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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걀 연대기

고대로부터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은 다양한 신앙과 예술의 소재로 이용

되어 예술, 민화, 전설 속 이야기 그리고 속담에 생활의 금기나 교훈의 비유로도

이용되어 왔다. 달걀은 영양가가 높고 요리도 쉬워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축산물로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달걀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달걀

요리와 소스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동양에서 달걀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 서양보다 빠른 편이나, 채식이 발달한 식문화 때문에 달걀 요리의

다양성은 적은 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문헌에만 구체적인 조리

법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2. 완전식품, 달걀

최근 달걀의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는 진실이

구명되면서 달걀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며, 오히려 완전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과

기능성을 가진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양 측면을 보면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필수 비타민, 무기물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공급, 심혈관 질환 예방,

항산화 작용, 신생아의 성장 등에 기여한다. 기능성 면에서는 노른자의 레시틴과

비타민 그리고 흰자의 라이소자임과 같은 항박테리아 물질 등의 유용물질뿐만

아니라 껍데기와 난각막까지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가공식품으로는 많은 양의 달걀을 편리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제거한 1차

가공품이 식품첨가물, 공업용 재료, 의약 및 화장품 제조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액란에 조미나 향신료 등을 처리하거나 건조하여 만든 2차 가공품이 외식업체나

식품가공업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요리 측면에서는 간단한 요리의 주재료

이면서 소스의 원료, 술의 부재료, 요리의 색감과 감칠맛을 더하는 부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수준은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하는 등 포화상태에 가까워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편의성, 1～2인 세대에 적합한 식재료 등의 장점을 강조한

마케팅과 간편하게 구입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편의식품 등의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성 물질의 탐구, 수출을 겨냥한 고품질의 가공 식재료

개발, 기능성 물질이 포함된 사료의 개발, 의약물질을 생산하는 닭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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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달걀 연대기

생명의 근원, 달걀

□ 우리말 달걀은 닭이 낳은 알(계란, 鷄卵)이라는 뜻으로 영양가가

높고 요리가 쉬워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축산물

○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닭의 알’→‘닭이알’→‘달걀’ 순으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음

* 전라도에서는 ‘닥알’, 제주도에서는 ‘독새끼’이라는 사투리가 있으며 북한

에서는 ‘닭알’로 부름

□ 고대인들은 알이 생명과 부활을 의미한다 하여 세상의 근원이자

생명 탄생의 상징으로 여겨왔음

○ 고대 그리스,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의 신화에서 우주를 거대한

알로 묘사하거나 최초의 신이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서술

* 우주의 원초적인 상태를 우주란(Cosmic egg)으로 표현했으며,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힌두 신화의 창조신 ‘브라마’가 황금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짐

- 중국에서는 종교 축제 때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사용하였고,

일본에서 달걀은 거룩한 봄의 여신을 상징

○ 우리나라에서 시조(始祖)나 영웅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의 옛 문헌에 많이 전해짐

* 건국시조인 신라의 박혁거세, 가락국의 수로왕, 고구려의 주몽 등과 경주

김 씨의 시조 김알지가 알에서 탄생하였다고 기록

부활절 달걀(이스터 에그)의 유래와 의미

▷ 매년 부활절에 장식한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의 기원은 생명 탄생이라는 달

걀의 상징성 때문

- 고대 이집트 등의 봄 축제나 이교도의 관습이 초기 기독교에 유입되어 생겨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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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이집트 에서는 미라 관에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알을 그려

넣어 생명과 재생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용

- 생명을 낳는다는 신비한 힘 때문에 ‘영혼의 용기(容器)’로 여겨

세계의 다른 종교나 풍속에서도 이용

* 그리스도 교회나 이슬람 모스크 등에도 창조나 재생의 상징으로 알을

건물 내부에 매다는 풍속이 있었으며, 부활절 달걀이 오늘날까지 전해짐

예술과 만난 달걀

□ 달걀이 상징하는 생명, 부활 등의 의미와 달걀이 가지는 특성이

예술작품에 반영되어 다양하게 발전

○ 부활절 달걀이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2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크라이나의 피산카(Pysanka)가 가장 유명

