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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의 하나로,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1만5000년

전부터 재배된 곡식이다. 코카서스 남부 아르메니아를 원산지로 하는 밀은 기후적

응성이 강하여 유럽과 인도, 몽골, 중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재배되었으며, 세계인의

주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우리나라에는 기원전 100년 경 중국을 통해 들어왔으며,

주식인 쌀에 비해 미미한 생산과 소비를 유지해왔다. 근대 이후 서양의 음식이 전해지면서

밀가루 소비가 증가하는데, 한국전쟁 후 미국의 무상원조와 70년대 값싼 해외 밀 수입

정책으로 국내 밀 생산 기반이 무너졌으며, 국내 밀 자급률은 90년대 1% 이하까지

하락하고 만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밀 시장이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 생산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밀은 가루로 도정되어 주식이자 간식, 의약품과 사료 등 다채롭게 변신을 하며

인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였다. ① 식량의 대명사, 빵 : 밀가루 음식의 대표

주자인 빵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지며 서양에서는 식량 전체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② 누들로드를 만든 국수 : 중국에서 시작된 국수는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해 전 세계로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국내의 국수시장은 약 10조원에 달한다. ③

빵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과자 : 비스킷, 쿠키, 크래커, 축하하는 자리엔 필수적인

케이크와 식사 대용으로 간편한 도넛 등 밀가루는 달콤한 과자로도 변신한다. ④

밀로 만든 술 : 밀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 등은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하여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⑤ 의약품으로 변신 : 밀기울에는 미네랄,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유용

성분이 많으며, 그 중 옥타코사놀, 아라비노자일란 등은 의약품으로도 활용된다. ⑥

사료로 사용되는 밀 : 밀은 세계적으로 널리 생산되고 주성분이 전분이며 기호성이

좋아 가축에게 우수한 에너지 사료이다. ⑦ 밀의 공익적 기능 및 체험관광 :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밀을 재배하여 환경 보전, 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볼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⑧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밀 :

밀가루의 대표음식인 빵과 과자는 주식이자 간식으로 다양한 상징성을 지녀, 예술의

소재로 활발하게 활용된다.

부활을 꿈꾸는 우리 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1) 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사전 주문을 통한 생산 및 공급체계로 전환하고,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R&D를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3) 우리 밀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4) 마지막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공정

소비 등을 주제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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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 밀 이야기

가장 오래된 인류의 곡식

□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식량작물인 밀은 농업의 기원과 더불어

재배되기 시작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인류의 곡식

○ 밀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1만~1만5000년 전부터 재배되었으며,

코카서스 남부 아르메니아가 원산지로 추정

- 초기, 밀의 이용은 야생종의 채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완전한

재배형인 마카로니밀은 기원전 1000년경 등장

○ 빵을 만드는 밀, 보통계밀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5,000년경으로

이후 밀 문화를 형성하며 점차 세계로 전파

* 빵밀의 가장 오래된 탄화종자는 기원전 5천5백년 경의 유적에서 발견

□ 오랜 역사를 지닌 밀은 고대 서양의 신화 속에서 풍요와 농업 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

○ 고대 서양인들은 밀을 신이 보내 준 곡식으로 여겼고, 풍요의

상징 오시리스가 환생한 것으로 믿음

○ 로마 신화에서 농업의 여신 케레스는 인간에게 밀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었으며, 밀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음1)

풍요의 신 오시리스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밀 화관을 쓴 케레스

1) 오카다 데스,「국수와 빵의 문화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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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세계를 점령하다

□ 코카서스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밀은 세계 대부분으로

경작지가 확대되며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으로 자리매김

○ 서아시아의 밀은 유럽 라인강 유역으로 흘러들어 지중해 주변으로

퍼졌으며, B.C. 3,000년에는 유럽 전역으로 전파

○ B.C. 2,000년에 인도와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한반도를 거쳐 A.D. 700년대에는 일본까지 도달

* 중국 상대(商代)의 점골(占骨)에는 래(來; 보리, 밀을 의미)와 맥(麥)이라는

문자가 기록

○ 현재의 주요 밀 생산지인 북미대륙으로는 신대륙 발견 이후인

A.D. 1500년대에 이민을 통해 전파

밀의 전 세계 전파 경로

○ 기후 적응성이 강한 밀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인류의 핵심 식량으로서 위치를 차지

