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의 물, 빛, 바람을 머금고

이름 모를 산새 소리에 

고요히 움터 송이송이 피어난 송이화고

기나긴 어둠의 적막을 뚫고 일어난

강인한 생명의 한자락

손안 가득 퍼지는 향기로운 소리, 송이화고

Bearing the water, light, and wind of Jirisan, 

SONGIWHAGO sprouts up 

in the sound of unknown mountain birds.

It is a strong life digging its way 

through the silence of long darkness 

and a fragrant sound filling your hands.

지리산에서 온 자연의 전령사, 송이화고 
SONGIWHAGO, a messenger from the nature of Jir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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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화고는 송이버섯 특유의 향과 표고버섯의 

쫄깃한 고기 질감, 감칠맛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표고를 개량한 버섯입니다.

송이화고는 천혜의 청정자연 지리산 밑자락에서 

모든 과정을 국내 자체 생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섯 종균의 연구와 개발을 거쳐 무방부재의 

천연배지를 제조하고 배양하며 최적의 환경조건을  

갖춘 농장에서 생육합니다. 100일의 생육 과정은 

수작업 통해 관리하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별하고 

수확합니다. 수확된 송이화고는 위생적인 포장과 

직송 방식으로 신선한 상태 유지하며 소비자의 

가정까지 전달됩니다.   

나와 가족이 먹는다는 올곧은 신념과 열정으로 

무비료, 무방부재만을 묵묵히 고집하며 온전히 

자연이 가진 힘과 시간으로 키워냅니다.

국내 최초의 완전 국내산 송이화고입니다.

SONGIWHAGO is a result of mushroom breed-
ing that maximizes the peculiar flavor of pine 
mushrooms and the chewy meat texture and 
palatable taste of shiitake mushrooms.

It is domestically produced at the foot of Jirisan 
blessed with natural purity.

The whole process includ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ushroom seeds, preservative 
-free natural medium culture and growth on 
the farm with optimal environmental condi-
tions. The 100-day growing process is hand-
managed for good mushrooms to be carefully 
screened and harvested on strict criteria. The 
harvested SONGIWHAGO is kept fresh in 
hygienic packaging and direct delivery to the 
consumer's home.

With a firm conviction and enthusiasm that we 
produce the mushroom our family and I also 
eat, we insist to use fertilizer-free and 
preservative-free only and to raise the mush-
room with the power and time that nature has. 

This is Korea’s first domestically produced 
SONGIWH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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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화고는 국내에서 자가종균 배양과 배지 생산 및 
생육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중국산 종균으로 접종한 
수입배지와는 차별이 됩니다. 
기존 표고버섯의 생산과정은 아직까지 고체 종균의 
수작업이 주된 패턴이어서 인건비로 인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이화고는 액체종균의 개발로 반자동 접종이 
가능해졌으며, 고체 종균과 달리 액체종균의 신선함과 
고압살균시 멸균성이 확실해졌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2016년 8월 31일)의 시행으로 
기존에 들어오던 표고버섯의 유통이 어려워졌지만, 
송이화고는 국산배지와 국산 종균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이화고, 그 가치로움

종균 자체 개발, 유일한 국산 송화버섯

지리산 청정지역의 깨끗한 공기와 지하 100미터 이상의 
천연 암반수를 사용합니다. 
항노화 지역으로 인근지역에 공장과 축사의 허가가 
어려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지리산, 천혜의 수려한 자연 환경

배지에 들어가는 고품질의 원료를 개별 직수입하며, 
최상의 버섯을 생육하기 위하여 자가배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이화고는 배지 원료 전문 업체인 선이루핀을 통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배지배합을  진행합니다.

믿을수 있는 배지

자연산 송이버섯의 향과 소고기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을 가진 송이화고는 영양 또한 우수하며 다양한 
요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

자연환경과 근접한 자체 생육 시스템 개발로 버섯의 
배양율과 생육율을 높여 밀도가 높고 더 좋은 식감과 
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청결과 위생을 
우선으로 한 최적의 생육 관리 시스템으로 신선도를 
높였습니다. 

