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5월 하순~6월 초순

•  국내 최대의 매실 생산지 광양! 섬진강이 굽어 도는 백운
산 기슭에 자리한 광양은 매화축제가 열리는 고장으로 광
양매실의 명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  광양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조건으로 백운산
을 중심으로 주변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매실의 생육에 좋
은 지형이다. 20여리에 걸쳐 형성된 매실재배 단지는 국
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매실 생산량
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광양매실은 풍부한 일조량과 매실생육에 적합한 토
양과 수질로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성분인 천연 구연산과 
칼슘 등 유익한 11가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이며, 우리나라에는 약 천 오백년 전에 들어와 우리의 선조들이 수
백년 전부터 이 열매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세계적으로 매실의 산지는 동북
아시아 즉 한국, 중국과 일본뿐이다. 매실의 식품으로서의 가공법과 약리작용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연구 끝에 그 놀랍고 신비스런 약효가 증명되어 전 일본국민의 건강식품
으로 애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실주를 수십년 전부터 상품화해 온 것 이외에는 최
근에서야 매실음료가 나오게 되었고, 매실을 이용한 전통매실 반찬은 광양의 청매실 농원에
서 1994년 처음으로 상품화하였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6호

(Gwangyang Maesil)

광양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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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전시판매장에서 직접 구매
전화주문 061-373-5566

2012. 4. 6.
화순군생약초 영농조합법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은곡길 52-3
061-375-0033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5월 하순~6월 초순

•  화순 지역은 작약의 생육에 알맞은 양토와 사양토 비율이 
전체의 88% 정도다. 또 작약의 생장에 최적의 일조시간, 
기온 등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잔뿌리가 적고 뿌
리가 곧은 고품질의 작약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화순작
약은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산기반 확보와 품질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화순을 친환경 한약재 생산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생
약 농업협동조합은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 한약재를 철저
한 원사지 관리와 가공, 소분 포장을 통해 상품화한 ‘한산
들’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표준화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패키지 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꽃은 홍색 또는 백색이며 5~6월에 핀다. 뿌리는 
곧고 길며 절단면은 적색을 띄는데 뿌리에는 파에오놀, 파에오닌, 파에오니플로린, 탄닌, 아
스파라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조혈, 이뇨, 해열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
국, 일본 등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제천, 전남 화순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화순을 친환경 한약재 생산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은 품질인증을 받
은 우수 한약재를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가공, 소분 포장을 통해 상품화한·한산들·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Hwasun Jakyak(Peony Root))

화순작약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2호

특 징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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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www.haenamgoguma.com
공판장, 대형마트

2008. 1. 30.
(사)해남고구마 생산자협회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54
(해남신문빌딩 4층)
061-534-9860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8~11월 말

•  해남지역은 토양이 황토로, 치환성 양이온인 K, Ca의 함
량이 많아 고구마의 비대를 촉진하고 전분함량이 높은 고
구마가 생산되고 있다.

•  밭토양의 56.7%가 식양질계 적황색 토양으로 고구마의전
분과 총 당 함량이 높고 색깔이 짙어 외관이 좋은 것이특징
이다. 해남은 황토의 중요한 기능성 성분인 게르마늄(Ge)의 
함량이 평균 59.23ppb로 인근지보다 많은 곳이다.

•  또한, 생육기간 중 일조시간이 247.5시간으로 충분하여
주간에 왕성한 광합성작용으로 인한 고구마 전분 합성을
가능하게 하며, 고구마의 수량을 증가시키고, 괴근형성 및
비대를 조장한다.

우리나라의 고구마재배는 조선시대 영조 39년(1763년)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일본 스시
마섬(대마도)에서 씨고구마를 부산진으로 가져온 이후 부산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해남지역의 고구마 재배는 부산으로부터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재배가 시작되
었다고 전해지며, 해남지역은 겨울에도 온난하여 저장하기에 유리한 이전뿐만 아니라 고구
마 재배에 적합한 토질을 가지고 있어 오래전부터 고구마 최적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 후 고
구마는 해남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었다가 1900년대 이후
에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Haenam Sweet Potato)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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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전시판매장에서 직접 구매
전화주문 061-373-5566

2012. 4. 6.
화순군생약초 영농조합법인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은곡길 52-3
061-375-0033
전라남도 화순군 일원
연중

•  목단은 뿌리껍질을 약재로 사용한다. 수확한 뿌리는 수세
미를 이용해 물로 깨끗이 씻은다음 6~9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심을 빼고 건조시킨다. 칼로 뿌리껍질을 종으로 긋고 
심을 제거하여 말린 것을 목단피라하고, 껍질에 칼을 대
지 않고 심을 당겨서 빼내어 말린 것을 통목단이라 한다.

•  목단은 중국 서북부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단
양·제천과 전남 화순에서 많이 재배된다. 이 중에서 화순
에서 생산되는 목단은 전통이 깊은 지역의 특산약재다. 세
종실록지리지와 화순읍지 등 고문헌에 ‘목단피’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  화순은 목단 생육에 좋은 사양토와 식양토 비율이 전체의
88%이며, 기온과 일조시간 등이 생장에 최적인 지역으
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목단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조선시대 왕국 약초 진상지 전라남도 화순은 본초학에 나온 400여 종의 한약초 가운데 75
종의 약초가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의 생산량 중 40%를 차지하는 한약초 
최대 생산 메카이다. 특히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은 약용자원 RIS(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한약재의 과학적 생산, 선진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Hwasun Mokdan(Moutan Root Bark))

화순목단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3호

특 징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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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2008. 1. 30.
영암무화과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매자리길 69 
(삼호농협 식품가공공장)
061-464-6010
전라남도 영암군 일원
7월

•  영암지역은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기
후가 온난하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기온이 
0.6°C로 비교적 낮지 않아 아열대성 난지성과수인 무화
과 생육에 알맞다.

•  무화과 결실(結實)기인 6~8월의 월 평균기온은 24.7°C
로 높아 다량의 무화과 결실이 가능하다. 과실 비대·성숙
기(8~10월)의 일교차는 10.9°C로 크기 때문에 당도를 높
이기에 유리하다.

•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Ca등의
유기물 함량이 높고, 토양의 보·배수력이 뛰어나 무화과 생
육에 적합하며, 월출산 및 은적산 등의 고봉이 영암지역을 둘
러싸고 있어 강풍에 의한 피해가 적다.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터키) 지방이 원산지로 뽕나무과에 속하며 과육은 꽃받기와 씨방이 
발달하여 된 것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영양과일이다. 무화과는 아열대성 반
교목성 낙엽성 과수로서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영암군 삼호읍과 인근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초대 농협 조합장 고(故) 박부길씨의 주도하에 재배 과
수로서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Yeongam Fig)

영암무화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3호

무화과잼 200g영암무화과 무화과양갱 55g×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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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천지몰 www.inabishop.com
함평축협 
http://www.chunjihanwoo.co.kr/

2009. 9. 14.
함평축협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2
061-324-0046
전라남도 함평군 일원
연중

•  함평한우는 한우의 사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량송아지
를 선정하기 위해 혈통(부모)을 확인하고, 발육상태와 건
강상태를 체크한다. 수소의 경우 육질개선을 위해 거세를 
실시하는데 이는 비육기에 근내 지방도를 충실하게 하고 
근섬유가 가늘어져 고기의 연도를 좋게하여 육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  성장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적합한 사양관리를 
실시하며, 친환경부산물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고, 
셀레늄을 강화하여 만든 기능성 사료를 급여하여 고급육
을 생산하고 있다.

•  함평군 인근에 대규모 도축장과 가공공장이 위치해 있어 
도축전 장기간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축 후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위생
적인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우는 약 2,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학적으로 보스 프리미게
니우스와 (Bosprimigenius) 보스 인디커스(Bos indicus)의 교잡으로 번식되어 한반도 안에서 
다른 품종과의 교잡 없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한우는 유사 이래 우리 민족과 공동생
활을 해왔으며, 농경·물 자운반·고기생산·두엄 생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가의 귀중한 
경제적 자원이었다. 육질과 비육성이 좋고 현재는 농업의 현대화로 예전의 일소에서 고기소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사육되고 있다. 특히 함평한우는 송아지 때부터 꼼꼼한 관리와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HACCP)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Hampyeong Hanwoo)

함평한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7호

한우 천지한우 채끝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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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2010. 3. 2.
(사)진도대파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754
061-542-2589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12~3월말

•  진도군의 기름진 토양에서 겨울에 첫 수확되는 진도대파
는 추운 겨울에 생육하여 월동하는 생육특성으로 인해 줄
기가 곧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아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
성이 우수하며, 알린(Alliin) 등의 아미노산 성분의 함량이 
높아 대파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  진도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온난하고 땅이 얼지 않아 대
파의 생육이 가능하며 진도산 겨울 대파는 국내 전체 대
파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주산지에서 수
확이 불가능한 겨울철에만 수확 작업을 하는 특수성으로 
유명하다.

후각을 자극하는 파의 향은 알리신 성분으로 비타민B1의 흡수를 돕고, 당질의 분해를 촉진
시켜 주어 피로회복 및 혈행촉진 그리고 위액의 분비를 활발하게 해준다. 파에는 네기올이
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감기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작용과 발한 및 해열작
용을 한다. 파 100g에는 비타민C 11mg, 칼슘 31mg, 칼륨 180mg의 성분이 각각 함유되 
어 있다. 비타민C는 감기예방 및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칼
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Jindo Welsh Onion)

진도대파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1호

대파 10kg건조대파 큰입자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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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10. 3. 25.
(사)영광군 찰쌀보리연합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23
(서영광농협)
061-353-6601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연중

•  전라남도 영광은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으로 월동기간에
도 쌓인 눈으로 인해 동해가 적어 월동을 하는 보리재배의 
최적지이며, 순도 높은 찰쌀보리쌀의 품질유지를 위해 지
역농협별로 집단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영광지역은 찰쌀보리 재배면적이 전라남도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전남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한 타 지역의 찰쌀보리쌀 보다 찰성이 좋고 베타클루칸, 철
분, 비타민B2의 함유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호남읍지, 한국지리총서 등에 전라도 영광군의 진상품으로 보리가 있었다
는 것으로 보아 영광에서 보리를 재배한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눈이 많
은 지역으로 유명한 영광지역은 동해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월동을 하는 보리를 재배하기
에 최적지로, 전남 영광은 찰쌀 보리 재배면적이 전남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전남 최
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Yeonggwang Glutinous Barley)

영광 찰쌀보리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5호

특 징 등록정보

돌산갓영농조합 dolsangat.co.kr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2010. 7. 12.
여수돌산갓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880
061-644-0636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17,843톤
연중

•  여수 돌산갓은 종자특성상 휴면이 없는 관계로 연중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다. 봄 재배의 성출하기는 4월 중순부터 
10일 정도 이고, 여름재배는 추석전 출하되는 작형으로 성
출하기는 8월 중하순부터 20일 정도다.

•  재배환경과 품질면에서 가장 좋은 가을재배는 작기가 길
어 8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 파종하는데 성출하기는 
10월 하순부터 35일 정도다.

•  돌산갓김치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과 비타민
B2 및 C의 함량이 높다. 이는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에 의
해 합성되기 때문이며, 이들은 당대사 및 지방산 합성에 필
수적이고 신경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  이외에도 갓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여러가지 소화효소가 많아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으나 소
금농도가 높으면 고혈압의 위험이 있으므로 싱겁게 담아 
보존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

중국의 고의서 “명의별록”에 의하면 갓은 〈신의 사기를 제거하고 구규(사람의 몸에 있는 아
홉구멍)를 이롭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하며 안중합니다. 오래 먹으면 중초를 따뜻하게 한
다.>라고 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폐를 통하게 하며 가래를 삭이고 가슴을 이롭게 하며 
식욕을 돋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Yeosu Dolsan leaf mustard)

여수돌산갓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7호

여수돌산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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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전화문의

2010. 7. 12.
(사)여수돌산갓김치 생산자연합회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 2로 43-1
061-641-7113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연중

•  돌산갓김치는 주재료인 돌산 갓에 일정량의 파와 고춧가
루, 마늘, 생강, 멸치액젓과 생새우를 함께 갈아 만든 양념
을 섞어 버무린 김치이다. 갓 특유의 매운맛과 젓갈의 잘 
삭은 맛이 입맛을 돋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찾을수
밖에 없는 갚은 맛을 자랑한다.