- 현재 126개 국가에서 재배 중이며, 면적은 세계 작물 경작지의

4분의 1이자, 우리 국토 면적의 22.6배에 달하는 2억2,534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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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형성하고, 역사를 바꾼 밀

□ 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쌀이나 옥수수를 먹는 지역과는

다른 ‘빵 문화’를 탄생

○ 연작이 불가능한 밀은 삼포식 농업과 목축을 발달시켰으며,

외부와의 교류가 강화된 이동 문화로 연결

- 밀 문화권에서는 한 장소에서 먹을거리 모두를 해결할 수 없어

식료품 관련 거래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상업과 길이 발달

○ 밀은 도정 후 가루로 빻아야 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밀을

빻는 작업을 위해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

* 영미권의 성(姓) Miller는 ‘제분업자, 밀가루 빻는 사람’이란 직업에서 유래할

만큼 제분은 서구인들에게 중요한 행위(Mill은 맷돌, 제분기를 의미)

□ 밀은 생명과 직결된 식량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흥망과

전쟁의 결과를 뒤바꾸는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

○ 로마의 토지제 ‘라티푼디움’으로 농민이 몰락하는 등 토지제도가

위기를 겪자 곡물생산지들이 상실되면서 제국의 멸망이 초래

○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진격할 때, 러시아군이 곡창지대의 밀을

모두 제거하여 빵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패배

- 같은 이유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면화를 생산하던 부유한

남부는 식량인 밀을 생산하던 북부에게 패배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 밀과 쌀이 만들어 온 문화를 분석한 책

- 빵은 보관과 이동에 좋고, 고기와 우유 등의 영양을 함께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길을 만들고,

- 쌀농사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영양성분이 고루 들어

있어 마을 단위의 생활을 만들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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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오래 된 우리나라 밀의 역사

□ 서양의 식량으로만 알려진 밀은 기원전 100년경 한반도에 전래

되었으며, 우리의 유적지 곳곳에서 밀이 발견되고 있음

○ 밀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평안남도 대동군

미림지에서 밀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밀 유적이 발견

* 미림지에서 발견된 밀은 전래 초기인 기원전 200～100년의 것으로 추정

○ 발견된 밀 유적들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삼국시대 이전부터

밀이 재배된 것으로 추정

- 경북 경주시의 반월성지에서는 개화된 소맥립이, 충남 부여읍

부소산의 백제 군량고에서는 탄화된 밀이 발견

□ 한반도에서는 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밀가루 음식은 고려시대부터

궁중에서 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대접

○『고려도경(高麗圖經)』은 ‘고려엔 밀이 적어 화북지방에서 수입하고,

밀가루 값이 매우 비싸 잔치 때 먹는다’고 기록

○ 조선에 이르러 국수가 서민음식으로 바뀔 수 있었으며, 희고 긴

모양 때문에 결혼식 등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님

* 조선시대 조리서 「음식디미방」에 꿩고기를 넣은 칼국수 조리법이 수록

○ 한편, 조선의 의학서 동의보감에는 밀과 밀가루, 누룩의 약리

효능에 대한 기술도 존재

세계 기아를 구제한 우리의 밀

▷ 우리의 토종 밀인 ‘앉은뱅이밀’이 세계의 기아를

구제한 녹색 혁명의 주인공

- 앉은뱅이밀이 개량된 ‘농림10호’와 멕시코 재래종이

교잡되어, 다수확이 가능한 ‘소노라64’ 품종이 탄생

- ‘소노라 64’는 멕시코 밀 생산을 3배 증가시키는 등

인도, 파키스탄 등의 기아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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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버린 우리 밀 생산기반

□ 우리의 밀 생산과 소비는 주식인 쌀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밀가루 무상원조가 이루어지며 생산기반을 상실

○ 밀가루 무상원조로 우리의 밀 생산 의욕은 점차 상실되는 한편,

입맛 변화와 함께 빵과 라면 등 밀가루 음식 소비는 증가

* 농산물수출원조법 PLO480에 의해 ’56년부터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가 시작

○ 60년대엔 해외 값싼 밀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70년대 분식장려

정책으로 밀 소비가 급증하며, 밀의 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

우리나라 밀 생산량 및 자급률 변화

밀 재배 면적(천ha) 밀 생산량(천톤) 밀 자급률(%)
1970년 97 219 15.9
1980년 28 92 4.8
2010년 12.5 39 1.7