- 기독교에서는 생명과 출산 그리고 기원의 의미로 달걀 장식을

하였으며,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염색과 왁스칠을 하여 완성

* 가장 아름다운 달걀로 꼽히는 파베르제 달걀은 19세기 러시아 차르 황실이

부활절 선물로 제작한 보물로, 50개 제작품 중에 현재는 42개만 남음

피산카 파베르제 달걀 빵과 달걀이 있는 정물 달걀 모양의 찻잔

○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세잔의 ‘빵과 달걀이 있는 정물’,

프랑스의 앙투안 볼롱의 ‘달걀’ 등의 유화나 도자기도 있음

* 유화물감이 없던 시절 노른자와 물감을 섞어 그리던 템페라화의 탄생에도

기여했으며 친숙한 모양으로 동화나 어린이용 만화영화의 단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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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상징성이 담긴 금언들

□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화나 전설 속 이야기 그리고 속담에 생활의

금기나 교훈의 비유로도 달걀이 이용

○ 서양의 속신(俗信)에서 일몰 후에 알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팔러 나가는 것은 불길하며, 알 꿈은 악운의 전조로 생각

* 영국에서 ‘에그 댄스’는 눈을 가리고 흩어놓은 알을 밟지 않고 춤을 추는

것으로 매우 곤란한 일을 의미

○ 우리의 속담에서 달걀은 중요한 사물이나 희망을 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희망이 없거나 딱한 처지를 비꼬기도 함

- ‘달걀노른자’는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하며, ‘내일 닭보다 오늘 달걀이 낫다’는 이익의 의미도 있음

- '조막손이 달걀 떨어뜨린 셈', '곯은 달걀이 꼬끼오 하거든',

‘달걀에도 뼈가 있다’ 등은 희망이 없거나 어려움을 비꼬는 말

○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달걀이 시작의 의미로 사용하는 재미

있는 표현들도 존재

- 라틴어에 ‘달걀에서 사과까지’는 연회에서 처음에 달걀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과가 나온 데서 유래하여 ‘풀코스’를 의미

* good egg(믿을만한 사람), rotten egg(나쁜 사람), have egg one’s face(체

면을 구기다), put all eggs in one basket(한 곳에 모든 것을 걸다) 등

- 에티오피아의 ‘달걀이 걸어 간다’는 말 속에는 알이 닭이 되면

걸을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

콜럼버스의 달걀

▷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를 폄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달걀을 세운 일화는 ‘발상의 전환’을 상징

- 이탈리아 역사가인 벤조니의 ‘History of the New World’(1565)에

등장해 알려졌으나, 이보다 15년 전 조지오 바사리가 출간한

책에는 이태리의 선구적 건축가인 브루넬레스키가 보여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진위 여부에 다소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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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달걀을 먹어온 역사

□ 서양은 그리스 시대부터 달걀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달걀 요리와 소스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

○ 기원전 1,100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 작은 새의 뇌, 알, 포도주,

향료를 장미꽃과 함께 갈아서 만든 요리가 있었음

- 제정 로마(기원전 17년) 이후 아침식사에 달걀이 곁들어지게

되었으며, 달걀을 반죽에 사용한 파스타의 등장으로 널리 확산

* 히포크라테스는 회복기 환자에게 식초에 담근 초란(醋卵)이 좋다고 기록

○ 11세기경 교황청에서 육식을 금지한 시기에도 달걀요리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금요일에는 고기 대신 먹는 관습도 생김

- 스페인의 오믈렛, 헝가리의 크루아상, 프랑스의 마요네즈와 스크램블

에그, 케이크 등은 오늘날까지 많이 애용되는 요리들

* 케이크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는 17세기

중반 흰자를 이용해 케이크 윗부분의 모양을 내는 아이싱 처리 이후

○ 부활절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은 17세기경 수도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일반에게 퍼지는 과정에서 장식이 더해져 오늘에 이른 것

○ 미국 시민전쟁(1861～1865) 이후 햄과 달걀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아침식사로 애용되면서 오늘날의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로 정착

* 칵테일은 1795년경 미국에서 달걀노른자를 넣은 음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 중 에그노그는 피로 해소에 좋아 크리스마스 음료로 이용

오믈렛 케이크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에그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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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에서 달걀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 서양보다 빠른 편이나, 채식이

발달한 식문화 때문에 달걀 요리의 다양성은 적은 편

○ 약 4,000년 전에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에서 닭을 집에서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달걀을 먹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