•  가을에 담가 먹는 계절 김치이고 돌산 갓으로 김치를 담그
면 독특한 맛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뛰어나다. 또한, 칼슘
이 발효에 의해 젖산과 결합, 젖산칼슘으로 되고 인과 결
합해 뼈의 주성분이 되어 사람의 골격 형성에 중요한 작
용을 한다.

•  돌산갓김치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과 비타민
B2 및 C의 함량이 높다. 이는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에 의
해 합성되기 때문이며, 이들은 당대사 및 지방산 합성에 필
수적이고 신경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중국의 고의서 “명의별록”에 의하면 갓은 〈신의 사기를 제거하고 구규(사람의 몸에 있는 아
홉구멍)를 이롭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하며 안중합니다. 오래 먹으면 중초를 따뜻하게 한
다.>라고 했다. 또한 “본초강목”에는 〈폐를 통하게 하며 가래를 삭이고 가슴을 이롭게 하며 
식욕을 돋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8호

(Yeosu Dolsan Mustard kimchi)

여수돌산갓김치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봉산농협 061-382-6784

2010.11. 8.
담앙딸기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봉학길 15-1(농업기술센터)
010-2601-4591
전라남도 담양군 일원
12월 중순~5월말

•  담양군은 총면적 455㎢ 중 임야가 61.2%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국 죽림의 25.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대나무
의 고장으로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용
면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유입되는 영산
강을 중심으로 소하천이 발달되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
이다.

•  경작지의 토성은 양토가 69.1%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딸
기생육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꿀벌을 이용한 자연
수정, 생물천적과 이온수, 죽초액을 이용하여 재배한 담양
딸기는 대한민국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담양을 대표
하는 특산품으로 새콤달콤한 맛과 향 그리고 탐스러운 색
깔이 입맛을 자극한다.

담양지역은 용면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서해로 유입되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소하
천이 발달 되어 지하수가 풍부하다. 또한, 연평균 기온14°C로 온난한 지역으로 겨울철이 
온난해 무가온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천혜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기반으로 소규모로 딸기
재배를 해오다 1960년대부터 소득작목으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 3대 
주산지로 자리를 잡았으며, 담양딸기가 우수한 맛과 품질로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
래되고 있다.

(Damyang ttalgi(Strawberry))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0호

담양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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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직거래

2010. 11. 8.
보성농협웅치지점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일림로 985 
061-852-6009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일원
연중

•  보성 웅치올벼쌀은 찰벼로 85~90%정도 등숙되었을 때 
수확하여 가마솥을 이용해 수증기로 쪄서 현미로 도정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제품이다. 찐쌀 현미로 쌀눈이 파
괴되지 않아 GABA성분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가바(GABA, Gamma-Amino Butyric Acid 감마-아미
노락산)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과 
EQ(학습능력)에 좋은 영양성분이다.

•  GABA는 장기 작용을 활발히 하여 당분 등의 에너지 소
비가 촉진되고, 혈액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임
으로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의 양도 줄이게 되어 당뇨병을 
예방한다.

웅치 올벼쌀은 햅쌀밥을 차례상에 올렸던 전통을 계승해 순수한 찰벼를 다 여물기 전에 수
확해 전통방식의 가마솥에서 수증기로 찌고 햇볕에 건조해 현미로 도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
산된 올벼쌀은 고소한 맛을 지닌데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것이 특정으로 꼽힌다. 웰빙
식품인 웅치 올벼쌀은 소비자들로부터 추석 차례용은 물론 간식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Boseong Ungchi Olbyeossal)

보성웅치올벼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1호

올벼쌀  1kg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영광축협하나로마트 061-353-7990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죽전동)

2011.12. 26.
영광축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8
061-353-8011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연중

•  영광한우는 축협 한우개량단지 및 송아지 생산기지에서 
혈통 좋은 송아지를 엄선하고, 사료를 통일하여 품질의 균
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질 좋은 쇠고기 생산을 위
해 청보리 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  청결한 관리는 물론 적당한 운동과 환기를 통해 스트레스
를 해소시켜 주며, 브루셀라 청정화 등 세심한 관리로 육
질이 더욱 부드럽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  청보리 발효사료는 친환경농업(무농약, 축분액비)으로 재
배한 청보리를 베어서 수분 65~70% 수준으로 말린 후 원
형으로 말아서 랩으로 밀봉한다. 이후 4주 이상 혐기발효
(유산균) 시킨 청보리 사료에 농산부산물 및 유효미생물
을 첨가하고, 영양기준에 맞게 단미사료를 혼합·후숙발효
(1~3일)시킨 발효 시킨 것이 청보리 발효사료이다. 이 발
효사료에는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증강 
및 과도한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우의 학명은 Bos taurus coreanae로 ‘Corea’가 들어가 있다. 한국 고유 품종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인구통계 센서스라 할 수 있는 〈신라장적(新羅帳籍)>에는 사
람 숫자와 함께 소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사람을 ‘식구(食口)’, 소
를 ‘생구(生口)’라 했는데, 이는 사람이 밥을 지어먹는 것처럼 한우는 쇠죽을 쑤어 먹인 소중
한 가축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영광한우는 송아지 엄선과 사료 통일, 브루셀라 청정
화 등 세심한 관리로 육질이 더욱 부드럽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Yeonggwang Hanwoo)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0호

영광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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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

2012. 3. 5.
나주배지리적표시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32
(나주배원예농협)
061-334-2365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9월~익년 2월

•  나주배는 우리나라 배 재배역사와 같이 삼한시대부터 오
랫동안 재배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초의 재배기록
은 1454년에 펀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주목의 토공물
로 배의 목록이 있고, 1871년에 발간된 ‘호남읍지’에 진상
품으로 나주배의 기록이 있다.

•  나주지역은 호남 내륙권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풍부
한 일조시간, 수확기간 중 주야간의 큰 일교차, 풍부한 강
수량, 물 빠짐이 좋은 구릉지대의 토양 환경 등이 배 생산
에 적합한 최고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
역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고품질 나주배는 색택이 우수하
고 당도가 높고, 과육이 풍부해 갚고 뛰어난 식감을 가지
고 있다.

나주배는 우리나라 배 재배역사와 같이 삼한시대부터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재배기록이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발견되었다니, 기록된 역
사만도 550여 년에 이르고 있다. 예로부터 나주배는 모양이 좋고 고르며, 병해충 피해 및 
흠집이 없고, 신선하며 껍질색깔이 맑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크고 품종 고유의 향기가 나
며,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과즙이 많고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Naju Bae(Pear))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1호

나주배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고흥한우직판장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952번지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2012. 4. 10.
고흥한우명품화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전남 고흥군 두원면 고흥만로 
1448-343
061-835-9920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연중

•  고흥지역은 3면이 바다인 반도 지형이므로 질병의 전파가 
육지부에 비해 자연 차단되어 질병통제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우 사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대륙성 찬바람이 북쪽의 산지 지형에 의해 차단되
며 해양성 기후로 인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  지역특산물인 유자를 이용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하여 한
우에게 먹임으로써 장염, 설사등의 세균성 질병이 예방되
었고, 한우의 자가면역기능 증진, 장내 유익미생물 증가, 
성장촉진, 사료효율 및 육질개선, 축사환경 개선(악취,  유
해가스 감소)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과 고급육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고흥지역은 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간척지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이 우수하여 이를 이용한 친환경 
한우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고흥한우가 지리적표시에 등록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고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이듬해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고흥한우는 고흥한우 유전자 Pool 조성, 고흥한우 
혈통등록 사업, 고흥한우 계획교배, 고흥한우 송아지 배타적 경매제도 등 유전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Goheung Hanwoo)

고흥한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3호

고흥 한우 행복세트 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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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선발대회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오픈마켓
서진도농협 직거래장터
www.서진도농협.com

2012. 4. 10.
(사)진도검정쌀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754
061-542-2589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연중

•  진도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구로(くろ:일본어로 검다는 
의미)쌀이라 하여 검정쌀 등의 유색미가 생산 되어 왔다. 
전국 검정쌀 생산량의 약 77%를 생산하는 진도지역은 해
양성 기후와 유기질이 풍부한 간척지다. 또한 남서해안을 
흐르는 난류의 영향과 풍부한 일조의 공급이 가능한 지
역이다.

•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진도 검정쌀은 표면에 윤기
가 많고, 짙은 자색이 선명하며 밥을 지었을 때 구수한 맛
과 향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진도검정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색소
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식품으로 항암 효과, 피부노
화 방지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재배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재배한 재래종 중 적갈미가 있
으며 최근 잡초성 벼인 앵미가 적갈색 유색미인 것으로 보아 벼가 재배되기 시작된 옛날부
터 유색미가 재배되었으며 적갈색 유색미는 벼의 선조로 생각되고 있다. 중국에는 북위시대 
(286-534년) “제민요구”란 책에 흑미품종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는 11세기 후반 대
당미(大唐米)라고 불리워지는 적미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국 1위 검정쌀 생산량
을 자랑하는 진도검정쌀은,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진도 검정쌀은 표면에 윤기가 많
고, 짙은 자색이 선명하며 밥을 지었을 때 구수한 맛과 향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Jindo Black rice)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4호

진도검정쌀

진도검정찰흑미 1kg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
www.gmdssuk.com
오픈마켓, 직거래

2012. 7. 30.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491-21
061-644-6968
전남 여수시 삼산면, 남면,
화정면 일원
1~7월

•  육지에서 117km 떨어진 먼 바다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서 강인한 생명력과 진한 향을 가지며 남쪽 먼 바다의 지
리적인 특수성으로 육지보다 40일 빠른 수확이 가능하다.

•  거문도 쑥은 품종단일화를 위해 참쑥만을 재배·생산하고 
있으며, 약초의 왕으로까지 불리는 쑥에 대해 동의보감에
서는 “독이 없고 만병을 다스린다. 특히 부인병에 좋고 자
식을 낳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쑥 중에서
도 섬이나 해안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것을 으뜸으
로 쳤다.

•  거문도 쑥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는 치네올이라는 
정유성분으로 살균과 살충력이 뛰어나다.

거문도쑥은 육지에서 114.7km 떨어진 삼산면 거문도일원에서 1985년부터 재배를 시작
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쑥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십여 년의 시간 동안 더 전
문화된 쑥 상품을 공급하고자 쑥차와 냉동쑥, 건조 쑥 등 다양한 쑥 상품을 가공할 수 있
는 2008년 제1쑥 가공공장을, 2013년 제2쑥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뿐만 아니라 2014, 
2015, 2016년 3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 상품이다.

(Geomoondo Ssuk(Mugwort))

거문도쑥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5호

해풍쑥인절미 1.2kg해풍쑥 2kg 쑥개떡 500g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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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www.ygnonghyup.co.kr

2013.12. 10.
(사)영광고추산업연합회
전남 영광군 군서면 신남로 37
061-353-6926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8~9월

•  영광군의 청정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전국 유일의 태양초 
고추로 생산되는 영광고추는 고추특유의 붉은 빛이 진하
고 비타민C, 캅사이신 (Capsaicin) 함량이 많은 품질특성
을 가지고 있다.

•  영광에서 고추는 오래 전부터 생산되어 왔는데, 태양초고
추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또한, 영광은 자연건조 
방법에 의한 태양초고추의 높은 품질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추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 되어 영광고추가 지역특산품
으로 대두되었다.

•  영광고춧가루는 가공과정에 HACCP인증 받아 고춧가루 
가공 시 나오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을 제거하고 대장균
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자외선으로 살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품질특성을 가지고있다.

80년대 말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영광태양고추특화시장은 다른 시장들과는 달리 오로지 
고추만 취급한다. 현재 충북 음성, 경북 영양과 함께 전국 3대 고추시장으로 성장하여 고추
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영광태양초’는 고추 색이 붉고 살이 두텁고 매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감칠 맛을 내는 영광 고추를 황토에서 해풍으로 키우고 햇빛과 바람으로 말린 것
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광양건’이라고도 부른다.

(Yeonggwang Gochu(Dried Red Pepper))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0호

영광고추

영광모싯잎송편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17. 5. 11.
영광에서 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1길 21-24
061-351-8685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1,500톤
연중

•  지리적표시 영광모싯잎송편은 본질적으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원재료인 모싯잎과 쌀, 동부을 영광지역에서 
재배·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소금은 영광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다.

영광군은 우리나라 서남단, 전라남도의 북서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연중 청정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의 공급이 가능, 식이섬유 및 무기질 함량이 풍부한 모싯잎 
생산이 가능한 지리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 및 일조는 위도적인 위치와 지
형적인 특성 등으로 좌우되는데, 영광군지역은 우리나라 서남단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등 직
접적으로 해안에 접하고 있어 연중 불어오는 해풍과 함께 풍부한 일조의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착색이 진하고, 식이섬유 등의 영양분이 다량 축적된 모싯잎의 생산이 가능하다.

