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tock

おいしい！
岡山の畜産物
畜産の盛んな岡山県では、酪農、肉用牛、養豚、採卵鶏、ブロ
イラーなど多彩な経営が行われています。
これからも、高品質
でおいしい畜産物を消費者に提供します。
Okayama's Delicious Livestock Products ; in Okayama Prefecture,
where the livestock industry is prosperous, a variety of
businesses are operated, including dairy and beef cattle farming,
egg-producing hen and broiler chicken farming, and pig farming.
美味至极！冈山的畜牧产品 ；冈山县畜产业发达，通过乳制品、食用牛、养猪、蛋鸡、肉
鸡等养殖的多样化展开高效的生产经营。
맛 있 어 요 ! 오 카 야 마 축 산 물； 맛 있 는 오 카 야 마 축 산 물；축 산 업 이 활 발 한
오카야마현에서는 낙농, 육우(肉用牛),양돈, 달걀, 닭 등 다채로운 축산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おかやま和牛肉
きめ細かくて柔らか、とろける舌ざわり。
「おかやま和牛肉」
は、厳しい
認定基準に合格した和牛肉の逸品です。
Okayama Wagyu ； with fine marbling and a soft texture, Okayama
“wagyu”beef is superb produce subject to strict criteria.
冈山和牛肉；「冈山和牛肉」是通过严格质量认证的高级日本牛肉。肉质柔软鲜美，入
口即化。
오카야마 와규；입 안에서 부드럽게 살살 녹는 오카야마산 소고기는 엄격한
검사기준을 거쳐 유통되는 명품 소고기입니다.

県産生乳１００％認定制度

岡山県産生乳１００％で製造さ
れた牛乳・乳製品には、一目
でわかる
「ももっち」
の認定マ
ークがついています。
100% Okayama Certified；
milk produce and dairy
products that have the
Momocchi seal of approval
are 100% made with Okayama’
s
very
own
dairy
produce.
县产生乳100%认证制度；100%采用
冈山县产的生乳制造的牛奶、奶制品
上，贴有醒目的“萌萌琦”（冈山县
官方吉祥物）认证标志。
오카야마현산 생우유100%인정제도；
오카야마현산 생우유100%로 제조된
우 유·유 제 품 에 는 한 눈 에 알 아 볼 수
있도록
「모못치」
의 인정마크가 있습니다.

ジャージー牛
ひるぜん

蒜山高原のジャージー牛乳の生産量は日本一。コクのある風味で大人
気です。また、ジャージー牛乳を使ったヨーグルト等も大人気です。
Jersey Cow ； dairy products made from Jersey cows, especially
yogurts, are rich in taste and are extremely popular.
泽西牛；蒜山高原的泽西乳牛牛奶产量居日本第一。味道浓厚的特点大受欢迎。此外，
用泽西牛奶制做的酸奶等制品也非常受欢迎
저지 젖소；히루젠고원의 저지종(젖소의 한 품종) 생산량은 일본내 최고. 풍미가 있는
깊은 맛으로 인기가 높습니다.그리고 저지우유를 사용한 요구르트 등도 인기가
높습니다.

畜産物の理解促進
安全・安心な畜産物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ため、牧場見学や搾乳体験を行
っています。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livestock production;
we invite you to pay a visit to
our pastures and experience
cow milking so that you can
better understand how safe
our livestock products are.
促进畜产品的理解；为了加深对安全
放心畜产品的了解，我们安排有牧产
参观与体验挤牛奶活动。
축산물의 이해를 촉진；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목장견학과 젖소 우유 짜기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元気じゃ農！おかやまの農林水産業

おかやま黒豚
お肉は、繊維が細かいので歯切れがよ
く、脂身はべたつかずさっぱりとした
食感です。
Okayama Kurobuta；the fine meat
fibre of the Okayama Kurobuta
(black pig) makes for tender and
fatty cuts without the feeling of
oiliness.
冈山黑猪；肉质纤细，口感柔软不油腻。冈山黑猪
오카야마 흑돼지; 오카야마산 흑돼지는 씹는 맛이 좋고, 특히
기름살 부위는 질기지 않고 느끼하지 않은 맛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