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년 05월월 19일일 08시시 34분분



2
3
3
3
4
4
4
4
4
4

4

목차목차

목차

해조류 - 톳
톳으로 만든 건강밥상
톳감자조림 요리
톳의 어원
톳의 유래와 역사
톳 분류 및 종류
톳 환경조건 및 우리 군 양식실태
환경조건

양식실태

톳의 성분 및 효능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전혀 없는 다이어트 바다식품, 완도 톳 - 알칼리성 자연식품 톳의 소비가

제일 높은 일본의 톳 수요 50% 이상을 차지하며, 자연식품으로 인기가 좋은 완도 톳은 철분, 나트륨,

칼륨, 아연 등의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버섯이나 육류 요리 등에 첨가

하면 맛과 영양이 더욱 좋은 완도 톳 - 톳의 본고장, 완도 톳의 풍부한 맛을 경험해보세요.

톳으로 만든 건강밥상톳으로 만든 건강밥상

톳은 경사가 완만한 암초지대나 파도가 심하지 않으며 뻘이 약간 덮인 지역에서 자랍니다. 2월 ~7월까지 수확하며, 가장 맛있는 시기에 채취하여 건조 또는 가공식
품으로 재탄생합니다.

톳감자조림 요리톳감자조림 요리

[주재료] 생톳 50g, 감자 3개, 참치캔 1개, 양파 1/4개, 파프리카 1/4개, 식용유 약간

[양　념]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2 큰술, 설탕 1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다진파 1작은술

[조리법]

1. 생톳은 찬물에 씻은 뒤 1-2cm 길이로 잘라 놓는다.

2. 감자는 큼직하게 잘라 끓는 물에 살짝 익힌다.

3. 양파, 파프리카는 1.5×1.5cm 크기로 자른다.

4. 참치캔은 체에 받쳐 기름기를 제거한다.

5. 양념장을 만들어 놓는다.

6.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감자, 톳, 참치를 넣고 볶다가 양념장을 넣고 끓인다 .

7. 다 익을 때 쯤 파프리카를 넣어 조린다.

해조류의 종류 특성과 활용 해조류의 가치 해조류 산업현황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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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의 어원톳의 어원

마산, 진해, 창원, 거제에서는「톳나물」, 고창에서는「따시래기」,「흙배기」, 제주지역에서는「톨」이라함

사슴꼬리와 유사하다고 하여「녹미채(⿅尾菜)」라 부름

≪자산어보≫에는「토의채(⼟⾐菜)」로 기록되어 있음

톳의 유래와 역사톳의 유래와 역사

1980년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지원에서 완도읍 중도지선에 1ha에 10대 시험양식

1981년 완도읍 중도리 김종문씨 톳 50대 양식

1983년 금당면 육동지선 톳양식 성행

1984 ~ 1993년 완도 전지역 톳 양식 확산

톳 분류 및 종류톳 분류 및 종류

갈조식물문―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

형태 : 섬유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줄기는 원뿔형임.

톳 환경조건 및 우리 군 양식실태톳 환경조건 및 우리 군 양식실태

환경조건

수온 : 종묘(17℃), 양성(17 ~ 20℃), 수확(25℃이하)

양식실태

종묘시설(11월) → 양성(12~4월) → 수확(5~7월) → 월하관리(7~10월)

종묘확보 : 자연산 톳에 의존, 일부 월하관리로 종묘 재사용

종묘시설 : 종묘(5~10cm)를 5~10cm 간격으로 종사줄에 끼운후 어미줄에 결착시킴

톳의 성분 및 효능톳의 성분 및 효능

톳은 항암효과가 있는 알긴산과 푸코스테롤를 함유하고 있음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톳은 항암효과가 있는 알긴산과 푸코스테롤를 함유하고 있음

칼슘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 치아와 뼈의 성장에 효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풍부해 탈모 예방과 변비 등에 효과

톳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침착 방지 및 중금속의 배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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