(Yeongnwang Mositip Songpyeon)

영광 모싯잎송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4호



120 121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  영광군의 청정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전국 유일의 태양초
고추로 생산되는 영광고추는 고추특유의 붉은 빛이 진하
고 비타민C, 캅사이신(Capsaicin) 함량이 많은 품질특성
을 가지고 있다.

•  영광에서 고추는 오래 전부터 생산되어 왔는데, 태양초고
주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또한, 영광은 자연건조 
방법에 의한 태양초고추의 높은 품질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추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영광고추가 지역특산품
으로 대두되었다.

•  영광고춧가루는 가공과정에 HACCP 인증 받아 고춧가루 
가공 시 나오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을 제거 하고 대장
균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자외선으로 살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화문의

2013.12.10.
(사)영광고추산업연합회
전남 영광군 군서면 신남로 37
061-353-6926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연중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염기 성분 때문이며 붉은 색소의 성분은 주로 캅산틴이
다. 말린 고추와 풋고추용의 2가지로 나누며, 사자·라지벨·피멘토 등의 피망고추가 있다. 한국
의 고추 종류는 약 100여 종에 이르며 산지의 이름을 따서 영광·영양·천안·음성·청양·입실·제
천고추 등으로 부른다. 한국에는 담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의 식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 들어온 내력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 사람을 독한 
고추로 독살하려고 가져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한민족이 고추를 즐기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Yeonggwang Gochutgaru(Dried Red Pepper Powder))

영광고춧가루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1호

영광간고추 1kg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전화문의

2014. 2. 6.
고흥석류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중대길 12-15
061-833-3689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10월 중순~

•  고흥석류는 신석류를 6개월 이상 숙성시켜 생산한 제품
으로 몸에 흡수가 빠르고 천연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갱
년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제품이다. 색소나 향을 첨
가하지 않은 천연과즙 그대로 만들어 맛이 좋고, 신석류의 
특유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은 석류 제품이다.

•  석류에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해 염증 
완화와 함께 암세포 성장의 원인이 되는 신생 혈관의 생성
을 억제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 유방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또 석류는 동맥경
화,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  국내 한 의학자의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석류 원액을 매일 
마신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발기부전 증세가 
50% 좋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류 속 항
산화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할하게해 발기부전 및 전립선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대 여성들을 곱게 꾸미기 위해 연분이란 것을 만들어 화장을 했는데 연분의 재료로 석류
가 들어 갔다. 양귀비가 석류알로 즙을 내서 눈동자를 씻어냈으며, 석류를 하루 반 개씩 먹
었다고 한다. 한나라 때의 장건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가져 왔다고 되어
있다. 석류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의 암막새
에 石榴康草紋(석류당초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를 전후해서 한반도에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조선조 영조 때(1776년)나온 ‘공선정례’란 문헌에 전라도에서 ‘삭
공상’으로 월마다 계절식품으로 석류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Goheung Seokryu(Pomegranate))

고흥석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4호

해풍석류진액골드 
45mlx30포

고흥석류 플러스 375mlx2병신석류 외로2호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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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14. 5. 7.
(사)진도울금 생산자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754
061-542-2589
전라남도 진도군 일원
12월 초

•  진도지역은 남서방향의 소백산맥 지역이 황해에 이르러 
서서히 침강하여 이루어진 다도해 섬으로 해풍의 영향으
로 인해 생육이 활발하고, 품질이 우수한 울금을 생산하기
에 적합하다.

•  또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로 겨울이 따뜻
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처럼 겨울철 기온이 다
소 온난한 진도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울금 생육이 가능함에 따라 커큐민 등의 다량의 정비성분
이 함유된 울금을 생산하고 있다.

•  진도울금원영농조합에서는 옥용화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울금제품을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울금은 1992년 일본에서 국내에 들여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재배환경과 국내의 
기후나 토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지금처럼 울금의 각종성분이 극대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까지는 10여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적당한 재배환경만으로는 최상의 울금을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진도에서 최초로 울금재배를 시작했던 옥용화씨가 독자기술로 일본 화산토이 
알카리성분과 동일한 무공해 특수작물영양제를 개발하게 되었다.

(Jindo Ulgeum(Turmeric))

진도울금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5호

왕실발효율울금환 100g×3병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셀렌마늘 www.고흥셀렌마늘.kr

2015. 3. 30
고흥마늘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정식품단지길 78
061-843-2225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6~7월

•  고흥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로 전국 재배
면적이 약 8.4%(전남지역 28.4%)를 차지하며, 연간 2만
8천톤 내외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다.

•  고흥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흥마늘은 해양
성 기후와 긴 일조시간과 더불어 삼면이 남해바다에 둘러
싸인 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풍과 해무가 마늘
에 풍부한 미네랄을 공급해주어 다른 지역의 마늘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고흥마늘은 토심이 깊은 황토에서 재배되어 유기
물 함량이 높고, 독하지 않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웰빙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2년 미국 
〈타임(Time)>지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
도 좋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 예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늘 중 고흥 마늘은 남부의 해풍을 받아 조직이 치밀하고 양분이 풍부한것이 특
징이다.

(Goheung Maneul(Garlic))

고흥마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9호

깐마늘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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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seong Tolan)

•  곡성토란은 곡성군 지역의 기름진 섬진강 줄기의 충적지
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알이 크고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
여 조직이 치밀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란 본연의 
특수성분인 멜라토닌 함량이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색도분석 결과 밝기를 나타내는 L(밝기)값이 타 지역 토란
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토란 본연의 백색이 
선명하고 진하고 단백질, 지방, 회분 등의 일반성분 함량도 
타 지역 산 토란에 비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밝혀져 영양
적으로 우수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연간생산량
출하시기
구매방법
자매가 010-2317-0986
농업회사법인 시향가 주식회사
www.sihyangga.co.kr
가랑드(수상한영농조합법인) 061-363-0865
농업회사법인(주)미실란 1811-7160
곡성토란영농조합법인 010-8607-8059

2019.  9. 17.
(사)곡성군토란생산자협의회
전남 곡성군 석곡면 강변로 5
061-360-8343
전남 곡성군 일원
1,700톤(깐토란, 피토란)
연중

곡성토란에 관한 이야기는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현마을의 구전에서 엿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다 초현마을에 다다른 일 가
족이 굶주림과 무더위에 지쳐 산기슭에 주저앉았는데 아사 직전의 가족들은 근처 땅을 파 
둥근 알을 캐서 먹고 넓은 잎으로 비를 피해 기력을 되찾고 눌러 앉아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 때 땅속에서 캐 먹은 알이 바로 토란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수 백년 전부터 곡
성군이 토란의 주산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8호

곡성토란

토란떡파이 35g×10개입 토란김부각 50g×5개입 토란막걸리 500g 도담쌀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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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품질에 놀라고 맛에 반하는 우리 지역 명품 특산품

영양고춧가루

울릉도삼나물

의성마늘

울릉도미역취

성주참외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영천포도

경산대추

봉화송이

김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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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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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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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5

146

147

148

149

상주곶감

김천포도

영덕송이

청도한재미나리

문경오미자

고령수박

울진송이

고령감자

청도반시

포항시금치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농식품 가이드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상주곶감

김천자두
김천포도

성주참외

고령수박
고령감자

의성마늘

문경오미자

봉화송이
울진송이

영양고춧가루

영덕송이

포항시금치

영천포도

청도한재미나리
청도반시

경산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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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울릉농협 전화 주문 후 택배 배송
울릉농업협동조합 www.ulleungfood.co.kr

2006. 12. 15.
울릉농협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길 36
054-791-1827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연중

•  울릉도에서 삼나물을 수확 후 블랜칭 및 건조시 손으로 
비비면서 가공하는데 이러한 가공과정은 줄기를 연화시
킬 뿐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부스러짐이 적은 특성
을 갖게 한다.

•  일반적으로 관능적 품질특성은 나물의 품질특성을 평가
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데 울릉도 삼나물의 품질특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륙에서 생산된 삼나물(건채)과 비
교한 결과, 울릉도 삼나물은 외관, 조직감, 씹는 맛, 향, 전
체기호도 등에서 타 지역 삼나물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
았다.

•  산채는 일반나물보다 영양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비타민,  
무기질 함유량이 높지만, 약리적 효능으로 차이가 나는 것
은 영양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물질들이다.

울릉도 삼나물은 반음지성 식물로 여름에는 기온이 30°C 가 넘지 않고, 겨울에는 적설빈도
가 잦고 적설량이 많으며,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되어 잎과 줄기가 연한 특정이 있다. 
삼나물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난후 다음해의 수확을 위해 영양을 축적해야 하
는데, 이 기간 울릉도는 여름철 온도가 낮아 고온 피해가 없고, 겨울철에는 적설과 온화한 
기온으로 생육저하가 없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호

(Ulleungdo Samnamul)

울릉도삼나물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054-683-4421~2
영양고추유통공사 054-680-9000
다산식품 054-683-5020
명가식품 054-682-7009
영양고추생산유통영농법인 054-682-0711
영양농협가공사업소 054-682-2004

2005. 3. 5.
영양고추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다리골길 
29(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054-683-4421~2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
연중

•  영양지역은 해발 1,219m 일월산 준령인 고랭지로 연 평
균기온 10.7°C이고 강우량도 1,052mm 이며, 지질은 대
부분 화강편마암과 수성암계에 속하며 고추재배지의 경토
는 식양토가 대부분으로 우량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  영양고추는 연중 일교차가 심한 산간고령지의 기후적 특
성을 가진 지역에서 생산되어, 고추에 비타민 A, C와 식욕
을 돋우면서 지방축적을 방지하는 캅사이신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추씨가 적고 과피가 두꺼워 고춧
가루 가공 시 수율이 높고,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도가 좋아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영양고추가 타 지역
산에 비해 신미 성분이 낮아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하며 유
리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660년경 수비면 오기리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 중 고추꼭지가 우산형이고 끝이 뾰족하
여 외관상 모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좋은 것을 채종하여 자가재배하던 중 그 상품이 
좋다고 인정되어 1965년경부터 확대 재배되었다. 이후, 전국 농산물품평회에 수비초를 출
품하여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서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오늘날 영양고추가 되었다. 수비초
는 교잡종인 신품종에 비해 내병성이 약하고 수량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양고추시험장에서는 순수재래종 복원사업과 내병성이 강한 재래종고
추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Yeongyang Red Pepper Powder)

영양고춧가루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호

햇살촌 영양 청결고춧가루 1kg 울릉도 삼나물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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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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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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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울릉농협 전화 주문 후 택배 배송
울릉농업협동조합 www.ulleungfood.co.kr

2006. 12. 15.
울릉농협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길 36
054-791-1827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연중

•  울릉미역취는 잎이 크고 얇으며, 향이 진하고 조직이 부드
러우며 건채 가공 시 잔 부스러짐이 적은 특성을 가진 나물
이다 실험결과 울릉미역취는 타 지역 미역취보다 전체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외관, 향, 전체기호도 항
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  9종의 함암활성성분이 함유. 이중 3성분은 타 지역에서 생
산되는 미역취보다 양이 많다. 21종 이상의 향미성분이 함
유되어 울릉미역취만의 독특한 향을 가졌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머금고 눈 속에서도 자라나는 울릉도 향취가 
그윽한 무공해 산나물이다.

•  울릉미역취는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미역취의 
변종으로 일부 민간에서는 전초를 갑상선종양, 후암, 기관
지염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고유의 식미와
항취가 있어 봄철의 경엽을 산채로 식용하고 있다.

미역취는 울릉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나물의 일종이다. 이 산나물은 햇빛이 잘 들고,  
양지 바른 풀밭에서 자라며, 독특한 맛과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울릉도에서 생
산되는 울릉 미역취는 잎이 크고 얇으며, 향이 진하고 조직이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21종 이상의 향미성분이 함유되어 울릉미역취만의 독특한 향을 가졌다.

(Ulleundo Miyeokchwi)

울릉도 미역취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전화문의

2005. 7. 18.
의성마늘 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5(농협군지부연합사업단)
054-830-8422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
6월 10일~20일경

•  의성지역의 지질은 모암(母岩)이 혈암(頁岩)으로 구성되
어 있어, 이곳 의성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특유의 향과 맛
이 매우 풍부하다.

•  의성지역은 11월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마늘쪽 분화
가 시작되는 3월까지 저온기간이 이어져 마늘쪽 분화 및 
구 형성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구의 비대
가 시작되는 4월부터 비대가 끝나는 6월까지의 최고기온
이 30°C를 넘지 않아 큰 구형성에 유리하다.