○ 80년대 정부의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산 밀 재배 면적은

더욱 급격히 줄고, 자급률은 1% 이하까지 하락

* 1982년 밀 수입이 자유화되고, 1984년 국산밀 수매가 폐지되었으며 1991년

11월에는 국산 밀 연구를 담당하던 맥류연구소가 폐지

□ 우리나라 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지만

무너진 생산 기반으로 인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국내 밀 수요량은 417만8천 톤(’09) 가량이며, 1인당 밀 소비량과

전체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

* 1인당 밀 소비량(kg): ('80) 29.4 → ('90) 29.8 → ('00) 35.9 → ('10) 31.0

○ 늘어나는 소비에도 국내 밀 생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밀 자급률은 한 때 0.05%까지도 하락

* 밀 수입량(천 톤) : ('80) 1,810 → ('90) 2,239 → ('00) 3,266 → ('09) 3,745

* 국내 밀 자급률(%) : ('80) 4.8 → ('90) 0.05 → ('00) 0.1 →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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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밀 부활을 위한 노력

□ 무너진 밀 생산 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1991년 농민과

소비자 주도의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

○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농업인과 밀을 계약재배하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는 등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순수 민간주도의 시도

- 초기 16만 회원들이 36억 원의 기금을 모아, 5년차인 ’96년에는

2,787ha에서 1만932톤을 계약 생산하는데 성공

- 하지만 막대한 수매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계약재배 등은

농협으로 이관되고, 현재 교육과 홍보, 소비촉진 운동에 집중

□ 최근 국제 밀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국산 밀 생산 확대 등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박차가 가해지는 중

○ 우리 밀 생산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10년 간 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4배, 17배가량 증가

* 국내 밀 재배면적(천ha) : ('80) 28 → ('90) 0.3 → ('00) 0.9 → ('10) 12.5

* 국내 밀 생산량(천톤) : ('80) 92 → ('90) 1 → ('00) 2.3 → ('10) 39.0

○ ‘07년 이후 농촌진흥청에서는 밀 연구 인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증대하여 2명이던 밀 연구 인력이 ’11년 8명으로 증원

○ 국내 밀 자급률은 0.1%(’00)에서 1.7%(’10)로 향상되었으며,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도 4.2배(’05)에서 2.4배(’11.8)로 감소

kg/년



RDA 39호

7

interr●bang

불안한 세계 밀 시장

□ 세계 126개국, 총 경지면적 32%에서 재배되고 있는 밀은 3대 식량

작물 중 옥수수 다음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는 중

○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인 22억 7,422만 톤의 29.5%를 차지하는

6억 5천만 톤 생산

○ 최대의 밀 생산국은 중국이며, 인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파키스탄, 호주 순으로 이어짐

* 중국 115.0, 인도 80.7, 러시아 61.7, 미국 60.3, 프랑스 39.3(백만 톤)

○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이탈리아, 우리나라 등

□ 세계인의 주식 중 하나인 밀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 ’08년 기상이변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밀 생산량이 급락하자

세계는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Agflation'을 경험

○ 기후변화로 ‘80년대 이후 밀 생산량은 5.5% 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프랑스의 연간 밀 생산량인 3,300만 톤에 달하는 양

○ 국제 밀 가격의 불안정과 상승 위험은 수입국들에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최근 10년 간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
(단위: 달러/톤)



RDA 39호

8 

interr●bang

II. 밀의 다채로운 변신

□ 밀은 분말이 잘 되므로 주로 빻아서 가루로 이용되며, 다른 곡물에

비해 가공성이 뛰어나 다양한 식품제조가 가능한 작물

○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84%를 차지하며, 미네랄, 비타민류와

기능성 물질도 함유

○ 식량용으로는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의 양․질에 의해 가공성이

좌우되어 빵부터 국수, 과자, 케이크, 술 등으로 변신

빵 강력분
고

↕

저

글루텐

함량
국수 중력분

과자, 케이크 박력분

□ 최근에는 식량으로의 이용 이외에 의약품과 사료로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과 체험관광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발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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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음식의 대표주자, 빵