- 인도의 카시족과 마리오족은 부활의 의미를 지닌 달걀을 죽은 자와

같이 매장하는 풍속이 있었음(‘10, 파워푸드 슈퍼푸드)

○ 일본은 근대에 들어 급속하게 달걀 요리가 발달되어 오믈렛(오

므라이스), 소바, 초밥, 카스도스(과자), 달걀 푸딩 등이 탄생

□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달걀을 이용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조리법은

조선시대 이후의 문헌에만 남아 있음

○ 기원전 1,400년경 닭의 전래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며, 신라

경주고분군에서는 세계 최초로 썩지 않은 달걀 껍질이 출토

○ 달걀 조리법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주방문(酒方文) 등에서부터 등장

- 난탕법(수란), 알찜, 난적법, 팽란, 알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지단을 만들어 고명으로 쓰거나 전을 부치는 데 이용

○ 1970년대 후반 축산기술의 발달로 알을 많이 낳는 닭 품종이

보급되면서 달걀이 흔해져 우리 식단에도 흔하게 등장하기 시작

난탕법(수란) 알찜 난적법 팽란 알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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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완전식품, 달걀

달걀에 대한 잘못된 상식

□ (작은 시장, 적은 소비) 달걀의 자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연간

573천 톤, 농업생산액 7위(1조 3천억 원)의 큰 산업

○ 우리나라 1,221 농가에서 자라는 64백만 양계(養鷄)에 의해서

하루 38백만 개의 달걀이 생산(‘13)

- 농가당 사육되는 닭은 5만 3천 마리이며, 전체 닭의 수는 우리

나라의 인구보다 1천 3백만 마리가 더 많음

○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1인당 242개의 달걀을 소비하고 있는데

일본(약 330개)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12)

□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 최근에 들어서야 달걀의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는 진실이 구명

○ 달걀을 많이 먹는 노년층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섭취량과 혈액

콜레스테롤 농도는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82, Dawber TR et al)

○ ‘05년 예일대학교 예방의학센터에서도 하루 2개의 달걀 섭취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달걀이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라는 오해가 생긴 까닭?

▷ 1913년 러시아의 Anitschkow가 토끼를 대상으로 한 잘못

된 실험에 사용된 먹이 때문

- 토끼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함유한 달걀을

먹이로 주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지 않아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간과한 대표적인 실험오류
Anitschk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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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껍데기의 색) 어미 닭의 깃털 색과 같이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다름

○ 과거에 많던 백색달걀은 백색레그혼, 로만화이트 등의 품종이,

갈색 달걀은 하이라인브라운, 로만브라운 등의 품종이 낳은 것

* 국내 시판 달걀이 대부분 갈색인 것은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갈색 알을 낳는 품종으로 바꾸었기 때문

흰색 달걀이 사라진 이유는?

▷ 우리나라의 경우, 백색란은 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사라져

현재는 거의 갈색란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백색과 갈색란 비중이 차이가

있으며, 일본, 미국, 캐나다, 북유럽에서는 백색란 선호

- 토종닭이 낳은 것이라는 오해, 황금색을 선호하는 경향, 흰

달걀에 묻은 이물질이 눈에 잘 띠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알아두면 폼 나는 상식들

□ 노른자(난황, 卵黃), 흰자(난백, 卵白), 알 껍질(난각, 卵殼), 얇은 막

(난각막, 卵殼膜) 등 중요 용어를 알아두면 편리

○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칼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막

(난각막)은 외부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

* 막의 주성분은 케라틴으로 산소, 수분 등은 드나들 수 있으나 오염물질은

들어올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있음

○ 흰자(난백)가 병아리가 되며, 노른자(난황)는 이를 위한 영양을

모아두었다가 병아리의 발생 과정 중에 계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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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당황하거나 황당하셨어요?