•  고품질 한지형 마늘로서 구가 단단하고 저장성이 탁월하
며, 의성마늘 특유의 향과 강한 매운 맛이 자랑이며 즙액
이 많아 적은 양으로도 양념효과는 만점인 것이 특징이다.

•  바이러스 감염율을 낮출 수 있는 재배법(주아재배법)으로 
재배하며, 깨끗하게 손질하여 포장하여 쫑대를 중심으로 
마늘쪽의 끝이 제비꼬리모양으로 밀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마늘의 도입 시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단군신화에 마늘이 등장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도 마늘 재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통일 신라 시대에 마늘이 재
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인해 마늘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식품이며 통일신라시
대에는 입추(立秋) 후 해일(亥日)에 마늘밭에 후농제(後農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종 22년에 현재의 의성읍 치선리(선암부락)에 경주 최씨와 김해 최씨가 터전을 잡으면서 
의성마늘을 처음으로 재배하였다고 전해진다.

(Uiseong Garlic)

의성마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호

울릉도 미역취 100g흑마늘 16g×30개의성 흑마늘



132 133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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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울릉농협 전화 주문 후 택배 배송
울릉농업협동조합
www.ulleungfood.co.kr

2006. 12. 15.
울릉농협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길 36
054-791-1827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연중

•  울릉도 참고비는 음지성 식물로 강우량이 적절하고, 겨울
에는 적설량이 많으며, 공중습도가 높은 곳에서 생산되어 
잎과 줄기가 연한 특징이 있다.

•  울릉도에서는 참고비를 수확 후 블랜칭 및 건조시 손으
로 비비면서 가공하는데 이러한 가공과정은 줄기를 연화
시킬 뿐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부스러짐이 적은 특
성을 갖게 한다.

•  참고비는 여러해살이 고등은화식물로 생김새가 개의 척추
뼈 같다하여 구척이라고 부르기도하며 울릉도에서 최초로 
인공재배에 성공하였다. 삼나물과 마찬가지로 이른봄 돋
아나는 새싹을 잘라서 삶아 말린 것이다.

섬고사리는 울릉도에서 참고비로 불린다. 참고비는 울릉도, 태백산 지역에서 나는 다년초
로, 울릉도 지역에서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고급 산나물이기도 하다. 참고비는 생
채로 먹으면 떫고 쓴 맛이 있어서, 삶아서 말렸다가 여러번 우려내고, 이후 다시 불린 것을 
조리하여 먹는다. 참고비를 이용해 각종 양념을 곁들여 볶아내거나 비빔밥, 고기국, 찌개, 
탕류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다. 

(Ulleungdo Chamgobi)

울릉도참고비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성주참외원협 www.melon.or.kr
성주참외 마을 www.melonvillage.com
도흥참외 마을 dohung.invil.org

2005.12. 1.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21(성주농협군지부)
054-930-4619
경상북도 성주군 일원
6~10월

•  성주지역은 가야산(1,430m)준령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
쪽으로는 주요산맥을 형성하고 있어 겨울에 북서풍을 막
아주고, 동남쪽으로는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어 이 일대의 
농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  참외 정식 후 일조시간이 월180시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
으며, 특히 저온기과실비대기인 2~3월에는 일조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다른 참외재배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 
풍부해 당도가 높은 고품질 참외를 생산할 수 있다.

•  사양토와 점질토의 중간단계인 양토가 전체 농경지 토양
의 표토에서는 65.6%, 심토에서는 59.7%를 차지하고 있
어 참외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  성주에서 출하되는 참외는 당도가 15%이상으로 소비자
의 기호도가 높은 품종이며 깔끔한 외형과 색깔, 사근사근
한 육질로 비타민 A, C,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성주참외는 가야산과 낙동강 연안의 맑고 깨끗한 지하수 바탕위에 배수가 잘되는 미사질 토양
의 깊은 토심, 많은 일조량 등 천혜의 참외 재배 조건을 갖췄다. 여기에 70년 이상 축적해온 기
술까지 더해져 성주참외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저장성이 높아 신선도도 오
래 유지돼 맛과 향이 타지역 참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성주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매출 규모로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가가 1천 가구를 넘어섰
다. 이는 70년 재배기술 노하우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Seongju Chamoe)

성주참외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호

성주참외 4.5kg성주참외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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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영천보현산별빛포도마을 starpodo.inviI.org
금호농협

2009. 1. 22.
영천포도생산자협회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86
(금호농협경제사업종합센타)
054-338-2231
경상북도 영천시 일원
8월 중순~9월 하순

•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으며 일조시간이 길어 일조량
이 많은 영천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영천포도는 당도가 
높아 단맛이 풍부하고 산도가 낮아 신맛이 덜한 품질 특성
을 가지고 있다.

•  영천지역은 지리적 요건과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로 인해 
머스캇베일리에이(MBA)의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머스캇베일리에이(MBA) 재배면적의 47.3%
를 차지하고 있다.

•  영천포도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5년부터 매년 
캠벨얼리와 머스캇베일리에이(MBA) 포도를 미국으로 수
출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포도에 들어 있는 항암성 물질
인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을 10배나 높인 기능성 포도를 생
산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으로 인정받아 농림부 2007 향
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지정되어 주산지로서의 명성 제고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되었다.

포도의 원산지는 기원전 6,000년경에 코카서스 지방의 카스피해 연안지역에서 시작 되었
으며, 기원후 300년경에는 포도재배와 양조기술이 대서양연안에서 유럽지역으로 확대 되
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도에 대한 기록은 박흥생 (1375~1458)의 촬요신서(撮要新書)이
고, 그 후 농가집성 (農家集成, 1614) 및 색경 (穡經,1676) 등의 고서에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1,400년대부터 널리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천포도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덜해 오늘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Yeongcheon Grapes)

영천포도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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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울릉농협 전화 주문 후 택배 배송
울릉농업협동조합 
www.ulleungfood.co.kr

2006. 12. 15.
울릉농협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길 36
054-791-1827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연중

•  울릉도 부지갱이는 향이 진하고, 조직이 연하여 씹는 맛이 
부드러우며 건채 가공 시 부스러짐이 적은 나물이다. 울릉
도 부지갱이나물은 부드러운 맛과 향이 우수한 것이 특징
이다. 명이나물 절임과 또 다른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  울릉도에서는 병해충 방제, 재배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경
쟁력을 바탕으로 부지갱이를 농가에서 소득작물로 재배
하고 있다

•  부지갱이나물은 비타민A 및 C가 풍부하고 단백질, 지방, 
당질, 섬유질, 칼슘, 인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산나물로
서 어린순은 나물로 먹으며, 민간에서는 식물 전체를 건조
시켜 해열제나 이뇨제로 사용 하기도 했다.

섬쑥부쟁이는 울릉도에서 ‘부지깽이’로 불리기도 한다. 이 부지갱이는 일본과 울릉도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울릉도에선 나물로 먹거나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나는 
부지갱이는 사계절 채취가 가능하고, 맛이 좋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부지갱이 나물의 지
상부는 산백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소염과 천식을 가라앉히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Ulleungdo Bujigaengi)

울릉도 부지갱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호

울릉도 부지갱이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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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전화주문, 택배 배송
당일 산림조합 입찰에 의해 가격 결정 후 현지방문
직접구매

2007. 1.  3.
봉화군산림조합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71
054-673-9713
경상북도 봉화군 일원
9~10월

•  봉화송이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서 자란 봉화의 명물이
다. 백두대간의 마사토에서 생산되어 수분함량이 적고 육
질이 단단하여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또한, 봉화송이는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자연이 내린 최고
의 보물, 숲속의 보석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소
나무 뿌리의 정기를 머금고 향기로운 솔냄새가 나는 천연
버섯의 왕자라 할 수 있다.

•  송이가 나무 소나무 종류는 육송, 금강송 등 여러 종이 있
지만 봉화에는 생산되는 소나무는 궁궐 및 명승 사찰등에 
건축에 사용되는 금강송즉 적송에서 많이 자생하므로 봉
화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향이 가장 짙고 조직이 단단해 손
으로 눌러 보아도 그 단단함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품
질이 우수하다.

다른 버섯과는 달리 송이는 인공으로 재배가 불가능하고, 자생조건이 까다롭다. 송이는 소
나무 뿌리에 균근을 형성하여 특정한 환경조건에서만 자생한다. 소나무숲으로 유명한 봉화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사계가 분명해 송이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
다. 봉화송이는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짙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Bonghwa Pine-mushroom)

봉화송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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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전화주문, 택배 배송 053-817-3211

2007. 1. 3.
경산대추생산자단체협의회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중방동)
053-817-8575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9~10월

•  금호강 유역의 충적평야와 낮은 구릉지에서 재배되는 경
산대추는 알이 굵으며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과피색을 가
진 것이 특징이다. 경산시는 평지에 과원이 주로 조성되어 
있어 산지과원이 많은 다른 지역의 대추나무보다 생육이 
좋아 품질 좋은 대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  경산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후서지역으로 대추생장
기에 기온이 고온을 유지하고 있어 고온·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대추 생육에 유리하다.

•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에 경산의 지방공물 및 토산품으로 대추가 있다는 기록으
로 보아 예로부터 대추가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대추는 조율이시(棗票梨柹 대추·밤·배·감)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큼 관혼상제에서 빠
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매다. 혼인날 시어머니는 폐백상에서 대추를 집어 며느리의 치마
폭에 던져주며 자손의 번성을 기리곤 했다. 이렇듯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해온 대추는 식재
료는 물론, 약재로서도 사랑받아 왔다. 한방요리에도 대추는 필수로 들어가는 약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대추 중에서도 경산대추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등에도 등장하여 예로부터 그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Gyeongsan Jujube)

경산대추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호

건대추 대추즙경산 건대추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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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제3회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선발대회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2호

전화주문 054-536-0907
상주곶감유통센터 www.sangjufng.co.kr

2007. 6. 12.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154
054-536-0907
경상북도 상주시
12~2월(연중 판매)

•  상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곶감 생산지 중 하나로 떫은맛을
내는 둥시로 유명하다. 이 둥시는 타닌 함량이 많고 물기
가 적어 곶감재료로 좋다.

•  또한, 상주곶감은 천연당도가 적당하고, 색택은 밝은 적황
색을 띠고 있고, 육질이 연하고 입안에서 잘 부서지며 씹힘
성이 적어 먹기에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  상주곶감은 씨가 2~4개 들어 있는데 이는 먹는데는 불편
함이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씨 있는 과일 만을 써야하는
전통제례에 이용할 수 있는 곶감이다.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www.gcjadu.kr

2009.12.17.
사단법인 김천자두협회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61
054-435-5321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6월 말~9월 중순

•  사단법인 김천자두협회를 중심으로 미생물 발효시설을 설
치하여 친환경 미생물제를 저렴한 가격에 지역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제초제 대용으로 친환경부직포, 토양개량제, 신
기능성활성물질(NPGC)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친환경 기능성자두를 생산하여 김천이 클린청정 자
두의 최고산지임을 홍보함과 동시에 김천의 농업소득원으
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재배(비가림, 무가
온 재배, 가온재배등)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여 자
두의 조기출하와 병해충의 방제, 품질향상을 시키고있다.

•  천자두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김
천시는 김천자두산업특구를 신청하여 ‘06년 12월 기획재
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아 친환경 자두 생산기반조성 
사업, 김천자두 유통 및 체험사업, 자두 가공 식품 기반조
성 사업과 김천자두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펼쳐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다.

자두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 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나 김천지방에는 고
려시대인 12세기말경 서하 임춘(1147~1197)이 개령현 대곡(현재 아포읍 대신리)에 은거
하면서 남긴 서하집(西河集)에 기록이 남아 있다. 장검행이란 시 중 〈오얏 담근 이리주 한골
로 내려〉란 구절에서 ‘자두로 술을 담가 먹었다’는 것은 자두가 그만큼 많이 재배되었다는것
을 반증한다.

(Gimcheon Jadu(plum))

김천자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9호

상주곶감은 상주고유의 품종인 상주둥시 감을 이용하여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씨
가 적당히 분포된 특징을 갖고 있어 자연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입
품의 브랜드 도용과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 우의의 확보를 위해서 상주곶감
의 지리적 특성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청 제12호로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
였고 또한 매년 곶감생산시기에 생산자 곶감작업현장 및 생산량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Sangju Persimmon Dried)

상주곶감

2021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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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방문 판매

2008. 2. 12.
영덕군산림조합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104
054-732-8300
경상북도 영덕군 일원
9~10월

•  타지역 송이에 비해 식이섬유와 회분이 풍부하게 함유되
어 있으며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보면 영덕군은 국
내에서 5위 안에 드는 송이의 대표적인 주산지라고 할 수 
있다.

