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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무안산 청정황토갯벌 전통방식 지주식 곱창김 생산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일원

판매자 이름 연형흠 판매자 연락처 010-4681-5264

♡우리집 밥도둑 지주식 곱창김♡

김은 다 같은 방식으로 채취하는 줄 아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통방식의 지주식이 있습니다. 어릴 적 벼농사 짓는 농촌에

서 긴 겨울방학을 떠올리면,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아 김장김치, 동치미, 구운 김을 손으로 찢어 왜간장에 찍어 먹

던 것이 전부였지요. 매일 매 끼니 같은 반찬이 올라와 새로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땐 참 맛났습니다.

요즘 우리 집 밥도둑 곱창김을 소개합니다. 

지주식은 일반 김보다 영양이 5배나 많다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인 무안군 해제면 갯벌은 황토와 펄이 적절히 섞여 있는 특수한 갯벌입니다. 영양분이 많고 수심이 얕

아 김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여건입니다. 김이 가장 맛있는 2월까지 갯벌에 나무작대를 박고 줄을 연결하여 김포

자가 붙게 만드는 전통방식의 지주식으로 원초를 채취합니다. 자연의 조수간만 차로 하루 8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되어 건

강하며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또한, 일반 김보다 영양은 5배가 많으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칼슘, 철분등이 다

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청정황토갯벌

무안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라 황토와 펄이 적절히 석여있어 유,무기물이 풍부해 많은 먹거리 자원이 나는 소중한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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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무안황토갯벌은 2001년 습지보호지역지정, 2006년 람사르습지 등록, 2008년 6월 5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자연 

침식된 황토와 사구의 영향으로 형성된 무안갯벌은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입니다.

지리적 위치 특성과 자연침식된 육지의 토양과 사구의 영향으로 아주 특수한 갯벌로서 영양분이 많고 수심이 얕아 김이 서

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최고의 김 맛을 위한 

고집스러운 전통방식의 "지주식김"

지주식은 갯벌에 나무 장대를 박고 줄을 연결하는 데, 여기에 김포자가 붙습니다. 

자연의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8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되어 건강하며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무안갯벌에서 지주식으로 생산한 곱창돌김은 최고의 여건으로 

김이 가장 맛있는 2월까지 원초가 채취되어 건강하며 

타지역 곱창김보다 깊은 향과 단맛이 월등히 좋습니다. 

바다에 말뚝을 박고 자연이 주는 햇빛과 밀물, 썰물의 영양을 먹고 자란 자연방식(재래식)의 김입니다. 

이에 비해 부유식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부력을 이용해 김발을 연결해서 양식을 하는데, 김 생산량이 많고 때깔이 좋은 편

이나 김의 향과 특유의 단맛, 감칠맛은 적습니다.

80년대 부유식 양식법이 개발되면서 김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부유식은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바닷물에 김이 잠겨 있

어 김의 성장성은 높지만, 파래 등 다른 해조류가 많이 달라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산, 무기산을 

뿌려야 합니다 

◇무안갯벌의 지주식김은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좋아 원초의 시세가 타 지역의 2배가 넘습니다.

일반 김보다 영양은 5배가 많으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칼슘, 철분등이 다량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맛과 향이 좋은 잇바디 김

‘잇바디 김’은 곱창김의 본래 명칭이며 

년중 20일 정도만 생산되는 귀한 김입니다. 잇바디 김이 흔히 곱창김으로 불려진 연유는 김 엽채가 두껍고 구불구불한 게 

곱창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오돌토돌한 식감도 곱창김이란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 무안산 청정갯벌 지주식 곱창 돌김

( 크기 19cm×21cm 무게 1속 270g )

○ 1속=100장× 1개 25,000원

○ 2속=100장× 2개 45,000원(10% 할인)

○ 3속=100장× 3개 65,000원(13% 할인)

○ 4속=100장× 4개 85,000원(15% 할인)

○ 5속=100장× 5개 100,000원(20% 할인)

○ 10속=100장×10개 190,000원(24% 할인)

○ 24속=100장×24개 432,000원(28% 할인)

☆ 각 택배비 무료 단, 제주도등 도서지방은 도선비 3,000원 추가

※ 현재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 곱창돌김을 1속에 약 4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산지 직송 가로 아주 저렴한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 및 홍보(공유)부탁드립니다. 

※ 대량 주문시 필히 연락 주세요

○은행 : 우체국

계좌번호 : 501940_02_035984

예금주 : 연형흠

○ 입금후 : 품목 : 곱창돌김 1속, 2속... 휴대폰번호/ 주소를 010_4681_5264 연형흠 앞으로 문자 요청드립니다.

○ 카카오톡 ID : hhyean 카카오페이 환영

◇현금 결재시 : 개인-소득공제용, 사업자(법인)-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할 휴대폰번호 또

는 사업자(법인) 번호를 보내 주세요.

☆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합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 : 휴대폰으로 비대면 원격 페이콕 체크(금융결제원 승인업체) 문자 발송 방식으로 카드 결제합니다

.

※ 카드 결재시 전화(문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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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김 맛있게 먹는 방법 

무안산 청정갯벌 친환경 지주식 곱창김은 굽지 않고 그냥 맨김에 밥을 싸서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간장, 간장+참기름에 찍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1. 보통 가스불로 굽기 보다는 연탄불로 구워야 제 맛 이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요즘 가정집에서 연탄불을 피우기는 곤란합

니다.

가스레인지(전기인덕션) 위에 프라이팬에 곱창 김 두 장을 겹쳐서 한쪽면만 굽고 뒤집어서 또 한쪽면만 구우면 안쪽에 두 

면은 굽지 않습니다.

그럼 구워진 김의 향이 불에 닫지 않은 면에 입혀집니다(※한쪽면만 굽습니다)

결론, 구워진 면은 바삭바삭하고 안 구워진 면은 김의 고소한 향이 더해져 식감과 향이 더욱 좋습니다. 

2. 곱창김은 향이 좋기 때문에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굽는 조미김의 형태보다는 한쪽면만 살짝 구워 간장(간장+참기름)에 

찍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해산물 특유의 향이 올라와 김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A가 풍부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 무안산 청정황토갯벌 친환경 지주식 곱창김 드시고 행복하세요 ^^*~~ 

-청정황토갯벌 무안에서 연형흠 올림-

#고향생각 #무안 #청정황토갯벌 #지주식 #곱창돌김 #연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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