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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벼,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로 손꼽히는 감자는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재배가 잘 되어 흉년들 때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던 구황작물이다. 한때 스페인에서

성서에 없다는 이유로 ‘악마의 열매’라 하며 금기시 되어 관상용으로만 키워졌으나,

18세기 식량 부족으로 문제를 겪던 아일랜드와 독일 등에서 감자를 식량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식량작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던 유럽과

영국의 빈민층 등에게 감자는 주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식량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현재 감자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1천 8백만ha에 재배되고, 연간 2~3억 톤 정도가

생산되는 등 세계 식량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감자 재배면적은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량 역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감자 소비량은 13~14kg 수준이며,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도입으로 감자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감자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악마의 열매에서 서민의 식량으로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감자는 이제

식품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들이 재발견 되고 있다. ① 식품 및 가공식품 :

기본적으로 감자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주식으로도 이용되어 왔으며, 패스트푸드의

프렌치프라이, 감자칩, 과자 등 가공식품으로 이용도 활발하다. ② 기능성 식품 :

감자는 사과보다 6배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식량작물로는 유일하게

알칼리성 건강식품이다. ③ 의약소재 : 조리 과정을 거쳐도 영양소 파괴가 적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먹는 백신의 핵심 소재로 부각되고 있으며, ④ 산업소재 :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특성으로 화장품에 특히 유용하다. ⑤ 종자산업 :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한 씨감자 생산과 용도별 전문 품종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종자시장이

창출되고, ⑥ 문화콘텐츠 : 독특한 생김새와 특징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1) 감자산업 육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감자산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단순한 식량작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세계

시장을 공격하는 전략상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되어야 한다. 기초적 씨감자 연구에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3) 세계 최고의 감자 종자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시장 선점, 국내 품종 국제화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 세계 최고 수준인 씨감자 생산

기술과 신품종 등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을 위한 해외원조 사업을 펼쳐, 세계의 기아

해방 프로젝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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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꽃 감자 열매 땅 속 줄기에 달린 감자

Ⅰ. 감자 이야기

감자는 구황(救荒)작물이다?

□ 감자는 벼,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로 손꼽는 대표적인

작물로 남미, 독일, 영국 등에서 주식으로 이용

○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될 때

큰 도움이 되는 구황작물로 오랫동안 이용

-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간지방, 화전민 들이 옥수수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심었던 작물 중의 하나

* 강원도에는 ‘썩어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은 감자와 명태뿐’ 이라는 속담이

존재할 정도로 유용한 작물

○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량은 3억 톤을 상회하며, 선진국에서는 주식으로

저개발국에서는 환금(換金) 겸 구황작물로 널리 재배

□ 식물학적으로 감자는 고추, 가지, 토마토, 담배와 함께 가지과에

(Solanaceae) 속하는 작물

○ 감자의 꽃은 한 눈에 보아도 가지꽃과 유사하며, 꽃이 진 후

달리는 열매는 토마토와 매우 유사

- 뿌리에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감자는 실제로는 땅 속 줄기가

발달한 것으로 덩이뿌리인 ‘고구마’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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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의 기원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자는 약 7천 년 전 페루의 남부에서

기원하여 안데스 전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

○ 미국 위스콘신大의 데이비드 스푸너 교수가 수많은 감자의

DNA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08, 미국립과학원 회보)

- 야생종 261종, 재배종 98종의 DNA를 분석하여 연관성을 추정한

결과 페루 남부지역 일대의 원종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결론

○ 고고학적으로도 페루 남부와 볼리비아의 사이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주변이 원산지로 추정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중 하나인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서 기원전 400년 경 감자를 재배한 흔적이 발견

* 밀, 옥수수 등의 작물은 강수량, 온도, 햇볕 등 환경조건이 감자에 비해

까다로워 고산지대에서는 감자를 주로 재배

다양한 야생종 감자 남미최대의 호수, 티티카카 잉카 감자의 신

□ 감자는 퀴노아, 옥수수와 함께 잉카제국의 3대 식량이었고, 별도의

신이 존재할 만큼 중요한 작물로서 대접

○ 잉카의 후예인 페루인들은 감자를 ‘파파(papa)'라 부르는데 이는

감자여신의 이름 ’파파마마(papamama)'에서 유래

* 페루에서 감자는 ‘새신부(新婦)를 울리는 사내’ 등 친근한 명칭들로 다양하게

불리며 정식명칭인 ‘파파’는 교황, 아버지라는 의미로 존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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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의 전파