▷ 달걀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가끔 요리를 할 때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함

- 쌍황란: ‘운이 좋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노른자가 두 개인 달걀

- 무황란: 달걀 안에 노른자가 없이 흰자와 막만 있는 달걀

- 연각란: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낳는 껍데기가 얇고 잘 부스러지는 달걀

- 무각란: 닭의 자궁에서 껍데기와 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껍데기 없는 달걀

□ 닭은 작은 몸집이지만 알을 낳는 기관은 약 70～75cm정도로 길며

소요시간은 총 24～27시간 정도

○ 알은 난소에서 약 24시간 마다 노른자를 배출하며 여러 기관을

거쳐 자궁에서 20여 시간을 머물면서 흰자와 알 껍질을 형성

- 완성된 알이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27시간

정도로 한 마리가 하루에 한 개가 못되는 수의 알을 낳는 셈

□ 달걀은 포유동물로 따지면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며 약 21일이

경과하면 병아리가 탄생

○ 흰자는 병아리의 눈, 코, 뼈, 근육, 장기 등을 형성하고, 노른자는

그동안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

- 21일이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적당한 온도, 습도만 유지되면

병아리가 탄생하므로 최적의 생명체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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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식품에 가까운 달걀

□ (노른자) 달걀 무게의 30%를 차지하며, 흰자에 비해 3배가 넘는 칼로리를

보유한 에너지의 보고(Wikipedia.com)

○ 50g의 달걀 중 노른자의 무게는 약 17g이며, 2.7g의 단백질,

4.5g의 지방 등을 함유

- 단백질에는 류신, 아르기닌,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이를 이용한 스포츠용 보충제도 탄생

- 통상적으로 일광욕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비타민 D는 노른자

100g당 하루 필요량(성인 기준)의 36%가 들어있음

-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47%는 올레산(Oleic), 16% 리놀산

(Linoleic), 5%는 팔미톨레산 등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 과거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목

- 포화지방산의 23%는 팔미틱 산(Palmitic), 4%는 스테아릭(Stearic),

1%는 미리스틱 산(Myristic acid)으로 화장품의 주원료

○ 노란색을 띠게 하는 루테인(Lutein)과 제아잔틴(Zeaxanthin)이라는

색소들은 기능성도 보유

-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며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성분들이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경우로는 거의 유일

스포츠용 보충제 레시틴 정제 난황유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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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자) 대부분(무게의 87.6%)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

비타민 B2, 셀레늄 등이 풍부한 부위(‘11, USDA)

○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약 11g로 성인이 하루 섭취해야

하는 필요량의 22%를 함유

- 우유(100g)의 단백질 함량 3.2g의 3.4배가 넘는 수준이며 유용한

아미노산의 양도 월등

* 근육의 생성과 근손실의 방지에 작용하는 BCAA(분지사슬 아미노산) 중 발린

(Valine)은 4.4배, 이소류신(Isoleucine)은 4배, 류신(Leucine)은 3.8배가 많음

○ 비타민 B2로 알려진 리보플라빈(Riboflavin)은 흰자 100g당

하루 필요량의 26%가 들어있음

- 구강염, 설염, 각막염, 결막염, 지루성 피부염 등의 치료에 관여

하며 부족해지면 탈모, 백내장이 나타날 우려도 존재

○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체의 노화와 변성을 막는

셀레늄(Selenium)은 흰자 100g당 하루 필요량의 29%가 포함

- 셀레늄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해독 및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자외선, 방사선의 피해를 경감

- 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셀레늄은 거의 완전히 흡수되는 장점이

있으며,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관여

요리용 흰자 상품 단백질 파우더 리보플라빈 캡슐 셀레늄 정제



RDA 121호

11

interr●bang

‘암 치료용 제재’를 만들기 위한 ‘GM 달걀과 닭’이 있다?!

▷ ’07년 영국의 Viragen과 Oxford BioMedica의 협력으로 성공하였으며, 치료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07, Guardian 紙)

- 현재 암 치료용 달걀을 낳는 닭이 5세대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서

치료에 관여하는 물질이 이상 없이 생산됨을 확인

- 이론적으로는 암의 치료뿐만 아니라 파킨슨씨병부터 당뇨병까지 거의 모든 난치병에

적용이 가능할 것

달걀 유래의 기능성물질 탐구는 진행 중

□ 유용물질뿐만 아니라 달걀 껍데기와 난각막까지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 (노른자) 노른자에 많은 레시틴(lecithin)과 비타민 B12를 식의약

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94, Sugaro)

- 노른자로부터 레시틴과 오일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알츠하이머의 예방 가능성도 발견

○ (흰자) 라이소자임(Lysozyme)과 아비딘(Avidin)과 같은 항박테리아

물질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

*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위생적이고 투명한 포장 필름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96, Germadios)