•  영덕송이는 유백색의 몸체에 갓은 짙은 갈색으로 육질이 
쫄깃하고, 향기가 좋으며, 다른지역에 비하여 발생시기가 
빠르고 생산기간이 긴 특징이 있다.

•  또한, 84.42%로 타 지역 송이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다
소 수분함량이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함유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영덕송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영덕현의 공물로 송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
아 있으며, 이 기록으로 보아 예부터 영덕에서 품질 좋은 송이가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신증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임원경제지>, <단양부지>, <교남지>, <영
해읍지>, <영영승람〉 등에 송이가 영덕의 특산품 또는 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Yeongdeok Pine-mushroom)

영덕송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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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공판장 및 농가직매(인터넷 등)

2010. 3. 2.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경북 김천시 대학면 영남대로 
1130-4
054-431-9976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6~9월

•  김천지역은 특수한 지리적·기후적 여건으로 타 지역 포
도주산지보다 출하시기가 빠르고 뿐만 아니라 시설재배
를 통하여 인근지역보다 45일가량 더 빨리 포도출하가 가
능하다.

•  토양 중 사양토의 점유율이 높고 배수조건이 양호하여 양
질의 포도생산에 유리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타 지역 포도
주산지보다 높은 기온과 개화기의 강수량이 적은 기후로 
인해 많은 양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  김천지역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직포 피복재배 도
입과 비가림재배로 인해 농약 사용을 절감함으로서 저오
염 포도 및 유기농·무농약·저농약과 같은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도재배는 전래의 기록이 뚜렷하지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 그 당시 포도는 개성에서 재배될 뿐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자고로 산간에 머루라고 하
는 포도 속 식물이 야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실을 더러는 양조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의 
개발은 서두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포도의 본격적인 재배는 구한 말 일본을 통해서 미
국계 포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특히 김천은 전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로, 2,171ha
의 재배면적을 자랑한다. 해마다 김천자두포도축제와 포도 체험 행사가 열릴 만큼, 김천에
서는 포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Gimcheon Grapes)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2호

김천포도

김천 샤인머스켓 영덕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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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전화주문，택배배송
www.mgomija.or.kr

2009. 1. 28.
(사)문경오미자 생산자협회
경북 문경시 동로면 노은1길 26
054-554-7555
경상북도 문경시 일원
생오미자 9~10월/건오미자 연중

•  문경은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소백산맥 준령에 둘러싸인 
해발고도 300~700m 준 고랭지 산간지역으로 깊은 산중
에서 습도가 높고 배수가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기후, 일조량, 강수량 등이 오미자 재배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다.

•  오미자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면역력을 높
여 주어 강장제로도 쓰며, 폐기능을 강하게 하고 기침이나 
갈증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  한방에서 오미자의 다섯 가지 맛은 우리 몸에 각각 다르게 
이로움을 주는데, 신맛은 간을 보하고, 단맛은 비장과 위
장을 좋게 하며, 매운맛은 폐를 보하고, 쓴맛은 심장을 보
하며, 짠맛은 신장과 방광을 보호 한다.

오미자는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매운맛의 다섯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오미(五味)
자로 이름이 붙었다. 오미자는 6월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8월 중순 쯤에는 빨갛게 
익은 오미자 열매를 볼수 있다.
습도가 높고 배수가 용이한 지역에서 자란 문경오미자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유명하다. 

(Mungyeong Omija)

문경오미자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9호

대형할인마트, 생산자 직거래
www.hjminari.com

2010. 8. 24.
(사)청도한재미나리 생산자연합회
경상북도 청도읍 한재로 363
054-373-768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일원
2~6월(봄미나리), 9~12월(가을미나리)

•  청도한재미나리는 화악산 자락에 위치한 청도군 한재골 
지역에서 해발 932m 화악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지하수
를 이용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미나리 고유의 맛과 향이 뛰
어난 것이 특징이다.

•  한재골은 화악산과 남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
로 양옆의 산이 완만하여 산 그림자를 덮지 않고, 남동향
이라 볕이 나는 시간이 길고 맑은 물이 풍부하며 일교차가 
커 미나리 재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밤에 물을 대어주고 낮에는 물을 빼주는 논·밭 절충방
식으로 재배하여 줄기의 내부가 비어있는 다른 미나리와 
달리 속이 꽉 차고 조직이 연한 것이 특징이다.

1965년 가정의 채마용 자투리 논에서 기른 것이 시초다. 청도군 한재 마을에서 미나리가 본격
적으로 재배된 것은 1980년대 이후다. 원래는 복숭아, 자두, 감 등 과수가 주 작목이었지만 한
두 농가에서 시작된 미나리 재배가 마을 전체로 번져 이제는 한재 전체가 미나리 산지로 발전하
여 연간 1,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1994년에 전국 최초 미나리 무농약 재배 품질 인증이 
되었으며, 특히 1995~1996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으로 선정, 
지역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연중 생산 재배 기술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
업에 선정되어 2013년 한재미나리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한
재미나리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여 유통망을 확보하여 미나리의 건강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Cheondo Hanjae water dropwort)

청도한재 미나리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69호

미나리 1kg 건오미자 500g청도한재미나리청 700ml 오미자청 2리터



144 145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울진군산림조합 방문 판매

2009. 4. 1.
울진군산림조합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46
054-782-2249
경상북도 울진군 일원
9~10월

•  동해의 푸른바다와 울창한 울진금강송 숲이 어우러지는 
대자연의 신비가 스며있는 울진에서 자란 울진 금강송송
이는 천연의 맛과 향기가 뛰어나 예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  동국여지승람에도 송이 산지로 울진이 기록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송이 생산지이자 최고품질을 
자랑한다.

•  울진금강송송이는 울진금강송과 화강암, 편마암, 설회암
이 풍화된 토질(마사토)에서 생산되어 타지역의 송이에 비
해 표피가 단단해 저장성이 강하고 송이의 향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울진송이는 산뜻하고 쫄깃한 맛이 나며, 표피가 단단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여 
지승람에도 울진은 송이 산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로 우수한 
품질의 송이를 생산 하고 있다. 한편, 송이는 만성 또는 급성 설사, 천연두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산후 하혈에도 약효가 있다. 또한 항암율이 96%에 달하며, 통증을 멈추게 하고 위
를 비롯한 장기를 강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한방적 효능을 지닌것으로 알려져 있다.

(Uljin Pine-mushroom)

울진송이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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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
동고령농협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로 1029
054-954-4028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개진면, 
성산면 일원
매년 5월초~6월초

•  고령지역은 낙동강 및 회천 변 토심이 깊고 비옥한 충적평
야에서 1기작(4월 말-6월 중순 출하)으로만 생산되며, 일
조시간이 길고 일교차가 커 당도(12~13°Bx)가 높은 고품
질의 수박이 생산된다.

•  연중 기온이 온난하고 일조시간이 긴 지리적 특성으로 수
박의 조기 출하(5월초)가 가능한 반 촉성재배의 방식으로 
생산되며, 안정적인 대과생산을 위해 착과 시 줄기를 충분
히 생장시켜 착과를 시키는 재배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특히, 고령지역에서는 1기작으로만 수박을 생산하여 수확 
후에는 벼를 재배함으로써 연작피해를 줄이고, 착과 후 60
일 이상 충분히 생육시켜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수박
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대략 둥근 모양인데, 긴 타원형인 품종도 있다. 열매껍질의 색깔
도 짙은 녹색에서 녹색·노랑·흰색 등이고, 세로줄무늬 모양도 굵은 검정에서 가늘고 엷은색
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이며, 이러한 것들이 품종의 특징이 되고 있다. 열매살의 색깔도 빨
강·노랑 외에 진홍·귤색·흰색 등이 있다. 현재 주된 재배 품종으로는 신대화3호를 중심으로 
한 대화계 품종간의 1대잡종들로 열매 살은 선홍색이고 열매껍질에 호랑이무늬가 있다. 특
히 고령수박은 풍부한 햇살 아래 비옥한 충적평야에서 자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Goryeong Watermelon )

고령수박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3호

고령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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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전화주문, 택배배송

2010. 3. 10.
(사)청도반시생산자협회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1
054-370-8630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
9~10월

•  청도반시의 모양은 평방형이고 1개의 무게는 180g내외이
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에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육
질이 유연하며,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아 전국 제일의 홍
시로 각광받고있다.

•  청도반시를 이용해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스 홍시 등  다
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지역특산물로도 판매되고 있다.

•  본초비요(本草備要:의학서)에 따르면 곶감은 기침을 멈추
게 하고 지혈, 구역질, 치질에 효험이 있으며, 감꼭지 말린 
것은 정력을 돕고, 고혈압에 효과가 있으며, 감은 숙취해
소, 설사멈춤, 가래 제거에 좋고, 구연산은 오줌을 맑게 하
며, 감잎차는 순환기질환, 위궤양, 신장병에 효과가 있다.

조선 명종1년(1545년) 이서면 신촌리 세월마을 출신인 일청제 박호선생께서 평해군수로 
재임하시다가 귀향 시 그곳의 토종 감나무의 접수를 무속에 꽂아 가지고 와서 청도의 감나
무에 접목한 것이 청도 지역 토질과 기후에 맞아 새로운 품종 세월반시가 되었으며 이것이 
현재의 청도반시가 되었다.

(Cheongdo Seedless Flat Persimmon)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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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령농협
고령몰 http://grmall.co.kr

2013.12.10.
동고령농협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로 1029
(동고령농협)
054-954-4028
경상북도 고령군 일원
매년 5월 하순~7월초

•  고령군 내 감자재배지가 집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령
지역은 낙동강이 동쪽 경계를 따라 크게 곡류하여 형성된 
충적토로 인하여, 토심이 깊고 비옥한 충적평야가 넓게 형
성되어 있어 감자재배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토양산도가 적합하며, 감
자재배지 조성 및 관리가 용이한 평야지로 품질이 우수한 
감자 생산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

•  풍부한 일조와 평야지로 이루어져 있어 일조효율이 높기 
때문에 알이 굵고 전분 및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우수한 품
질의 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1560년경 잉카로부터 금, 은, 보석과 함께 구대륙으로 들여와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에 전파 하였고, 18세기에는 유럽전역에서 재배하게 되었다. 미국에는 1719년 아일랜드에
서 이주한 아일랜드 인에 의해 전파되었다. 18세기 중엽 독일국왕 프리드히리 대왕의 지시로 
일반인들에게 식용화되었다. 중국에 감자가 들어온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유럽, 러시아, 시베
리아를 경유하여 만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순조24년인 1824년에 만주의 간도 지
방으로부터 전래되었으며 서울에는 1883년 선교사에 의해 처음 재배되었다고 한다. 특히 고
령감자는 알이 굵고 영양이 풍부해 우수한 품질로 사랑받고 있다.

(Goryeong Gamja(Potato))

고령감자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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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로쇠 채취 작목반 방문을 통한 직접 음용
울릉군 산림조합 전화를 통한 택배판매
울릉군 산림조합 ulleung.nfcf.or.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판매
(검색창에 “울릉군산림조합”검색)

2012. 3. 1.
울릉군산림조합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동래길 250
054-791-2560
경상북도 울릉군 일원
2~3월

•  울릉도 특산식물인 우산고로쇠나무 수액의 당 성분은 다
른 고로쇠수액에 비하여 2배 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고되었고, 특히 사포닌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등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  울릉도 특산 수종인 우산고로쇠나무 수액의 경우 포도당·
과당에 비하여 단맛이 강한 자당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셨을 때 단맛을 더 느낄 수 있으며, 독특한 
인삼향이 나는 것도 울릉도 우산 고로쇠만이 느낄 수 있
는 특징이다.

•  고로쇠 수액은 일반적 식수와 비교할 때 칼슘은 약 40배, 
마그네슘은 약30배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황산, 염소, 당
분 등 10종의 미네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천연이
온수이다.