□ 에스파냐의 피사로는 남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식물 등을 유럽에 전달

○ 1570년 경 약탈한 금은보화와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간 감자는

최초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전역으로 전파

- 영국에 전파된 시기는 16세기말, 아일랜드에는 17세기말 경에

전파되었으며 미국은 17세기 초 영국에서 버뮤다를 거쳐 도입

○ 18세기말에는 독일과 영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되었으며,

아일랜드는 경제가 감자에 좌우될 정도로 재배가 확산

□ 동양에는 16세기경 네덜란드의 상인들에 의해 중국에 전래된 것이

최초인 것으로 기록

○ 인도는 1615년, 일본은 이보다 앞선 1603년 중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상인에 의하여 전파

- 국내에는 실학자였던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기록된

1824년 북방유입설에 대한 기록이 최초

* 국내도입 기원에 대한 설은 북방유입설과 1832년 영국상선 로드 엠허스트호에

의해 전래되었다는 남방설(원저보(園藷譜), 김창한) 등 2가지 설이 존재

콜럼버스 효과(The Columbian exchange)

▷ 유라시아대륙과 미국대륙 간 문물교환의 결과로 일어난 문화적, 생태적 파괴

및 획일화 현상을 뜻하는 말

- 미국 텍사스大의 역사학자 앨프리드 W. 크로스비는 저서 ‘콜럼버스가 바꾼 세상’에서

신대륙의 발견과 같은 문화․생태의충돌이역사에 커다란변화를가져왔다고 주장

- 유럽에는감자, 고구마, 딸기, 콩 등이도입되고 남미에는 밀, 보리, 닭, 말 등이 전해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났으며 특히,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 전파된 천연두 등의 질병은

아즈텍, 잉카 문명의 급격한 몰락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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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열매에서 서민의 식량으로

□ 스페인에 전래된 감자는 성서에 없는 작물이라는 이유로 금기시

되었으며, 주로 꽃을 감상하는 관상용으로 재배

○ 성경에 나오지 않으며, 땅 속에서 자라고, 거무튀튀한 색에

울퉁불퉁한 모양 때문에 ‘악마의 열매’라는 별명으로 통용

○ 미개한 노예들이나 먹는 작물로 천대시한데다가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소문으로 더욱 기피

* 조리법이 전해지지 않아 생으로 먹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것을 껍질째

먹은 사람들이 위장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 최초 악마의 열매로 여겨져 재배되지 않았던 감자가 18세기에는

중요한 식량작물로 부상

○ 영국의 수탈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주식인 귀리가

흉작일 때 감자로 연명한 것을 계기로 재배를 확대

- 1 에이커(1,200평, 4,024㎡)의 면적으로 6인 가족 1년 양식을 확보

할 수 있어 아일랜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

○ 독일연방 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은 감자재배와 돼지사육을 장려한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최대의 강대국으로 부상

- 감자를 주식으로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고

보통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국력을 키워 독일을 통일

프리드리히 대왕의 리브랜딩 전략

▷ 처음 독일에서는 ‘개도 안 먹는 감자를 사람이 먹어야

합니까?’라는 상소가 있을 정도로 감자재배에 비판적

- 이에 대왕은 ‘감자는 귀족만 먹는 채소’로 선포하고 왕실

농장에 심어 경비병이 지키도록 하되 대충 지키도록 지시

- ‘왕실채소’ 지정 후 국민의 급속한 관심이 쏠리면서 밀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등 독일 전역으로 재배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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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기 시작한 감자의 가치

□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전역이 전화(戰禍)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식량으로서 감자의 유용성이 부각

○ 전통적인 밀 생산국인 오스트리아(당시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신흥 감자 강국 프로이센간의 전쟁에서 감자생산국 측이 승리

○ 프랑스의 농학자 겸 군의관 ‘파르망티에’는 포로생활 중 감자를

먹은 경험으로 진정한 감자의 가치에 주목

- 전쟁 후 감자의 영양 가치와 밀 위주 식단의 위험성에 대한 책을

발간하는 등, 평생에 걸쳐 프랑스 내의 감자재배 확산에 노력

프랑스 ‘감자의 아버지’ 파르망티에

▷ 프랑스의 빈민을 위하여 감자가 중요한 식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감자 저변확대에 노력