배양과 생육 관리 

SONGIWHAGO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domestic 
self-cultivation, medium production and growth. Its 
medium is differentiated from the import one that is 
inoculated with Chinese seeds.
Conventional shiitake mushrooms still include the 
manual cultivation of solid seeds in the production 
process, resulting in inevitable cost increase due to 
labor costs.
On the contrary, SONGIWHAGO can be cultivated by 
semi-automatic inoculation owing to the develop-
ment of liquid seeds, and unlike solid seeds, guaran-
tees freshness and sterility as autoclaving is used.
In addition, shiitake mushrooms now have had 
difficulty in marketing since the place-of-origin 
marking system started to be implemented on 
August 31, 2016, while SONGIWHAGO, is thoroughly 
controlled in terms of domestic medium and seeds.

The only domestic mushroom 
with seeds self-developed

SONGIWHAGO is cultivated by clean underground 
natural bedrock water obtained by digging down 
more than 100 meters in clean air of Jirisan.
As the cultivation area was designated as an 
anti-aging zone where factories or cattle sheds are 
hardly given a construction permit, we can use fresh 
air and clean water.

Jirisan, 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Each raw material of the highest grade for culture 
media is directly imported and our own media are 
cultured for growing the best mushrooms.
Medium mixing for SONGIWHAGO is performed 
under optimum conditions through S-LP, a culture 
medium material supplier.

Reliable medium

SONGIWHAGO, which has the scent of wild pine 
mushrooms and chewy texture like chewing beef, is 
one of the best food ingredients with rich nutrition, 
easily applicable to a range of dishes.

Healthy and delicious food ingredient

By developing self-growth system close to natural 
environment, we have increased the cultivation rate 
and growth rate of mushrooms, ensuring higher 
density and better texture and flavor. Also fresh 
quality has been improved with the optimal growth 
management system that puts priority on cleanliness 
and hygiene.

Cultivation and growth management

SONGIWHAGO,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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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화고는 10대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직접적인 병원치료와 더불어 
송이화고를 활용한 식이요법은 암 치료에 유용할 
것입니다.

건강의 보고, 송이화고

항암 효과
10대 항암식품

Anticancer effect

 top 10 anticancer food

꾸준한 섭취 시 혈관내의 콜레스테롤(cholesterol) 
을 제거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특히 
육류식품과 함께 조리하여 섭취 할 경우 고혈압을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육류의 누린내를 제거해 
주어 음식의 풍미를 더줍니다.

고혈압 예방
혈관내 콜레스테롤 제거

Prevention of hypertension

removal of intravascular cholesterol

SONGIWHAGO is known as one of the top 10 
anticancer foods. It typically contains nutrients 
that prevent cancer, such as prostate cancer, 
colon cancer, lung cancer, stomach cancer, etc.
Dietary therapy using SONGIWHAGO, along 
with hospital care, may be useful for cancer 
patients.

 

SONGIWHAGO plays a role of lowering blood 
pressure by removing cholesterol in the blood 
vessels when you keep ingesting it. Especially 
when it is cooked and taken with meat, hyper-
tension can be effectively relieved and a flavor 
is added to dishes without the smell of fat.

D
Vitamine

E
Vitamine

SONGIWHAGO, a rich repository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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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화고는 여러가지 비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 내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타민
E가 2000배 이상 함유되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생길 수 있는 비타민D 
결핍현상을 예방합니다.

항산화 효과
다량의 비타민D, 비타민E

Antioxidant effect

plenty of vitamin D and vitamin E contained

SONGIWHAGO contains multi-vitamins. 
Vitamin E acts to get rid of free oxygen 
radicals that promote aging in the body. 
The mushroom has vitamin E about 2,000 
times more powerful, which is effective in 
preventing aging. Also it prevents vitamin 
D deficiency caused in modern people who 
are not sufficiently exposed to sunlight.