○ (달걀 껍데기와 난각막(卵殼膜)) 사료, 비료로 활용하거나 콜라

겐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 양계용 사료 중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난각막이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를 말려 사용하거나 비료로 이용

- 난각막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난각막 속의 콜라겐

(Colagen)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97, MacNeil)

* 1년 중 미국에서 남는 달걀 껍데기로 부터 약 278 톤(g당 1천 달러)의

콜라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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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가공식품들

□ (1차 가공품) 많은 양의 달걀을 편리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제거한 ‘액란(液卵)’ 형태로 만들어 유통

○ 1차 가공품인 액란은 껍데기 세척, 할란, 액란 살균 과정 및 냉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필요에 따라 동결과 건조 과정을 거침

○ 액란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들어있는 전란액, 노른자만 모은

난황액, 흰자만 모은 난백액으로 구분하여 포장

* 식품첨가물(마요네즈, 커스터드, 케이크, 아이스크림, 면류 등), 공업용

재료(피혁광택제, 접착제 등), 의약 및 화장품 제조 등에 이용

□ (2차 가공품) 액란에 조미나 향신료 등을 처리하거나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 외식업체나 식품가공업체에서 주로 이용

○ 가염냉동전란(전란액+소금), 가당농축전란(전란액+당류), 저콜레

스테롤란(난황액-콜레스테롤), 건조난백(난백액 또는 난황액을

분말로 만든 것) 등 다양한 상품이 있음

○ 2차 가공품은 달걀의 응고성(액체→고체), 기포성(거품 생성), 유화

(乳化)성, 색깔 및 향기 증진 등의 기능성을 반영하여 만듦

* 응고성을 이용한 피단, 커스터드, 기포성을 이용한 케이크와 과자류, 유화성을

이용한 마요네즈, 색을 이용한 파이류, 향기를 이용한 국수 등이 있음

마요네즈와 달걀

▷ 마요네즈의 기원에 관해서는 많은 설이 있으나,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미노르카도의 마흔(Mahon) 유래설

- 지중해 미노루카도(스페인령)의 수도 마흔에서 제법이 프랑스로

전해져 ‘Salsa de Mahon’이라고 소개된 것에서 유래(1756년)

- 토속 마요네즈의 제조는 달걀노른자 , 올리브유, 레몬즙 ,

와인비네가, 식염, 마늘을 재료로 하여 손으로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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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즐기는 달걀요리

□ 수많은 세월동안 달걀은 인간에게 영양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요리가 존재

○ 달걀 자체가 가진 색감, 노른자 특유의 은은한 단 맛과 풍미,

흰자에 풍부한 순백색과 단백질은 요리사의 상상을 자극

- 간단한 요리의 주재료이면서 중요한 소스의 원료, 술의 부재료,

요리의 색감과 감칠맛을 더하는 부재료로서 역할

- 삶은 정도에 따라 완숙, 반숙이 나누어지며 질감과 맛이 달라지는

재료이므로 같은 요리라도 먹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른 매력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침과 점심을 겸한 브런치 메뉴에도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시공(時空)의 경계가 없는 재료

□ 간단하게 가정에서 조금의 노력과 정성만 들이면 고급스러워지는

달걀음식은 영양 간식 뿐 아니라 1인 세대에선 주 요리로도 가능

○ 우리나라의 달걀말이, 달걀찜도 좋은 음식이며 일본은 이를 더

발전시킨 일본식 달걀부침, 달걀초밥 등이 있음

- 일본에서는 달걀과 닭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보아 만든 덮밥,

메밀국수 등이 있으며 보통 요리명 앞에 오야코(親子)를 덧붙임

○ 서양에서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햄엔 에그’, ‘베이컨 에그’, ‘에그

베네딕트’, ‘스카치 에그’ 등도 간단한 조리법으로 사랑받는 메뉴

오야코동(親子丼) 달걀초밥 베이컨 에그 스카치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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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거나 삶거나 튀기는 방식에 따라서도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여 어느 지방을 가든 만날 수 있는 고유음식의 재료

○ 피로를 풀기 좋은 온천이나 찜질방에서 먹는 달걀은 기존의

삶은 달걀과 달리 굽는 방법으로 특화된 좋은 예

- 맥반석, 원적외선, 숯 등 굽는 방식을 다르게 하면 다른 질감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 일본에서도 별미로 취급