- 마리 앙트와네트를 이용한 감자꽃 장식 유행 등 이벤트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파티를 개최하여 다양한 감자요리를 소개

- 도시빈민에게 감자를 공급하고, 몇 년 후 프랑스에 닥친

대기근을 감자로 해결하는 등의 공로로 ‘감자의 아버지’로 추앙

□ 18세기 영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빈민층이 주로 의존하던 중요한

식량이자 영양공급원

○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별다른 조리 없이도, 삶거나

구우면 되는 감자는 최고의 요리 소재이자 식량

○ 1845년 아일랜드를 덮친 감자역병은 빈민층 식량을 없애는 결과를

야기하여 ‘The Great Hunger'(대기근)이라는 참극이 발생

- 5년여 동안 지속된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으며, 150만

명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 등지로 이민

* 이 후 60년간 약 500만 명 이상의 이민이 발생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인구는

1841년 800만에서 1911년 440만 명으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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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기네스

□ 감자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작물로서

다양한 기록이 존재

○ 1914년 개발된 ‘러셋 버뱅크’는 약 100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감자튀김용 품종

- 전 세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프렌치프라이의

원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는 1kg에 500유로(약 80만원)를 호가하는

프랑스 Noirmoutier섬에서 재배한 감자

- 1년에 100톤 남짓만 생산되며 근처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만을

비료로 주어 재배를 하고 모든 수확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

○ 세계에서 가장 큰 감자는 레바논의 농부인 카릴 셈핫씨가 재배한

11.3kg의 감자가 차지

○ 가장 악명 높은 감자 ‘럼퍼’는 아일랜드에서 재배되던 품종으로

감자역병에 저항성이 없어 아일랜드 대기근을 촉발

□ ‘09년 7월 뉴욕 시티필드 야구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감자칩 먹기 기록이 경신

○ 경기 중 2회 중간에 33,756명의 관중이 입장 시에 제공받았던

23.2g짜리 감자칩을 동시에 시식

세계에서 제일 큰 감자 프랑스 Noirmoutier 감자 감자칩 동시에 먹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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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감자산업

□ 감자재배는 시장이 포화된 선진국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중남미를

제외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

○ 세계 130여 개국에서 1천 8백만ha가 재배되며 연간 2억6천만 ~

3억 3천만 톤 정도가 생산

- 중국, 러시아, 폴란드, 미국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중국의 감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의 27.3%와 22.2%를 차지

주요 국가의 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09)

구 분 한국 중국 미국 호주 동남아

면적 (천ha) 21.4 5,083 418 32.6 171.6

생산성 (톤/ha) 27.6 14.4 46.8 36.2 14.3

생산량 (천톤) 591.1 73,282 19,569 1,179 2,454

자료 : FAO STAT

□ 감자의 소비량은 선진국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

○ 동유럽의 벨라루스는 연간 1인당 감자 소비량이 181kg으로 1위이며

2위는 키르기스스탄으로 143kg를 기록

○ 감자 가공 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냉동

감자, 감자칩, 탈수감자, 전분 등이 주요 제품

- 프렌치프라이용 냉동감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선진국에서는

소비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

* 냉동감자 수출은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이 주도

○ 최근 감자산업은 가공 식품 이외에 제지산업, 화장품산업, 소재

산업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면서 융·복합화 하는 경향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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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자산업

□ 국내 감자생산은 전년도 생산량과 가격에 따라 변동이 큰 실정이며

최근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가공용 감자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감자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05년 32,728ha, 894천 톤으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10년에는 24,913ha에서 616.7천 톤 생산

○ 시기별 가격차가 크고 유통비용이 과다하여 소비자 가격대비

생산자 수취가격은 낮은 실정

*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이 72.3%로 생산자 수취가격은 20.8∼34.8%에 불과

○ 연간 1인당 감자 소비량은 13~14kg 수준이며, 신선용이 84%,

감자칩을 포함한 간식용이 16%를 차지

○ 국내 감자의 자급률은 ‘05년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분 제외 시 88.5%, 전분 포함 시 59.6% 수준