 



글루칸(g lucan)와 키틴질(chitin)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섭취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며, 
즐겨서 섭취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이어트
저칼로리 풍부한 식이섬유

성분의 약 50%가 섬유질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풍부한 섬유질을 
얻을 수 있어 배변활동에 좋습니다. 자연이 준 
변비약인 송이화고로 변비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ONGIWHAGO is a low-calorie food rich in the 
dietary fiber of glucan and chitin. It is suitable 
as a diet food as it gives the feeling of fullness. 
Frequent intake of SONGIWHAGO may have 
more positive dietary effect.

 

SONGIWHAGO is about 50 percent fiber. 
Especially if you have constipation or poor 
bowel movements, continuous intake of 
SONGIWHAGO may provide rich fiber 
good for bowel movements. It is a natural 
constipation medicine.

변비 예방

Diet

Prevention of constipation
성분의 50% 섬유질

low calorie, rich fiber

50% fiber of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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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E 성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에르고스테롤(ergosterol)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들어온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체내에 들어온 여러가지 
고영양분을 쉽게 흡수하여 뼈를 튼튼히 하고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발달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에르고스테롤

SONGIWHAGO is rich in vitamin E content to 
prevent osteoporosis and contains plenty of 
ergosterol, which promotes absorption of 
calcium into the body. For growing children, it 
functions as a helper which enables easy 
absorption of various nutrients into the body 
to strengthen the bones and supports growth 
and development.

Growth and development

Ergosterol promoting calcium absorption



신선 손질 보관법
Preparation & storage

송이화고의 표면에 묻은 먼지나 흙은 깨끗한 마른행주나 키친타월로 털어냅니다. 물에 담구어 씻을 경우 
수분을 빨리 흡수하여 맛과 향이 흐려지므로 물에 씻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하기 
바로 전 흐르는 물에 머리 윗부분과 대공 끝부분 주위로 빠르게 스치듯 씻어 사용하십시오.

 Wipe off the dust or dirt on the surface of SONGIWHAGO with a clean dry dish-towel or kitchen 
towel. Do not wash off with water. When soaked in water, it absorbs moisture quickly, which 
makes the taste and flavor weak. In some cases, rinse quickly around the cap and the end of the 
stem in the running water just before use.

Separate the cap from the stem depending on the dish you are cooking. Especially, SONGI-
WHAGO consists of the stem of a great flavor and texture, so tear it by hand along the grain to 
enjoy its rich taste and distinctive texture.

Moisture may result in a rapid decrease in SONGIWHAGO’s freshness, easy softening and spoil-
age. Wrap it in a kitchen towel and put it in a zipper bag to store it in the refrigerator.

요리에 따라 갓과 대공을 분리하여 따로 사용합니다. 특히 송이화고는 대공의 향과 식감이 그 장점이므로 
결을 따라 손으로 찢어 드시면 풍부한 맛과 특유의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손질하기

사용하기

송이화고는 습기가 생기면 신선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쉽게 물러지고 상할 수 있으므로 키친타월에 감싼 후 
지퍼백에 넣어 냉장보관 합니다.

보관하기

Preparation

Us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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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화고꼬치구이

송이화고 기둥을 떼어내고 사방 3㎝ 크기로 자르고, 
청ㆍ홍피망, 대파 등도 같은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꼬치에 차례로 꿴다.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꿰어놓은 꼬치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낸다.
소스재료를 섞어 매콤한 간장을 만들어 기호에 따라 
찍어 먹는다.

재료  송이화고 8개, 청피망 1개, 홍피망 1개, 대파 2대, 
꼬치10개
소스재료  간장 4큰술, 청양고추 1개, 다진 마늘 ¼
작은술, 맛술 1작은술, 물엿 1큰술, 통깨

송이화고 머리부분은 어슷 썰고 대공은 손으로 
찢어 준비한다. 무는 도톰하게 썬다.
냄비에 무와 다시마를 넣고 무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약불에서 끓여 밑국물을 만든다.
밑국물에 버섯, 대파, 마늘, 홍고추를 넣고, 
양념재료를 넣어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조린다.