□ 빵은 서양의 각종 표현에 식량 전체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등장할

만큼 일반적인 음식

○ ‘빵’은 밀가루에 효모를 첨가하여 반죽한 뒤 발효시켜 오븐에

구운 것으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

- B.C. 30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술을 만들다가 제빵법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B.C. 2000년 이집트에서 효모 사용을 시작

* 1683년 네덜란드의 레벤후크가 효모균을 최초로 확인하면서 균을 분리

배양하여 빵 발효에 이용하기 시작

○ 영국의 머핀, 프랑스의 바게트, 오스트리아의 베이글, 이집트의

피타, 인도의 난, 중국의 꽃빵 등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빵

* 밀이 부족한 북유럽, 러시아에서는 호밀가루를 이용한 흑빵을 제조

영국의 머핀 프랑스의 바게트 이집트의 피타 인도의 난

□ 한국인의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식거리에서

한 끼의 식사 대용으로도 확대 중

○ 구한말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70년대 초의

분식 장려정책으로 소비가 급속히 증가되어 양산되기 시작

○ 소규모 제과점 등 자영업 형태로 유지되던 제빵시장에 ‘파이’가

커지면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재편 중

- 제빵업체는 ‘00년(109개) 대비 40여개(’09, 151개) 증가하였고,

출하액도 2배(1조 5,600억원)로 증가

○ 빵전문가 ‘파티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관심, 장래 희망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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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 국수

□ B.C. 6,000~5,000년경 중국에서 시작된 국수는 저렴하고 조리하기

간편해 동양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된 가공 식품

○ 동양에서는 희고 긴 모양 때문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례

음식으로 사용될 만큼 면(麵)은 고급음식으로 대우

* 국수의 기원과 세계 전파를 맛깔나게 풀어낸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 송나라때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된 국수는 이탈리아의

대표음식 파스타 요리로 변신

○ 일본에서 1958년 ‘치킨라멘’이란 인스턴트 라면이 개발되면서

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로 자리매김

□ 국내에서는 면 요리의 인기가 점차 상승하면서 밀가루 국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약 10조원 규모를 달성

○ 10조 원 중 짜장면 등의 중국집이 8조, 라면시장이 1조9천억 원으로

짜장면 등 중국음식의 시장 규모가 압도적

○ 1963년 한 봉지 10원의 ‘치킨라면’으로 시작된 국내 라면시장은

50년 만에 1조 9천억 규모로 성장

-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개 업체에서 250여 종을

생산하며, 연간 국민 1인당 70여 개를 먹어 총 24억 개를 소비

* 북한에서는 ‘즉석국수’라 하며, 2000년 ‘대동강 즉석국수공장’을 세움

누들로드 수타면 원조 ‘치킨라멘’ 북한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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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는 유혹, 입맛을 당기는 과자

□ 비스킷, 쿠키, 크래커 등 다양한 과자는 빵보다 역사가 오래 되며

우리 식생활 속에서 주로 간식 형태로 널리 애용

○ B.C. 6,000~4,000년경 중동 지역의 이란 평원에서 야생 밀을 물로

반죽했던 음식이 과자의 기원

○ 비스킷은 주로 밀가루, 설탕, 지방을 이용하여 구운 제품이며

수분 함량이 4% 미만으로 낮아 유통기한이 긴 특징

○ 쿠키는 수분 함량 5% 이하의 작은 과자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

○ 와플은 틀에 구운 다음, 버터를 바르고 시럽을 뿌려 먹는 과자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의 어원과 의미

▷ 비스킷(Biscuit): Bis는 “두번”, Cuit은 “굽다”의 라틴어와 고불어 “Bescoit"에서 유래

▷ 쿠키(Cookies): “작은 케익”을 의미하는 “Koekje"에서 유래

▷ 크래커(Cracker): 먹을 때 나는 cracking noise 때문에 이름이 지어짐

□ 우리나라의 과자 시장은 경제 성장, 소득 증가와 함께 성장 중

○ 우리나라에는 1880년대에 호텔에서 고급 과자류를 수입 판매

하면서 소개되었고,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조되기 시작

○ 제과 관련 제조업체는 ‘00년(19개) 대비 2배(’09, 37개) 정도 증가

했으며, 시장 출하액도 4배(2,400억원)로 증가

비스킷 역(驛) 쿠키 와플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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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는 즐거운 일에는 꼭 준비할 만큼 우리 문화와도 친숙해진