* 화산이 많은 일본에서는 온천수에 담가 저절로 익히거나 열기가 나오는

구멍에 달걀을 놓아 익힌 유황달걀 등이 하코네 온천마을의 특산품

○ 중국에서는 식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국물을 걸쭉하게 만드는

부재료로 쓰이며 이는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공통적

- 가장 대중적이고 저렴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중국 챠항(볶음밥)과 탕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 튀김 요리시 밀가루를 입힌 뒤 반드시 달걀을 풀은 물에 담가 재료의 맛을

이끌어내고 튀김옷을 밀착시키는 역할로 전 세계가 이용

○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음식인 라면, 덮밥에 필수요소이며 우리의

전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재료

* 파전, 사슬적, 화양적 등 전류에서 접착제 겸 식감과 맛을 올리는 부재료

○ 서양에서는 케이크, 쿠키 등의 제빵제과, 아이스크림에도 쓰이고

오믈렛과 타르트는 전 세계의 명소가 소문날 정도의 관광 상품

* 오믈렛은 보통, 일본식, 스페인 식으로 나뉠 정도로 다양하며 서양과자인

타르트는 홍콩, 일본, 프랑스를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맛봐야 될 상품

하코네온천의검은달걀 동래파전 스페인 오믈렛 에그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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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캠페인이 아닌 마케팅이 중요한 시기

□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수준은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등 포화상태에 가까워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

○ 달걀 고유의 영양적 가치, 작은 부피, 간단한 조리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편의성 등을 부각시킨 마케팅이 필요

- 1～2인 세대의 시대에 간편하게 1일 필요 영양소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보관과 조리도 편한 점을 강조

○ 대형유통점,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편의식품 등 신상품 개발이 필요

-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달걀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강조하여 지역 특화상품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

*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달걀을 이용한 음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고유한 달걀 음식이 있어 지역내 생산량을 소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필수

□ 기능성 물질의 탐구, 수출을 겨냥한 고품질의 가공 식재료 개발 등

용도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할 시기

○ 기능성 물질이 포함된 사료의 개발, 의약물질을 생산하는 닭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투자가 필요

□ 자동화 시설, 방역시설, 동물복지, 유기 축산 등 농가의 수익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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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활 속 달걀 이용과 보관

□ 칼슘 덩어리, 달걀 껍데기 이용 팁!

○ (우리나라 방식) 몸에 좋은 초란(醋卵) 만들기

① 달걀 10개 정도를 씻어서 물기를 제거

② 소독한 유리병에 달걀이 잠기게 초산 6%의 식초를 넣음

③ 유리병을 밀봉하여 검은 보자기를 씌워 약 10일 이상 발효

④ 마른 거즈로 걸러 다른 병에 담아 냉장 보관, 매일 식전

3큰 술씩 생수 등에 희석해 음용(박오순님, 네이버 블로그)

○ (미국 방식) 가정에서 만드는 칼슘제

① 일단 잘 씻어 놓은 달걀 껍데기 12개 정도를 준비

② 정수된 물 6컵을 끓여 껍데기를 넣고 10분간 끓여 소독

③ 껍데기를 말려 오븐에서 섭씨 93도 정도로 10분간 구움

④ 껍데기를 곱게 갈아 잘 말린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

⑤ 매끼 1 티스푼(800∼1,000mg의 칼슘)씩 물과 함께 음용

(mamanatural.com).

□ 가정에서 달걀을 보관하는 좋은 방법

○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여 냉장고 또는 서늘한 곳에 보관

* 이때 달걀 표면은 뚜껑으로 덮어줘야 중량손실이 줄어듦

○ 달걀 표면의 이물질만 제거하고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지 말 것

* 달걀 표면에 외부 오염물질이 내부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큐티클층이

있는데, 이 층이 세척으로 제거 될 경우 달걀 신선도가 떨어지게 됨

□ 삶은 달걀 껍데기 잘 벗기는 법

○ (민간요법) 소금이나 식초를 넣어 삶은 후 곧바로 찬물에 헹군

후 달걀 양 끝부분의 껍질을 약간 벗긴 후 입으로 부는 방법

* 시장에서 구입한 달걀을 몇 일간 냉장보관 하였다가 삶으면 껍질이 잘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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