□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도입으로 감자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감자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

○ 컬러감자, 가공전용 품종, 기능성 감자 등의 출시로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충족의 기회

○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증가, 프렌치프라이

전문점의 등장으로 냉동감자의 수입이 증가

* 냉동감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계절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미국산 가공원료의 수입 증가가 예상

컬러감자 ‘자영’ 컬러 감자칩 프렌치프라이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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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자의 재발견

□ 식량의 일종으로 여겨지던 감자는 식품의 영역을 넘어서 의약소재,

종자산업, 문화콘텐츠 등으로 재발견되는 중

○ (식품․가공식품) 감자는 많은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며, 감자칩 등 가공식품은 오랫동안 높은 인기

○ (종자)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한 씨감자 생산과 용도별 품종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종자시장을 창출

○ (기능성 식품) 감자는 사과보다 6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식량 작물로는 유일한 알칼리성 건강식품

○ (산업소재) 감자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여 특히 화장품

소재로 이용되고, 캡슐이나 라면 제조 등에도 사용

○ (의약소재) 조리 과정을 거쳐도 영양소 파괴가 적은 감자는 새롭게

떠오르는 먹는 백신의 핵심 소재로 부각

○ (문화콘텐츠) 감자는 그 생김새와 특징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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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다양한 음식

□ 감자는 세계 4대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여 많은 국가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어 다양한 요리가 존재

○ 츄노는 감자를 주야의 온도차로 탈수․동결시킨 인류 최초의

동결건조식품로 고산지대 식량난 해결에 기여

○ 이탈리아의 ‘뇨키’는 우리나라 수제비와 비슷한 요리로 치즈를

뿌려서 먹는 전통의 별미 음식

○ 폼므파르망티에는 프랑스 가정에서 즐겨먹는 감자의 총칭으로

스프, 볶음, 으깨어 다른 재료와 섞는 등 다양한 요리가 존재

○ 매시포테이토는 으깬 감자 요리로 미국인은 주로 추수감사절에

먹었으며 첨가되는 것에 다양한 명칭이 존재

○ 우리나라도 벼나 보리 재배가 어려운 척박한 산간지방에서는

감자가 많이 재배되어 식사대용으로 사용

□ 주식 이외에도 ‘매시포테이토 캔디’, ‘포테이토 초콜릿 퍼지, ’감자

막가리만두‘ 등 다양한 이색 디저트로도 이용

○ 매시포테이토 캔디는 크리스마스 때 먹는 사탕이며 ‘포테이토

초콜릿 퍼지’는 감자에 초콜릿을 넣어 만든 디저트

○ ‘감자 막가리만두’는 우리나라 강원도 토속 음식으로 밀가루

대신 감자 전분으로 만든 만두피로 빚은 만두

‘츄노’(페루) ‘뇨키’(이탈리아) ‘막가리만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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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프렌치프라이·감자칩

□ 이름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해받는 프렌치프라이는

외식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음식

○ 햄버거 체인, 유명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등에 빠지지 않는 음식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90%이상을 소비

- 벨기에의 길거리 음식인 프리테(Frites)가 유럽에 퍼졌고, 이를

먹어보았던 1차 대전 참전 미국 군인들이 귀국 후 전파

○ 전 세계 생산량 3억여 톤 중 30%는 프렌치프라이로 소비되며,

미국인 연간 감자소비량 117파운드 중 35%인 41파운드를 차지

* 길거리 음식, 프렌치프라이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가장 대표적이며 영국의

‘피쉬엔칩스’도 널리 알려진 음식, 국내에서도 다양한 감자 길거리음식이 존재

피쉬 앤 칩스 길거리 음식 회오리감자 국내 감자칩

□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스낵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감자칩은

국내에서도 ‘포카칩’ 단일 제품만 1,060억 원이 팔릴 정도로 인기

○ 생감자칩, 튀긴 성형감자, 구운 성형감자로 나누어지며, 이 세 가지

감자제품군이 국내스낵시장 약 7,000억 원의 25%를 차지

- 생감자칩 시장은 오리온의 ‘포카칩’, ‘스윙칩’, 농심의 ‘수미칩’이,

튀긴 성형감자시장에서는 P&G사의 ‘프링글스’가 대표적

* 감자칩은 1850년대 뉴욕 반달호텔의 주방장 조지 크럼이 요리에 곁들인

감자가 두껍다고 불평한 고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만든 데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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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자 씨감자