대표적인 서양 음식중 하나

○ 밀가루 발효 반죽과 꿀, 계란, 동·식물성 기름, 버터, 치즈 등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제조

○ 이집트에서 처음 만들었으며, 로마 시대에 들어 빵과 케이크가

분류되고 각 직업별 동업자 조합이 생성

- 중세에는 교회·왕족만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오븐을 가졌으나,

인권존중의식의 고조와 함께 오븐 독점 제도가 폐지

○ 국내 시장은 소규모 자영 형태의 제과점에서 3대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중심이 옮겨지면서 확대 중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사업 확장

생일케이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 '킨테 페스테'라는 중세 독일 농민들의 축하 행사가 기원

- 아이의 생일 아침에 촛불로 장식된 케이크를 주며, 촛불은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케이크를 먹을 때까지 켜 둠

- 촛불은 "생명의 등불"을 의미하여 아이의 나이보다 하나

더 많이 밝혀 둠

□ 밀을 이용한 과자의 유구한 역사만큼 프레첼, 슈크림을 포함한 도넛

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입맛을 끊임없이 유혹

○ 서양의 프레첼은 빵가게 상징물로 쓰일 만큼 유명한 음식이며,

도넛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간식으로서의 인기가 상승 중

케이크 던지기 프레첼 도넛 포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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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 만든 술

□ 우리 전통주의 독특한 맛과 향은 술을 빚을 때 발효제로 사용한

밀누룩의 특성에 기원

○ 우리나라와 중국은 밀을 껍질째 타개어 물로 되게 반죽을 하고

메주처럼 덩어리지어 띄운 ‘막누룩’을 이용하여 술을 빚음

- 보리 10되, 밀가루 2되를 녹두즙, 여뀌와 반죽하여 떡처럼 만들어

바람 통하는 곳에 걸어 말려 누룩을 제조(『사시찬요초』)

* 일본술은 주로 쌀누룩을 사용하여 청주를 제조

○ 밀누룩은 원료 껍질에 함유된 성분에서 비롯된 독특한 과실향의

알칼리성 술을 만들어 냄

* 한산소곡주와 (주)국순당에서 국산밀로 만든 누룩을 이용한 전통주 주조

□ 누룩으로서만이 아니라 밀을 주원료로 사용한 맥주, 보드카, 위스키

등이 세계 각지의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음

○ 러시아의 대표주 보드카는 밀을 원료로 하며, 맥주를 증류하여

만드는 위스키 중 Grain whisky는 밀이나 옥수수로 제조

○ 2011년 상반기 프리미엄 맥주 선호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벨기에산 밀맥주 '호가든'이 선정(17.1%)

* 호가든 판매량의 증가: (‘07) 182 → (’10) 627 (만상자) (245%↑)

○ 제주도에서 밀과 제주 청정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밀맥주 ‘위트’는

깔끔하고 단 맛으로 여성들에게 인기

밀누룩 한산소곡주 호가든 제주 밀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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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가진 기능성 성분과 의약품

□ 일반 밀가루는 배젖으로만 이루어진 흰 분말이며, 제분과정에서

빻아내 버려지는 밀기울에 몸에 좋은 유용성분이 많이 들어 있음

○ 통밀은 미네랄,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영양 덩어리

- 통밀가루가 백밀가루에 비해 열량이 낮으며 칼슘과 철 함량이

높고, 특히 비타민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음

* 미국 FDA의 건강기능성 식품 10대 트렌드에 통곡류(Whole grain)가 포함

○ 수입밀은 약 35%를 빻아내므로 약 28%를 빻아내는 국산밀에

비해 밝은 색을 띠고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영양은 정반대

- 밀기울이 적은 밀가루를 1등급, 많은 것을 3등급으로 구분하나,

영양 측면에서는 가장 좋다는 3등급도 통밀가루보다 부족

* 시장에서는 1등급 밀가루가 대다수이나, 우리 몸은 통밀가루를 원함

□ 밀에는 심장병과 치매를 막는 아라비노자일란, 베타글루칸 등의

유용성분이 들어 있고, 밀기울은 다이어트와 의약품 소재로 활용

○ 밀기울을 첨가한 빵은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적이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유

-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1610년)에 소맥(小麥)과 면(麵)이

소화제와 건위제로 기재

* ‘밀가루 약’: 화학적 성분은 같지만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의약품의 별칭