(Ulleungdo Usan Acer mono sap)

울릉도 우산고로쇠는 전국 산야의 고로쇠 나무 가운데 순수 국산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유일
한 수종이다. 해발300~900m이상의 울릉도 청정 원시림에서 자생하는 우산고로쇠 성목에
서만 채취한 수액은 다른 지역 고로쇠수액에 비하여 당분 함량이 높다. 특히 단맛을 내는 자
당함량(Sucrose)이 많아 음용 시 우산고로쇠수액 특유의 단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으며, 
특유의 향긋한 인삼향이 풍기는 특성이 있다.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0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롯데몰, 네이버 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2014.12. 3.
포항초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운하로 136
054-242-4730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10월~익년 3월

•  포항시금치는 포항지역의 토착 재래종으로 포항에서 생산
되어 ‘포항초’로 불리며 그 유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1950 
년대에 수도권 지역으로 대량 출하되면서 그 명성이 전국
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  겨울철에도 기온이 온난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과 연중 불
어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초장
이 다소 짧지만 가식부가 두꺼우며, 뿌리부분의 적색과 잎
부분의 녹색이 진한 편이다.

•  당도와 비타민C 함량은 물론, 수분과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고 저작감이 우수하며, 시금치 특유의 맛과 향이 진하여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 일반 시금치는 사계절 내내 나는 데 
비해 포항초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우내 바닷
바람을 맞으며 자란것을 최고로 친다.

브랜드 시금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포항초는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
과 맛은 훨씬 뛰어나다. 포항의 바닷바람이 적당한 염분을 제공해 맛을 더 좋게 해주고, 뿌
리 부분에 흙이 쌓이도록 모래땅을 덮어줘 뿌리가 길고 강하면서 빛깔도 붉은색을 띠는 것
이 특징이다.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길게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며 자
라기 때문에 뿌리부터 줄기와 잎까지 영양분이 고르게 퍼져서 일반 시금치에 비해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저장기간도 길다.

(Pohang Sigeumchi(Pohangcho),(Spinach))

포항 시금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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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녹차

남해창선고사리
남해마늘

의령망개떡

창녕양파
창녕마늘

밀양얼음골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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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구매방법

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산엔청 쇼핑몰 www.sanencheong.com
산청군농협덕산지점 www.deoksangam.co.kr
전화주문, 택배배송
경매참여(매주 화, 금요일)

2006. 6. 9.
산청농협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185
055-972-9601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
12월~

•  산청군은 감나무 생육에 영향을 주는 일조량, 강수량, 토
양 등이 감나무 생육 환경에 적합하여 곶감가공에 좋은 원
료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곶감건조시는 지리산의 영향을 받아 정상부의 차가운 공
기가 계곡을 따라 하강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질좋
은 곶감이 생산된다.

•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배경으로 한 산청곶감
은 환경친화적인 떫은 감을 원료로 하여 청정한 기후조건
에서 생산되는 곶감으로서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유망한 
임산물이다.

고종시(高宗枾)는 지리산 청정골 물맑고 공기 좋은 산청군 시천, 삼장지역에서 곶감 원료감
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지리산 자락의 차가운 기류가 흘러 들어와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특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천연 당도가 한층 증가되어 맛좋고 질좋은 곶
감이 생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 고총황제에게 덕산곶감(고총시)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부터 전통곶감의 주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Sancheong Persimmon Dried)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호

산청곶감

하동몰 www.hadongmall.kr
e경남몰 egnmall.net
전화주문, 택배배송

2003. 5. 2.
(사)하동차생산자협의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5 
055-882-1564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연중

•  하동군의 주요 차 재배지역은 섬진강과 이의 지류인 화개
천에 연접해 있어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지리산줄기 해
발 220M, 경사도 10-40°인 남향의 산간지에 다원이 분
포하고 있어 차 생산 시기에는 밤 낮의 기온차가 커 차나무 
재배의 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  토양은 약산성으로 수분이 충분하며 자갈이 많은 사력질 
토양으로 차나무 생육에 좋아 차나무 재배에 알맞은 토질
을 갖고 있다.

•  하동녹차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덖음’ 기술을 활용하여 
고급 녹차를 생산하고 있어 주로 보급형의 녹차를 생산하
는 다른 지역 녹차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서기 828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공이 
차 종자를 가지고 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라고 하였고 이를 미루어 선덕여왕 때 이미 그전부터 차를 마셔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선 초의선사의 동다송에는 ‘ ... 지리산 화개동에는 차나무가 사, 오십리에 뻗어 자
라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보다 넓은 차밭은 없다.. 다경에 이르기를 차나무는 바위틈에
서 자란 것이 으뜸인데 화개동 차밭은 모두 골짜기와 바위틈이다’라는구절도 있다.

(Hadong Green Tea)

하동녹차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호

하동녹차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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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특 징등록정보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남해창선고사리쇼핑몰 www.csgosari.com
전화 주문, 택배 배송 055-867-7701~3

2007. 7. 16.
창선농협
경남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69
(창선농협)
055-867-770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일원
4~6월(생고사리) 건고사리 연중판매

•  남해창선고사리는 섬지방 특유의 청정지역에서 풍부한 해
풍과 따뜻한 기후의 영향, 고사리 생산에 적합한 양토 및 
사질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사리의 향이 진하며, 맛이 
뛰어나고 식감이 부드러운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창선 고사리는 영양성분에서 조단백질 33%, 수분32.6%,
조 지방 1.9% 등 으로 다른 지역 고사리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무기질 성분 분석에서도 1그램당 칼슘 13mg, 인 
110mg, 칼륨 298mg 등으로 대부분 다른 지역 고사리보
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유리 아미노산 성분분석 역
시 훨씬 높은 수치가 조사됐다.

•  고사리 성분 가운데는 수분함량, 칼륨, 인, 황, 조단백, 조
지방, L-Threonine, 아미노산 성분 등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성분 함량이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분으로 본 창선고사리는 매우 우
수하다고 할 수 있다.

제사상에 반드시 오르는 산나물로 고사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채소이다. 보통 4~5월
에 어린 고사리 순을 꺾어서 데치고 말려 묵나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봄에 나는 햇고사리
야 말로 별미 중의 별미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데,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은 물론 혈액도 맑게 해줘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좋은 식품이다. 청정 섬지방에서 자라난 남해 창선고사리는 뛰어난 맛
과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다.

(NamHae ChangSun Fern)

남해창선고사리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3호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icevalley.invil.org
http://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kr

2006. 12. 29.
밀양얼음골사과 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 1길 20
055-356-6458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10월 말~다음해 5월

•  밀양시 산내면은 얼음골 지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애추
(Talus) 내부공기의 대류현상에 의해 하계냉풍과 동계온
풍 현상이 나타나 기상재해의 피해가 적은 지형이다. 산
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이며, 사과재
배지는 15~30%경사의 선상지나 곡간지·구릉지에 조성
되어 있다.

•  밀양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품의 품종은 ‘후지’이며, 11월 
중순이후 사과가 충분히 성숙 되었을 때 수확하며, 저온저
장 시에는 -1.5°C~4°C, 상대습도 90~95%를 유지한다.

•  천연기념물 얼음골의 신비로운 기후조건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과육이 단단
하여 씹는 촉감이 좋으며, 사과 고유의 상큼한 향기가 뛰
어난 것이 특징이다.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김문섭씨(전 시의원)가 1972년 왜성대목 M26을 도입(당시 전국시
장은 M106 대목)하여 얼음골 후지가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활성화 시기는 1992년부터 시
작되었다. 기후는 천연기념물 224호인 얼음골의 삼복더위에 얼음이 얼고 온대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가 교차하여 이동성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이다. 또한 사과 비대기에는 일교차가 
심하여 다른 지역 사과에 비해 당도가 4~5도가 더 높다. 9~10월의 착색기에는 강우량이 적
으며 신맛이 사라져 당도 증가와 독특한 얼음골 사과향에 크게 도움이 된다.

(Miryang Eoreumgol Apple)

밀양얼음골사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4호

얼음골사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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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새남해농협 www.snnh.co.kr/shopping
동남해농협 www.dongnamhae.com

2007. 5. 1.
남해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경남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414
055-864-4111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
연중

•  남해지역은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서늘한 해양성 기후
로 마늘의 생육에 적합하다. 이러한 환경은 주요 약리작용
을 하는 알린, 알리디아민, 스코르닌, 게르마늄 등의 성분
을 형성하는 데에 유리하다.

•  남해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토양 중 
석회(Ca)성분이 풍부하다. 또한 연중 불어오는 해풍이 식
물체내의 양분이동이 활발하게 하고, 고유의 색, 맛을 내
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남해마늘은 마늘이 부드럽고 껍질을 벗겼을 때 고유의 색
택이 좋다. 이로 인해 남해 마늘은 건마늘은 물론 풋마늘
용으로도 인기가 좋아 그 명성이 높다.

(Namhae Garlic)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의 건국신화에도 나와 있듯이 마늘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식품이
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입추(立秋)후 해일(亥日)에 마늘밭에 후농제(後農察)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 이 시대에 이미 약용·식용작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해에는 언제부터 마늘이 재
배되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보낸 선남선녀가 남
해에서 생활하면서 돌에 새겼다는 전설이 담긴〈서불과차〉와 100여 기에 이르는 지석묘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선사시대부터 마늘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해마늘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28호

보물섬남해명품 남해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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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오픈마켓, 직거래

2007. 6. 5.
창녕명품양파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모산2길 7
055-536-1425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
6월

•  남부 지방의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파는 창녕의 
대표적인 생산물로서 연간 생산되는 양은 약 80,000 톤(
재배면적1,000ha)에 달한다. 특히 창녕군 대지면은 한국 
양파의 최초 재배지로서 경상남도에서 양파연구소를 설립
하여 육종연구와 양파 재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창녕지역의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뿐 아니라 특히 유
효인 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양파의 저장성과 감미에 좋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  양파를 재배하는 1,900여 농가의 양파재배 경력이 대부분
10~30년 이상으로 1960년대 이후 대를 이어 동일지역에
서 지속적인 양파를 생산해 오고 있고, 양파동호회 등에서
는 지속적인 재배기술 및 품종 개발 등의 연구 개발을 실
시하고 있다.

군내에서 처음으로 조성국씨가 1946년 마산에서 품종 미상의 양파 종구를 구해와 채종재배
를 시도하였으나 개화기의 장마로 인하여 결실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호박덩굴 밑의 한 
송이를 채종할 수 있었던 것에 착안하여 이듬해부터 유지로 비가림 하여 채종에 성공하였으
며 그 이후 함석, 가마니, 비닐로 비가림 재배하는 단계로 재배 기술을 정립하였다.1958년
부터 1974년까지 조성국씨가 영산면 구계리에 시험단지를 준비하여 우리 기후 풍토에 적합
한 우량 품종을 육종코자 우수개체 선발 육성, 웅성불임을 이용한 육종법으로창녕에서 전국 
각지로 종자 보급을 하기에 이르렀다.

(Changnyeong Onion)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0호

창녕양파

창녕 양파즙 11mlx5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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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www.maengjongjuk.co.kr
전화주문, 택배배송
현장구매

2010. 9. 8.
거제맹종죽순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700
055-637-0067
경남 거제시 하청면 일원
4~5월

•  우리나라에서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배 죽
종은 왕대와 솜대 및 식용이나 약의 죽순을 채취하기 위한 
맹종죽 등이 있다 왕대와 솜대는 죽재이용이 주목적이고 
맹종죽은 죽순과 죽재를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  거제 맹종죽은 중국원산지의 대나무로, 죽순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죽순대라고 불린다. 죽순은 단맛을 내며 식이섬
유가 풍부하고 잎의 크기는 왕대나 솜대보다 작다

•  내한성이 약한 남부 일부지역에서 재배되며 우리나라 맹
종죽의 80%이상이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다. 거제맹종죽
영농조합법인은 맹종죽을 활용하여 체험형 테마공원인 거
제맹종죽테마공원을 운영 중에 있다.

죽순은 화본과에 속하는 단자엽 식물로 대나무의 지하경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을 일
컫으며 죽맹, 죽아, 죽자라고도 부른다. 흔히 죽순하면 맹종죽의 어린 싹을 일컫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죽순은 왕대속에 딸린 대나무류의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을 말
한다. 국내에서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배 죽종은 왕대와 솜대 및 맹종죽 등이 
있다. 그 맹종죽 중 80%이상이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다.

(Geoje Maengjong bamboo shoot)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0호

거제맹종죽순

생죽순 5kg삶은죽순 300g

특 징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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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방법
전화주문
함안군 대산농협
쇼핑몰(농협몰 www.nonghyupmall.com)

2008. 4. 7.
함안수박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055-584-1412
경상남도 함안군 일원
3월말~7월초

•  함안지역은 낙동강 서남부권지역으로 관내 수박 주 재배
지인 대산면, 법수면,  군북면 지역은 남강과 낙동강이 역
류해서 만나서 형성된 충적토(沖積土)로 과거에는 늪 지역
인 영향으로 토양 속 유기물 함량이 풍부 하다.