□ 감자는 바이러스 감염 시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무병씨감자

공급이 중요하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여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

○ 세계 씨감자 시장은 3,800만 톤, 38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계의

평균 무병씨감자 보급률은 10% 미만

- EU와 미국 등 90% 이상, 러시아, 중국 등 10%, 한국 40% 수준

○ 세계 씨감자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은 네덜란드 (22%), 프랑스 (19%),

캐나다 (6%) 등 대부분 유럽과 북미국가가 차지

*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은 감자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나라는

무병종서생산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 세계 각국은 무병씨감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값싸고 생산성 높은

생산체계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는 씨감자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

○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의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이미 확보

- 고온, 다습 등의 환경 극복을 위해 씨감자 생산기술, 식물공장기술을

일체화한 자동환경조절형 컨테이너 씨감자 생산시스템도 개발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부터 씨감자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증가 추세

조직배양 이용 무병주 생산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컨테이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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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다이어트식, 환자식

□ 세계적 장수마을로 유명한 불가리아의 ‘훈자’와 에콰도르의 ‘비루카

밤바’ 지방의 주식은 감자

○ 쌀에 비해서 비타민 B1은 2배, B2와 B3는 3배, 비타민C는 사과의

6배 가량이 함유

- 감자에 있는 비타민C는 굽고 찌는 등 조리를 해도 상당량 보존되어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철분흡수를 도와 빈혈도 예방

○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지방과 당의 흡수를 방해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당치 상승도 억제

- 최근에는 섬유성분이 콜레스테롤과 발암물질을 흡착․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학회에 보고

□ 감자는 사과나 포도보다도 알칼리 성분이 많고 식량작물로서는

유일한 최고의 알칼리성 건강식품

○ 주성분인 전분은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 100g당 열량이

밥 145kcal에 비해 절반가량인 72kcal에 불과

- 우유 한 잔과 감자 2알이면 영양공급 면에서도 완벽한 식사로

여성이나 노인의 식사나 수험생의 야식으로도 최적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영’, ‘자영’ 등의 컬러감자에는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여 노화방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한방과 민간요법에서도 널리 쓰인 감자

▷ 감자는 양우(洋芋)라 하여 옛날부터 기운을 돋우고, 위장의 소화력을 높이며

갈거나 얇게 저며 환부에 붙여 염증을 제거하는데 사용

- 아린 맛을 내는 솔라닌은 백혈구 증가작용, 해독작용, 간기능 활성화 작용이 존재

- 가벼운 화상, 햇볕에 데인 화상, 풀독, 타박상 부위에 갈아붙이면 염증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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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재 화장품, 친환경 1회용품 

□ 감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억제하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 화장품 소재로도 이용

○ 강원도 영월의 농업기반 지역기업 ‘비단생’에서는 감자의 기능성을

이용한 비누, 샴푸, 피부트러블 관리 용품을 생산

- 화학물질에 민감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적합하며 감자특유의 피부

재생효과로 아토피, 여드름 등의 증상을 완화

○ 그외 스킨푸드, 소망화장품 등에서 감자헤어팩, 마사지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도 수출

감자원료의 화장품 자연분해되는 골프티 전분생산전용GM품종 Amflora

□ 또한 감자전분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부드러워지는 특성이

있어 의약용 캡슐, 컵라면 제조 등에 활용

○ 장에서 분해되어야 효과가 발휘되는 약은 감자전분으로 만든

캡슐, 외피 등 용기 내에 넣은 형태로 제조

○ 컵라면의 면에는 감자전분이 포함되어 물을 끓이지 않고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면이 충분히 익는 특성을 제공

* 1회용 이쑤시개, 생분해성 골프티, 광택용지, 친환경 벽지와 천연 주방세제 등

산업소재 개발에도 활용되며 최근엔 산업용 전분 전용 GM품종(Basf社)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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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소재 먹는 예방주사

□ 1990년대 초 가난한 제3세계 아이들에게 쉽고 값싸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먹는 백신 개념이 탄생