밀에 든 유용성분의 효과

▷ 씨눈에 들어 있는 옥타코사놀

- 스테미너와 지구력 증진 효과

▷ 밀기울의 아라비노자일란

- 수용성 헤미셀룰로스로서 항암, 항염, 면역력

증강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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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사용되는 밀

□ 밀은 세계적으로 널리 생산되고 주성분이 전분이며 기호성이 좋아

가축에게 우수한 에너지 사료

○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의 26%를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밀 수입량 430만톤 중 227만톤(53%)을 사료용으로 소비

* ’10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227만톤, 462백만$

어치의 사료용 밀을 수입

○ 밀의 가소화 영양소 총량은 75~80%로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

함량이 13~15%로 옥수수나 보리보다 우수

- 너무 곱게 분쇄한 밀을 급여하면 글루텐 때문에 점도가 높아져

체내에서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성장능력 저하를 초래

○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옥수수에 다른 곡물을 40% 이상 섞어 사용

- 선진국에서는 옥수수에 밀, 보리, 호밀, 귀리 등을 혼합하여 이용

□ 품질이 우수한 밀과 생육이 왕성하고 병에 강한 호밀을 조합하여

트리티케일을 육성

○ 트리티케일은 밀보다 수량은 많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익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사료작물로 이용

- 작명: 밀(♀) 속명 'triticum' + 호밀(♂) 속명 'secale' → Triticale

밀사료 트리티케일 ‘신영’ 맥류 이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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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에서 찾는 공익적 기능

□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밀을 재배하면 환경보전, 경관 개선과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삼조 효과

○ 공기 정화, 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며, 경사지에 재배하여

토양 유실과 하류 흙탕물 발생 방지에 유용

○ 국산밀은 재배할 때 병해충 발생이 적어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녹색성장 동력원으로서 매우 우수한 작물임

- 재배시 농약비는 벼의 37%, 고추의 7.3%, 마늘의 17.5%, 사과의

5.0%, 배의 6.8%에 불과2)

○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높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

- 국산밀은 최근 수년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농약 잔류

시험에서 84종의 농약 전체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넉넉한 밀밭 순천만의 밀 재배 우리밀축제 광고 밀사리

직접 느껴보는 체험 관광

□ 수확기의 밀을 먹을거리로서 뿐만 아니라 볼거리의 관광자원으로

이용한 국산밀축제가 곳곳에서 개최

○ 전통 “밀사리3) 축제”를 통한 도농 교류 및 체험학습장 운영

- 농촌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산밀 홍보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기여

2) 농산물 생산비 통계(2009), 원/10a 기준

3) 밀을 불에 살라 먹는다 하여 ‘밀사리’라 칭하며, 구워진 밀을 비벼서 껍질을 벗긴 후에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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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밀가루

□ 밀가루 대표 음식인 빵과 과자는 주식이자 간식으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며 예술의 소재로서 활발하게 활용

○ 빵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 ‘은혜(Grace)'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양식에 대한 감사를 표현

○ 달콤한 과자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유혹의 수단이자 탈출의

수단으로 등장

○ 우리나라 드라마 ‘파스타’와 ‘제빵왕 김탁구’는 밀가루 음식이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었음

E. 엔스트롬의 '은혜'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드라마 '파스타'

□ 밀가루나 빵, 과자 등은 예술작품이나 이벤트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소재로도 사용

○ 중국에서는 돌잔치와 결혼식, 회갑 등의 중요한 자리에 꼭 밀가루

조각으로 의미를 부여

○ 우루과이에서는 464kg의 가장 큰 알파호르(남미 전통 과자)가,

멕시코에서는 720m의 세계에서 가장 긴 빵이 탄생

밀가루 조각(중국) 가장 큰 과자(우루과이) 가장 긴 빵(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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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기반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급기반 마련이 필요

○ 사전 주문을 통한 종자 생산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보급종 생산 및 보급 지원방안이 필요

□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산밀의 가격 보장 및

경쟁력 향상 대책의 수립이 시급

○ 보조금 지급 방법을 생산비 보전이 아닌 경관보전직불금 형태로

전환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 필요

○ 균일한 원료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산단지를 지정하여

규모화하고 과거 명산지 별로 브랜드화를 추진

* 용도별 품종: 국수용(금강밀, 백중밀), 빵용(조경밀), 과자용(고소밀)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R&D 강화