•  수박이 주로 재배되는 남강과 낙동강 유역은 경사도가 
15% 이하인 완만한 충적 평야지로 되어 있어 일조의 효율
성이 높고 수박재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형
이 동서 방향이 길은 이점으로 일조량이 풍부하다.

•  11~2월 평균기온은 2.1°C로 높아 재배지의 토양의 지온 
확보에 도움을 주어 생육 초기 근권 온도의 낮음에 따른 초
기생육 부진, 뿌리 신장 억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낙동강
과 남강변의 기름진 토양에서 재배되는 전국 으뜸상품으
로 과육의 질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이뇨, 주독, 소변 불통 
등에 좋으며 일본시장에 인기상품으로서 국내 최초로 수
출되고 있다.

1800여 년경 궁중에 진상까지 했다는 구전으로 미루어 200여 년의 장구한 역사가 있는곳
이며 비닐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부터 시설수박 재배로 전환되어 20년 이상의 재
배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타지역보다 당도 증진이나 상품생산은 앞서는 곳이다. 함안지역의 
지형적 특성도 남쪽의 여항산이 고지로 물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역류현상이라 겨울철의 
혹한과 이른 봄철의 안개로 시설재배로선 문제가 있으나 주야 간 기온 격차가 심해 당도 높
은 양질의 수박을 생산하는 곳이다.

(Haman Watermelon)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6호

함안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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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직거래

2011. 8. 1.
함양곶감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201
055-962-6794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연중

•  함양곶감은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것으로, 500년 전 김종
직 선생의 점필재 문집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기도 
한 전통 깊은 곶감이다.

•  함양곶감은 천연당도가 적당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감칠맛이 높다. 또한, 지리산의 자연상태에서 건조시켜 당
도가 높고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  함양 곶감은 지리산 갚은 산골의 맑고 깨끗한 바람에 정
성으로 솔솔 말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이다.

예로부터 함양에는 “등구 마천 큰 애기는 곶감 깍으러 다나가고, 지리산에 줄박달은 처녀 손
길에 다 녹는다”라는 노랫가락과 호랑이와 곶감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함양이 곶감의 고장임을 노래 한 것으로 함양에서는 이것을 물레방아골 함양곶감이라 
부른다.

(Hamyang Dried Persimmon)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9호

함양곶감

곶감오란다 선물세트 40gx10개+70gx2개무유황 명품 곶감 2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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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사천풋마늘영농조합법인 
010-3835-4284

2010. 11. 8.
사천풋마늘 영농조합법인
경남 사천시 심상로 288 삼천포농협
055-830-1322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
3월

•  사천시의 토성은 양토가 52.8%, 미사질양토가 40.2%로 
토양중에 석회함량이 풍부해 칼슘의 함량이 매우 높다. 남
해안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성 기후지역으로 연
평균 기온이 13.1°C로 대체로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겨울부터 봄까지 생육하는 풋마늘 재배에 유리하다.

•  사천풋마늘은 150년 전부터 사천에서 재배되는 사천재래
종으로 오랜기간 사천지역에서 적응되어 왔으며 농업기술
센터의 엄격한 관리 아래 선별된 종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  뼈에 좋은 칼슘 및 칼륨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수분이 많
으며 회분, 철분, 구리, 나트륨, 아연, 셀레늄, 비타민 B2, 
나이아신 등의 함량이 타 지역 풋마늘에 비해 보다 높다.

1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사천풋마늘은 지역 재래종으로 해풍을 맞고 자란데다가 굴과 조개
껍데기 등으로 양분을 공급해 맛과 향이 독특하다. 월동 작물로 알려진 이 풋마늘은 뿌리 부
분이 희고 길며 줄기는 붉은색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조직이 부드럽고 매운 맛이 강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사천풋마늘은 
뿌리까지 먹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Sacheon Green Garlic)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2호

사천풋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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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떡전문점 : www.dduck.co.kr

2011. 3. 2.
(사)의령망개떡협의회
경남 의령군 부림면 낙동강로 1884
055-574-3331
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연중

•  경상도 지역에서는 청미래덩굴을 ‘망개나무’라고 칭하는
데, 그로 인해 ‘망개떡’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망개 잎의 향
이 떡에 베어들면서 상큼한 맛이 나고, 여름에도 잘 상하
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망개나무는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을 
풀어주는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  
요통 등을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망개떡은 경
남의 의령지역에서 만들어 먹었던 향토음식으로 멥쌀로 
만든 떡을 얇게 밀어 팥소를 넣고 빚은 떡을 두 장의 망개
(청미래)잎으로 감싸 망개잎의 상큼한 향이 베이도록 만
든 떡이다.

•  팥을 재료로 사용하는 떡의 성질상 장시간 유통이 불가능
하지만 망개즙이 떡 속에 깊이 베어 자연 방부제 효과를 발
휘하면서 특유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망개나무란, 청미래덩굴의 경상도 사투리다. 그 잎으로 싼 떡이 바로 망개떡이다. 예로부터 
추석이나 설날등 명절이나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집안마다 망개떡을 만들어 먹었던 
세시풍속이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 조성과 동지들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산 안
희제 선생이 만들었고, 그 명맥을 유지하여 그의 손녀인 안경란 선생 외 각기 전통성을 갖춘 
업체가 망개떡을 제조·판매하여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Uiryeong Manggae-dduck)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74호제3회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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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농협 055-533-3710~1
오픈마켓, 직거래

2012. 3. 5.
창녕마늘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창녕군 경남대로 4977
055-532-1001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
4~7월

•  창녕지역은 대서마늘의 시배지로 낙동강의 범람으로 이
루어진 충적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인편이 크고 매운맛
이 덜해 생식용 마늘 및 김장용 양념마늘로 많이 이용되
고 있다.

•  전국 마늘 재배면적의 7.1%, 생산량의 10.2%를 차지하
는 우리나라 마늘의 주산지 중 하나이며, 재배과정 상 알
맞은 생육적온, 높은 일교차, 수확기 낮은 강수비중 등 마
늘 재배에 적합한 기후 특성, 토양 성분 중 무기 성분(유효
인산, 칼륨, 마그네슘)의 함량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
나며 타 지역의 마늘에 비해 칼슘과 철분, 비타민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창녕지역의 마늘재배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재배기술 및 작
업효율화를 위한 농기구(건조시설, 수확 및 운반 도구, 경
운장비)를 제작하고 재배기술과 관련하여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여 마늘생산을 효율화 할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마늘의 도입 시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단군신화에 마늘이 등장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도 마늘 재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통일 신라 시대에 마늘이 재
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인해 마늘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식품이며 통일신라시 
대에는 입추(立秋) 후 해일(亥日)에 마늘밭에 후농제(後農祭)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창녕
은 우리 나라 마늘의 주산지 중 하나로, 뛰어난 기술과 부단한 노력으로 품질 좋은 마늘을 
생산해내고 있다. 

(Changnyeong Maneul(Garlic))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2호

창녕마늘

2021년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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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단감원예농협
www.dangam.nonghyupi.com

2013. 8. 27.
진영단감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105
(김해농협시지부)
055-310-5222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10~11월

•  국내 생산 과일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량 세계 1위를 자랑
하는 과일이 바로 단감이다. 특히 진영단감은 우리나라 단
감의 조상 격에 속하며, 8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  김해의 토양은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물빠짐이 좋아 품질
좋은 감이 생산된다.

•  단감은 온대성 과수로서 생육 기간 중 높은 온도를 필요
로 하는데, 이는 수량과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김
해시는 온대지방에 속하며, 사계절의 한난 차가 적고, 강
수량도 다른 지방에 비해 풍부하여 단감재배에 적합하다.

경남지역의 단감 재배 유래는 1923년경 경상남도 진영 역장을 지낸 일본인 하세가와(장곡
천)가 진영 중부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후 1927년 최초로 재배에 착수하였으며 일본인 
식물학자인 요시다, 사토오, 히까미 등 세 사람이 단감의 보급을 위하여 토질과 기후, 풍토 
등을 연구 조사해 오던 중 진영의 토질과 산세, 기후 등이 단감재배에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진영읍 진영리 부곡 신용리에 약 100주를 시험적으로 재배한 것이 경남 진영 단감 재배의 
역사다. 우리 나라의 단감 재배면적은 16,309ha(2007년)로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하며, 특
히 경남지역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Jinyeong dangam(Sweet persimmons))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8호

진영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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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택배가능, 직거래

2018. 3. 21.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
010-4582-3173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10월

•   밀양시 지역은 6~7월의 평균 기온은 24°C 로(평균 최고
기온 : 29.6°C, 평균 최저기온 : 19.9°C) 높은 온도 조건
을 가지고 있어 대추 생육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추 결실
량이 많다.

•    전국 임산물생산조사(2014년)에 따르면 밀양은 전국 대
추 생산량의 약 14.3%(전국 3위)를 차지하는 대추 주산
지이다.

•   밀양의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밀양 대추는 특히 당도가 높
고 영양이 풍부하다.

대추는 혈액 정화, 자양 효과, 신경 안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 성질이 
따뜻하고 위를 편하게 하여 한약재로 자주 쓰이는 것은 물론, 노화방지 약재로 그 효능을 인정
받았다. 또한 대추는 단맛을 내고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각종 음식의 고명이나 전병, 차 등 음
식으로도 즐겨 먹었다. 대추는 과육이 두텁고 단맛이 강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반점이 있
거나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대추는 피하는것이 좋다. 특히 밀양은 전국 대추 생산량의 전국 3
위를 차지하는 대추 주산지이다. 밀양대추는 과육이 많고 광택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Miryang Daechu)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6호

밀양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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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함양군의 대표 특산품인 함양산
양삼은 함양군 지역의 청정한 산림의 해발고도 500m 이
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되는 특성으로 항산화성분이 풍부
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함양산양삼에서의 RNA Seq. 분석결과 특이적으로 세포내
의 활성산소족 제거에 관여하는 효소로 알려진 peroxidase 
유전자들이 다른 지역의 산양삼보다 다량으로 높게 발현되
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함양산양삼이 활성산소족
을 제거하는 항산화기능이 우수하다.

•  함양군 지역에서는 산양삼 생산 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생
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등) 및 함양군 생산신고 등을 통
하여 엄격하게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11월 전후에 파
종하여 인위적인 재배관리는 최대한 자제한 상태로 약 5년 
이상 생육 시킨 후 채취·수확하고 있다.

•  조합법인은 함양산양삼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양
삼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는 조합법인의 엄격한 심사(품질
검사)를 통하여 선정, 조합법인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보급(
조합법인의 종자 품질관리, 종자 보급의 일원화)하고 있다.

•  함양산양삼은 생산지 선정, 조성, 종자, 종묘, 식재, 생산관
리, 품질검사, 유통 등 산양삼 전 생산과정에서 있어서 아
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국내 한국학 전문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1978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의하
여 설립)의 한국향토문화전대전‘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파견했던 서복(徐福)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서암동과 서하면의 서래봉, 그리고 약초산이라 불리는 삼봉
산 등에 자취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조선 시대에는 유의태와 허준 등이 좋은 약초를 찾아 지
리산과 삼봉산 일대를 방문했다고 전한다. 또한 함양 지역에서는 다량의 산삼과 심마니의 우
막, 산신제단 등이 발견돼 오래 전부터 산삼이 많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함양산양
삼의 오랜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Hamyang Sanyangsam)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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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병익 010-8533-7112 
hysan3@daum.net

2021. 9. 17.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맛길 107
055-962-3324
경남 함양군 일원
6,030kg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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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농협쇼핑몰 daejeotomato.com

2012. 9. 24
대저농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29-1
010-3596-3376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1~5월

•  대저지역은 예로부터 고품질의 토마토 생산지역으로 유명
한데 토마토 특유의 맛이 풍부하다하여 ‘짭짤이 토마토’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평야의 비옥한 토양에서 한겨울을 
이겨내고 월동하여 재배·생산되는 대저토마토는 과피가 
진하고 과육이 단단하여 씹는 맛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 이다.