○ 먹는 백신(Edible Vaccine)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약형태로

농산물의 영양과 의약성분을 동시에 전달가능한 차세대 기술

*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음료도 넓은 의미의

먹는 백신

○ 보관과 복용 측면에서도 편리하며, 접종이 어려운 어린아이나

노약자 등 대상에 따라 기호도 높은 작물 선택이 가능

*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도 기존 주사제와 효능 차이는 없으나 단지 먹는

약이라는 편리성이 부각되어 세계시장을 석권

□ 감자는 튀기고, 굽고, 끓여도 영양분의 파괴가 적고 다양한 형태의

조리가 가능한 특성으로 ‘먹는 백신’ 제조에 최적

○ 감자에 함유된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B, C는 열에 매우 약한

성분임에도 조리 후 상당량 보존되는 특성이 존재

○ 현재 미국에서는 감자를 이용한 B형 간염, 설사병 등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임상 실험 중

- 국내에서도 B형 간염․치매예방 감자, 가축설사병용 사료작물

등을 개발 중(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헬리코박터균억제유산균음료 세계최초의표적항암제 ‘글리벡’ 유아에게백신을먹이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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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축제·교육·예술

□ 강원도의 무뚝뚝함을 빗대어 감자바우라고 부르듯, 서양에서도

감자는 다양한 분야의 상징성을 가져 문화, 교육소재로도 이용

○ 세계적으로 감자와 관련된 유명한 축제로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방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유기능 감자축제가 최고

- 소설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감자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특산물

* 우리나라에서는 감자의 고장인 강원도 평창군의 대관령 감자큰잔치, 충청남도

서산의 팔봉산감자축제, 당진의 황토감자축제 등이 개최

○ 최근 늘고 있는 도시농업의 인기품목이며, 성장부터 수확까지의

짧은 기간으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가 인정

고흐의 감자캐는 여인들 국산 캐릭터 감자도리 영화‘토이스토리’ 감자부부

□ 김동인의 단편소설 ‘감자’에서 보듯이 애틋함, 한스러움, 귀여움

등의 복합적인 민족정서가 스며있어 문화소재로 적합

○ 유오성 주연의 ‘감자심포니’는 강원도 영월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39세에 재회하는 감정과 젊은 날의 회한을 표현

○ 애니메이션 단편인 ‘춤추는 꼬마감자’와 같은 감성적인 작품과

직장인의 애환을 표현한 ‘감자도리’ 캐릭터 등도 개발

* 유럽에서는 어려운 시절, 아릿한 향수를 표현하는 그림소재로 이용되었고,

미국에서는 속어(게으름1), 바보2))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토이스토리’ 등에 등장

1) 게으른 뿌리(Couch Potato) :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2) 감자 머리(Potato head) 멍청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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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감자산업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

□ 감자산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단순한 식량작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개방된 농산물 시장의 환경 속에서, 내수시장 방어전략에서 세계

시장 공격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증가

- 감자의 용도별 품종 개발을 통해 수입 감자 대체뿐 아니라, 세계

감자 시장을 공략

* 감자칩 및 프렌치프라이 전용, 전분생산 전용, 산업소재용 등 새로운 분야의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

○ 감자칩 등 가공 산업 분야와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은 생감자

위주의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천연물 신약, 화장품, 산업소재 분야의 가치창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식품 분야는 이미 가능성이 증명

* ’09년 감자 생산액은 1,696억 원이나, 감자칩 시장은 포카칩 단일품목으로도

1,060억 원을 달성

세계인의 축제를 활용한 세계시장 공략

▷ 2018년 동계올림픽은 세계에 우리 감자를 널리 알릴 좋은 기회

- 전세계적으로 친숙한 작물인 감자를 테마로 한 올림픽 마스코트, 거리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올림픽마스코트가 우리 감자품종으로 만든 고유의 음식과 세계인을

위한 새로운 메뉴, 독자적인 가공식품을 소개하여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

- '08년이 세계기아해방을 위한 감자의 해로 지정되었던 만큼 관련행사도 같이

개최하면 국제감자연구소(CIP)와 관련 학자들과의 협력과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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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 R&D 추진

□ 기초적인 씨감자 연구에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연구개발이 필요

○ 식용감자의 경우 항산화 기능, 비타민 B1, 비타민 C 등을 강화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 마련 필요