□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발굴하여

용도별 고품질 품종과 2기작 등의 재배기술을 개발

○ 관리가 쉽고 병해충에 강한 이모작용 다수확 품종이나 파티쉐

등의 최고급 소비자가 원하는 초고품질 등 다양한 품종을 개발

○ 콩, 채소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작부체계 확립과

경관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문화상품으로 개발

○ 국산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신기능성 화장품, 다양한 즉석․

냉동식품․통밀스넥 개발 및 부산물 활용 연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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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밀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

□ 현재의 쌀 유통체계와 같은 종합처리 및 유통기반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기반 구축 마련이 요구

○ 정부 주도로 수매 형태를 규격화하고 단백질 기준 품질등급제를

통하여 저비용 유통체계를 구축

- 재배 확대 시 부족이 예상되는 건조·저장시설을 현재 3개소에서

10개소(33% 수준) 이상으로 확대

○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산밀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참고할 필요

- 일본은 상장연동제(’07) 도입으로 수입밀이 자국밀보다 20~40%

높으며, EU에서도 경관보전보조금으로 산업기반을 보호

- 원활한 수매를 위한 수매자금의 저금리 융자 정책이나 농협 등을

통한 다양한 국산 밀 수매 방안을 강구

건전한 소비문화, 공정 소비 등을 주제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통밀 가공제품 및 밀기울의 건강식품,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

○ 젊은 소비층의 입맛과 기능성·편의성 등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

* 국산밀 소비를 위해 대기업은 10%, 향토기업은 100% 의무사용도 고려

□ ‘국산밀’ 자체를 브랜드로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접촉기회를 늘려 국산 밀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

○ 체험학습장, 전시공간 등을 마련하여 소비자들 특히 어린이,

학생을 중심으로 체험기회를 제공

○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왜 소비해야 하는가를 암시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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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 연도별 밀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00 '05 '06 '07 '08 '09 '10

▪ 공 급 3,740 3,878 4,085 3,712 2,885 4,178 4,898

- 전 년 이월 472 464 500 389 440 414 458

- 생 산 2 8 6 7 10 19 39

- 수 입 3,266 3,406 3,579 3,315 2,435 3,745 4,401

▪ 수 요 3,279 3,378 3,623 3,272 2,471 3,720 4,293

- 식 용 2,243 2,039 2,030 2,123 2,046 1,981 1,988

- 사 료 1,026 1,257 1,538 1,117 396 1,691 2,270

- 기 타 20 82 55 32 29 48 35

▪ 1인당소비량(kg) 35.9 33.2 32.4 33.7 33.0 33.4 31.0

▪ 자 급 률(%) 0.1 0.4 0.3 0.3 0.5 0.9 1.7

□ 연도별 밀 생산 현황

구 분 ‘90 ‘95 ‘00 ’05 '08 '09 '10

▪ 재배면적(천ha) 0.3 2 1 2.4 2.5 5.1 12.5

▪ 생 산 량(천톤) 1 10 2 7.6 10.3 19.0 39

▪ 농 가 수(천호) - - 1.0 2.0 3.0 3.5 7.0

▪ 생 산 액(억원) - 0.75 17.3 68.5 90 166 280

▪ 호당 재배면적(ha) - - 0.9 0.9 0.8 1.5 1.8

□ 연도별 밀 수입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입
(사료용제외)

수입량 (천톤 ) 2,315 2,213 2,085 2,257 1,977 2,169

수입액(백만$) 473 470 595 1,113 578 615

관세율
양허관세율(%) 1.8 1.8 1.8 1.8 1.8 1.8

할당관세율(%) 1.0 1.0 1.0 0.5 0.5 0

주요

수입국

미 국

수입량(천톤) 1,222 1,080 1,170 1,455 1,057 1,099

수입액(백만$) 254 225 335 697 310 311

수입비중(%) 52.7 48.8 56.1 64.5 27.3 50.7

호 주

수입량(천톤) 995 1,039 821 660 779 917

수입액(백만$) 196 223 234 337 222 253

수입비중(%) 43.0 46.9 39.4 29.2 20.1 42.3

캐나다

수입량(천톤) 98 94 94 142 165 141

수입액(백만$) 23 22 27 80 63 47

수입비중(%) 4.3 4.2 4.5 6.3 4.3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