재료  송이화고 10개, 대파 1대, 마늘 5알, 홍고추 1개, 
무 300g(두 토막 내외),  다시마 10×10cm
양념재료  간장 3큰술, 다진 마늘 ¼작은술, 물엿 1큰술, 
설탕(약간)

송이화고밥

송이화고장조림

01.

02.

03.

01.

02.

03.

01.

02.

03.

송이화고 머리부분은 어슷 썰고 대공은 손으로 찢어 
준비한다. 
솥에 씻은 쌀을 넣고 그 위에 송이화고와 은행을 
올린다.
밥이 되면 잣을 뿌려 양념장과 함께 곁들여 낸다.

재료  쌀 4인분, 송이화고 3개, 은행 10알, 잣 약간, 
참기름 2큰술, 소금 약간
양념재료  간장 3큰술, 올리고당 1큰술, 고춧가루 1 
작은술, 다진 파 약간, 통깨 약간

Grilled SONGIWHAGO Skewers

01. Tear off the stems of SONGIWHAGOs and cut 
them to 3cm in size. Prepare green and red peppers 
and green onions in the same size, and place them 
on the skewers.
02. Oil the frying pan and grill the skewers on each 
side until golden.
03. Mix the sauce ingredients to make spicy soy 
sauce. Eat it with sauce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Ingredients   8 SONGIWHAGOs, 1 green pepper, 1 red 
pepper, 2 spring onions, 10 skewers
Sauce ingredients   4 tablespoons soy sauce, 1 hot 
pepper, ¼ teaspoon chopped garlic, 1 teaspoon cooking 
wine, 1 teaspoon starch syrup, sesame seeds

01. Cut the caps of SONGIWHAGOs sideways and tear 
the stems by hand. Cut white radish thick.
02. Put white radish and kelp in a pot, pour enough 
water to cover white radish, and shimmer on low 
heat to make broth.
03. Put SONGIWHAGOs, green onions, garlic and red 
pepper in broth, add sauce ingredients and boil 
down.

Ingredients   10 SONGIWHAGOs, 1 spring onion, 5 garlic, 
1 red pepper, 300g white radish (2 pieces), 10×10cm kelp
Sauce ingredients   3 tablespoons soy sauce, ¼ teaspoon 
chopped garlic, 1 tablespoon starch syrup, some sugar

SONGIWHAGO Rice

Soy Sauce Braised SONGIWHAGO

01. Cut the caps of SONGIWHAGOs sideways and tear 
the stems by hand.
02. Put washed rice in a pot and top SONGIWHAGOs 
and ginkgo nuts on it.
03. When rice is cooked, scatter pine nuts over it and 
serve with sauce.

Ingredients  4 servings of rice, 3 SONGIWHAGOs, 10 
ginkgo nuts, some pine nuts, 2 tablespoons sesame oil, 
some salt
Sauce ingredients  3 tablespoons soy sauce, 1 
tablespoon oligosaccharide, 1 teaspoon red pepper 
powder, some chopped green onion, some sesame seeds

풍미를 더하는 조리법
Recipes with SONGIWH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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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에서 버섯으로 자라나기까지 송이화고의 매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섯은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다 말하는 이들. 5시간의 고압살균 가마 앞에서 밤을 지키기도하고, 종균 접종과 배양의 까다롭고 세심한 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히 모든 과정을 지켜나가며, 100일 간의 생육 과정에서 오로지 수작업과 정성으로 튼실한 버섯을 
선별하여 키워냅니다. 열정과 신념으로 송이화고의 낮과 밤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There are people who share every moment of From seeds to mushrooms, some people share every moment of 
SONGIWHAGO from seeds to mushrooms. They say mushrooms are like living creatures. It is a story of us. Some-
times we stay up all night in front of an autoclave. We also observe the strict and careful standards for seed inocu-
lation and cultivation, and keep the whole process in a thorough manner. Moreover, we screen and cultivate 
strong mushrooms over a period of the growth process for 100 days. Our hands care SONGIWHAGO night and day 
with passion and conviction.

에필로그_버섯 키우는 사람들
Epilogue_SONGIWHAGO gr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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