○ 신기능성 화장품, 아토피 치료 등 의약용 소재 및 산업용 신소재

원료공급 등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도 강화

대관령은 감자연구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

▷ 대관령은 품종육성기관, 보급기관, 오리온, 농심 등 산업체 연구소, 다년간

씨감자를 생산한 강소농이 모인 삼위일체의 지역

- 이미 십 수년간 연구교류와 정보공유가 활발한 장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시간의 공백 없이 바로 세계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

- 세계의 정보에 밝고 중국, 러시아 등에 초코파이, 라면 등의 시장을 개척한

경험이 있는 산업체와 세계수준의 감자육성기관이 동시에 있는 지역은 전무

- 특히, 대관령지역은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이며, 국제감자연구소

(CIP)에 근무했던 인력도 많아 동북아감자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세계 최고의 감자 종자 강국 달성

□ 성장 가능성이 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병씨 감자와 수경재배

기술 등을 수출하여 감자 시장을 선점

○ 저위도 중심의 저개발국들은 자체품종 육성, 씨감자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무병씨감자를 선진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

- 이 지역 국가들의 감자파종 시기는 8~9월경으로 유럽, 북미산의

경우 오랫동안 저장한 씨감자를 공급할 수밖에 없음

* 휴면기간이 짧은 국산 씨감자는 6월 중하순에 수확되어, 휴면기간을 고려해도

8～9월에 씨감자로 공급하기에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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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감자 수경재배 원천기술 보유국으로서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씨감자와 생산기술 플랜트 수출을 추진할 필요

□ 국내 품종 국제화와 씨감자 수출을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

○ 국제 감자연구소에서는 저개발국에 적합한 비타민 B2, 철분 강화

감자, 역병저항성 감자 등과 관련한 육종기술 및 유전자원 확보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감자연구와 감자산업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제회의 등 유치 강화

* 국제 감자연구소 동남아시아 지소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옮겼으나 협력

부재로 연구 및 조정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한국으로 이전·유치하는 방안도 모색

세계 기아해방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격 제고

□ 세계 최고 수준의 씨감자 생산기술과 신품종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개발국을 위한 해외원조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

○ 해당 국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식품과 영양분 확보를 위하여 현지

기후에 적합하고 연중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개발하여 지원

* 가공 산업을 위한 장기저장용 품종 개발에 주력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식용으로

적합하도록 휴면기간이 짧고 수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

○ 개별 개발도상국 환경 맞춤형 「씨감자 컨테이너 생산 시스템」의

산업화 모델 다양화와 기술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

- 알제리, 케냐 등 농진청 해외기술지원 사업의 성공사례가 주변국에

알려져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등 국격 제고에도 기여

* KOICA에서 계획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알제리 씨감자 생산사업’을 모범사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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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세계 감자산업 현황

○ 국가별 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09)

국 가
생산량

(천톤)

재배면적

(천ha)

생산성

(톤/ha)

소비량

(kg/인/년)

중 국 73,282 5,083 14.40 32.5

러시아 31,134 2,182 14.27 133.5

인 도 3,439 1,828 18.81 17.9

미 국 19,569 419 46.80 53.4

우크라이나 19,666 1,412 13.93 130.9

폴란드 9,703 489 19.85 122.9

독 일 11,617 264 44.06 69.5

벨라루스 7,125 383 18.60 188.9

네덜란드 7,181 155 46.27 92.0

프랑스 7,226 172 42.06 64.9

한 국 591 21 27.62 13.5

세 계 329,581 18,652 17.67 31.7

(자료 : FAO STAT)

○ 연도별 감자 수입동향 (단위 : 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신선냉장감자1) 16,734 17,055 17,987 14,870 14,723 23,324

냉동감자 1,140 1,110 1,199 1,548 1,416 1,431

건조감자 103 124 173 80 124 144

감 자 분 61 60 24 24 38 22

저장처리 냉동 36,328 36,392 36,686 41,023 44,286 53,521

기 타 3,180 1,842 2,118 1,392 2,478 2,887

계 54,366 54,741 56,069 57,545 60,587 78,442

1) 신선냉장감자 : 감자칩가공용 (12~5월 수입)

신선냉장감자 수입단가 상승 : 494$/톤 (’06) → 680$/톤 (’1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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