•  연평균기온 15.4°C, 겨울철(11~2월) 평균기온이 5.5°C로 
온난하며, 타 지역에 비해 적설량이 현저히 적어 월동재
배를 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생육기간이 길어 당도(8~13° 
brix)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겨울철에 생산되는 토마토다. 과육이 단단하고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높다. 낙동강 하구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는 대저토마토는, 염분이 
많은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해안 지대에서 생산되어 짭짤한 맛이 난다. 특유의 맛으
로 인해 ‘짭짤이 토마토’, 산지의 이름을 따서 ‘대저 짭짤이 토마토’라고 불리기도 한다. 60 
여 년의 재배 기술을 자랑하는 대저토마토는, 독특한 식감과 특유의 맛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86호

(Busan Daejeo Tomato)

부산대저토마토

부산 대저토마토 소과 2.5kg대저 토마토 2.5kg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오픈마켓, 롯데몰, 네이버 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2006. 9. 19.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도 제주시 아란3길 28번지 1층
064-757-3533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연중

•  제주도는 섬 지역으로 외래약성 가축질병의 유입차단이 
용이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온화한 기후는 고품질의 
제주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다.

•  세계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시장과 인접하고 있
어 돼지고기 대일 수출을 위한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에 
입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 전 지역
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
증을 받았다.

•  기후적으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기후가 다소 
다르나 연평균기온 15.8°C, 강수량 1,560.8mm, 평균풍
속 4.2m/sec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특히 타 내륙지방 
보다 강한 바람으로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여 양돈 사육
에 있어서 공기 내 오염 물질이 적어 병해가 적다.

•  제주도는 무공해 청정이미지 상품화 전략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산축산물안전생
산관리(HACCP-FCG) 품질보증제도 실시하고 있다.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 
년), 해동역사(1823년) 등 옛 문헌에 제주도에서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학
술적 가치가 높다.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뛰어나다.

(Jeju Pork)

제주돼지고기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8호

삼겹살400g목살 4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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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삼다원녹차영농조합법인 064-794-0746
해안다원영농조합법인 064-724-0713

2008. 10. 16.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37
010-7522-3033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4~8월

•  제주지역은 국내 유일의 화산회토로 토양이 흑색으로 유
기물함량이 매우 높아서 양분과 수분의 보유능력이 좋고 이
는 고품질의 찻잎생산과 차나무의 생육에 매우 유리하다.

•  또한 제주의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차나무의 생육이 빨리 
시작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수확을 1~2주 빨리하며 특히 
명전차(4월 5일 이전)의 수확은 제주지역에서만 가능한 
중요한 특징이다. 제주녹차는 화산 암반수를 이용해서 재
배하여 오염 물질의 유입이 없고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  제주녹차는 갚은 맛을 내기 위해 손을 이용한 가마솥 덖
음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통제 다방식인 구중 구포(아홉
번 덖고 아홉 번 비빔)로 제다하여 맛과 향, 색이 우수한 것
이 특징이다.

인류가 차를 마시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마시는 기호음료로서 이용된 것은 아니고, 어린 찻잎
을 먹어보아 해가 없고 특별한 효능이 있으므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이다가 천지 신과 조
상의 제례에 사용되면서 점차 일상의 생활중에 마시는 기호음료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가야시대부터 차 종자가 전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록상으로는 차가 전래된 시기
는 신라 선덕여왕 때인 7세기이고, 직접 재배하게 된 것은 흥덕왕(興德王) 3년(828년) 사신 
김대렴(金大廉)이 당(唐)나라에서 중국산 소엽종(小葉種) 종자를 가져 와 지리산에 심으면서 
부터다. 그 이후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고 한다. 제주 녹차는 국내 유일의 화
산회토과 전통제다방식으로 맛과 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Jeju Green Tea)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50호

제주녹차

제주녹차 삼각티백 100개입그린밀크티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롯데몰, 네이버 스토어팜,  
각종 직거래

2005. 7. 8.
(사)제주특별자치도 한라봉연합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앞동산로 11번지 45
010-2658-1788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7~12월

•  199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그 후 제주도의 특산물이 되었
다.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일본 이름 그대로 “데꼬봉” 이라
고 불렸다고 한다. 이후 꼭지 부분이 마치 한라산의 봉우
리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 한라봉이라 이름 붙였
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제주감귤과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
는 제철과일이자 특산물로 사랑받고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280~300일 이
상 생육)되는 제주한라봉은 과피가 얇고 색이 진하며 과육
이 단단한것이 특징이다. 또한, 당도가 높아 단맛이 풍부
하여 소비자 기호도가 높다.

한라봉은 주로 따뜻하고, 햇볕이 좋은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특히 제주와 전라도 등지
에서 재배 되고있다. 12월부터 3월까지 주로 수확을 하는데, 2월과 3월에 가장 맛있게 익
는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은 대표 영양성분인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한라봉 특유
의 풍미(맛과 향)가 진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Jeju Hallabong)

제주한라봉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0호

한라봉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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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백화점, 마트, 전국인삼판매센터
대표연락처 : 031-718-8881
홈페이지 : www.ekga.org

2006.12. 7.
(사)고려인삼연합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33호
031-718-8881
대상지역국내

•  홍삼 : 일반적으로 원료수삼을 표피를 벗기지 않은 채로 
증기로 쩌서 익혀 말린것을 말한다. 홍삼은 말린 체형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하늘이 내려준 삼이라하여 천삼(天
蔘), 땅의 이로움을 받은 삼이라는 뜻의 지삼(地蔘), 다른 
인삼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인삼이라는 뜻의 양삼(良蔘)
으로 구분된다.

•  백삼 : 원료수삼의 껍질을 벗기거나 벗기지 않은 그대로 원
형을 유지한채 햇볕 건조하거나, 익히지 아니하고 열풍 건
조시킨 것으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인
삼제품으로 색깔은 미황백색을 띤다. 그 종류는 직삼(인삼
의 원형유지), 곡삼(지근과 주근의 일부를 구부린 것), 반
곡삼(인삼 지근을 구부린것), 피부직삼 등으로 구분된다.

•  태극삼 : 수삼을 물이나 증기로 익혀서 직립형으로 말린 
가공인삼으로 홍삼과 백삼의 중간제품이다. 태극삼은 수
삼을 증기로 찌거나 이중솥 안에서 75~90°C 정도의 열수
로 20~25분간 처리한 후 건조시킨 것이다.

고려홍삼·백삼·태극삼
(Korean Red Ginseng-White Ginseng·Taekuk Ginseng)

문헌상 인삼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인삼 재배의 기원이 고려시대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야생 인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구전으로 전해질 뿐 확실하지 않다. 또한 16세기 조선시대 중종 때 주세
붕(周世鵬)이 풍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산삼 종자를 채취, 인삼 재배를 시작하여 보급한 것
이 시초라는설도 있다. 우리나라 인삼 부족 현상은 고려시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삼 교역량의 증가와 민간의 공납 부담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채굴로 산삼이 희귀해지면서 
인삼의 인공 재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행한 산삼의 종자나 묘삼을 비밀리
에 갚은 산속에 심어 인공 재배한 산양삼 재배가 인삼 재배의 시초라 추정된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9·20·21호

백삼_피부삼 6년근고려태극삼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안성인삼농협 www.anseonginsam.net
경기동부인삼농협 www.kginsam.com
강원인삼농협 www.gangwoninsam.co.kr
충북인삼농협 www.cbinsam.com
금산인삼농협 www.kinsam.co.kr/shop
서산인삼농협 www.seosaninsam.com
풍기인삼농협 www.pginsam.co.kr
강화인삼농협 ganghwainsam.co. kr

2007.12. 20.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054-636-2713
국내

•  수삼은 경작지에서 재배한 인삼을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삼이라고도 불
린다. 수삼은 홍삼, 백삼, 태극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  수삼은 70~75% 내외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삼 원재
료로의 보관기간이 비교적 짧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가
공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  수삼은 원기회복 및 우울증, 스트레스, 혈압조절 등에 효
능이 있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의 자생 및 재배의 분포는 남한(南限)이 북아메리카의 북위 30°로부터 북한(北限)은 러
시아의 하바로프스키의 북위 48°의 범위내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산지인 우리나라는 그 중
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고, 기온, 강우량 등 환경적 요건 뿐 아니라 토양도 표토
(表土)는 사양토, 심토는 점토(粘土)인 적지가 많은 인삼재배에 있어서 천혜의 입지조건이
다. 인삼에 대하여 국가에 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법률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지원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Korean Fresh Ginseng)

고려수삼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39호

고려수삼



176 177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백화점, 마트, 전국인삼판매센터
대표연락처 : 031-718-8881
홈페이지 : www.ekga.org

2008. 6. 16.
(사)고려인삼연합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33호
031-718-8881
국내
연중

•  삼(인삼)제품이란 인삼(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을 80%
이상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듯하며 그 종
류는 매우 다양하다.

•  먼저 농축액 제품은 인삼(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근 
100%에서 물이나 주정 또는 물과 주정을 혼합한 용매로
추출하여 여과한 가용성 인삼성분을 그대로 농축한 것이다. 
인삼(100%)을 건조하여 그대로 분말화한 제품도있다.

•  정(錠)제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용성 인삼 
성분 또는 인삼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부원료 또는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또는 적당한 첨가제를 선택적으로 넣어 성
형하여 제조한 것이다.

•  또한, 과립제품은 가용성 인삼 성분을 주원료로 하여 부원
료 또는 부형제(유당, 포도당 등), 결합제, 분해제 등을 넣
어 고르게 섞은 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입상으로 만든 것
이다. 이외에도 차, 캡슐, 환, 정과, 절편 등 다양한 제품
이 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47·48호

고려인삼·홍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red ginseng products)

인삼은 우리나라 산속의 활엽수 부식토에서 자생하는 한랭성 숙근초로서 오래전부터 채취
하여 약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약효가 널리 알려지자 수요가 증가하여 인공재배를 시작하였
다. 고려인삼(홍삼) 제품은 항암효과 및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
액 흐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야관문 진액 스틱 30포 홍삼절편 홍삼정 홍삼차 선물세트

특 징 등록정보

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백화점, 마트, 전국인삼판매센터
대표연락처 : 031-718-8881
홈페이지 : www.ekga.org

2016. 6. 22
(사)고려인삼연합회
경기도 성남시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233호
031-718-8881
전국
연중

•  흑삼은 증숙 및 건조과정을 통해 Ginsenoside Re, Rf, 
Rg1, Rg2 그리고 Rh1의 함량이 백삼 및 홍삼보다 높아
진다. 또한, 열에 의한 생성물인 Ginsenoside Rg2, Rg3, 
Rh1, Rh2의 함유량도 홍삼보다 높다.

•  또한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특이 사포닌의 약리작용과 인
삼 사포닌의 약리작용으로 항혈전효능, 항암활성, 혈당강
하작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2·103호

(Korean black ginseng product·korean black ginseng)

인삼의 대표적인 가공품인 홍삼은 약 1,000년 전부터 제조되었으며, 수삼에 적절한 열처리 
공정을 가하여 만들어 2차적인 성분변환이 일어나 수삼에 존재하지 않는 특유의 새로운 약
효성분들이 생성되고, 일정의 활성 성분의 함량증가가 일어난다. 최근 들어 기능성물질을 
다량 함유하는 인삼가공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한약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인 수치법을 활용
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숙지황과 같은 한약에서 응용하고 있는 구증구폭(九蒸
九曝)의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홍삼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원리로 백삼, 
홍삼보다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새로운 인삼제품으로 개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제품은 외부
형 태적인 특징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흑삼(Black Ginseng)이라고 칭하고 있다.

고려흑삼·흑삼제품

절편삼 홍삼액 홍삼차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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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자
주소
전화번호
대상지역
출하시기
구매방법

특 징 등록정보

직거래, 전화주문, 택배가능

2018. 3. 19.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70
051-727-34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연중

•  해안지역에서 재배되는 기장쪽따는 청정해풍의 영향으로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고유의 향이 진하다.

•  기장지역의 황토 토질이 쪽파의 향, 맛, 당도 등을 더욱 높
여 신선 상태에서는 맵지만 익혀서 요리할 경우 달콤한 맛
을 내는 고품질의 쪽파를 생산한다.

쪽파는 파와 유사해 보이지만 백합과에 속한 채소로, 파와 양파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뿌리 쪽 흰 비늘줄기 부분이 납작한 실파와 달리 둥글고, 입안이 알싸할 만큼 맵지만, 익혀
먹을 때는 훨씬 달콤해진다는 점에서는 양파와 유사하다. 대파보다 연하고 냄새가 강하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장쪽파는 청정 해풍을 맞고 자라 초장이 다소
짧고 굵기가 얇아 다른 지역 쪽파에 비해 향이 진한것이 특정이다.

(Gijang Jjokpa(Shallot))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105호

기장쪽파

기장쪽파

발 행 처

주 소

전 화

제작·인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044-201-2277

044-861-8858

(주)다원기획 044-865-8115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

지리적표시 농식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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