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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나는 토종이로소이다!
토종이란 자생종과 재래종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자생종은 우리나라 자연에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동식물의 총칭이며, 재래종은 사람에 의해 재배, 사육된 종으로 
식물에서는 작물, 동물에서는 가축을 의미한다. 토종은 일반작물에 비해 수량은 
많이 작은 편이나 기능성 물질, 색깔, 병해충 저항성,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육종재료로
유용하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의식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농촌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화상품이며,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알릴 수 있는 지역특화
작목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는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많이 사라진 상황이며,

이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천 자채방아마을의
자채미(紫采米), 김포 안동권씨 지사공파의 자광미, 남원 청보리, 순창 땅개보리,
성주 왜동보리, 함안·흑산·제천 찰보리, 소맥재래밀, 충남 재래밀 등의 중요 식량
작물이 보전되고 있다. 이외에도 모래조, 호조, 청미실, 강돌립, 국분, 사위속임 등의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조와 벼룩기장, 황기장, 흰기장, 찰옥수수, 쥐이빨옥수수, 청태,
좀콩, 납작콩, 한아가리콩, 호랑이콩, 수박태, 아주까리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토종 작물이 살아있다. 구황작물의 대표인 감자와 고구마로는 분홍감자, 자주감자,
하지감자, 노랑감자, 흰감자, 해남 물고구마, 무안 밤고구마가 있으며, 김치에 빼놓을
수 없는 개성배추, 의성 조선배추, 울산배추, 화성군 서산면의 조선배추, 보성의 
봄배추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강화 순무, 제주갓, 완도갓, 해남갓, 두륜산갓, 뚝섬상추,
은평오그라기, 안동상추, 되호박, 지레호박, 청호박, 참호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것이다.

2. 외국은 토종을 이렇게 씁디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다양성을 잃고 단일화 되어가던

고유의 식생활이 재래종과 함께 부활하고 있다. 북해도의 여덟줄 옥수수에서 부터,
아이즈 소국 호박, 설채, 전통 소송채, 나가오카 주머니가지, 쇼고무, 뽕나무 콩,
마쓰사카 적채, 금시초, 케마오이, 히로시마 오쿠라, 야마토이모, 나가사키배추,
스이젱지 콩나물, 오키나와의 모우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토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EU의 PDO

(지리적 표시제)와 농업 유전자은행을 통한 본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카르둔(Cardon épineux de Plainpalais), 퀴티거 당근, 영국의 여섯줄 보리
맥주와 위스키, 스페인의 무차미엘 토마토, 포르투갈의 토종포도로 만드는 포트와인,
노르웨이의 그린스타드 티모시, 핀란드의 푸이쿨라 감자, 그리스의 에글로비 렌틸콩 
축제, 이탈리아의 엠머 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경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여전히 옥수수, 호박, 콩의 토종 품종을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이로쿼이 족의 흰 옥수수(Iroquois white corn), 아리카라 호박(Arikara squash),
파우니 콩(Pawnee bean) 등을 들 수 있다.

3. 시사점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서는 건강식품, 전통식품 재료, 이야기가 담긴 문화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토종 작물이 시대적 흐름에 잘 맞는 틈새 또는 차세대 
상품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에서
통할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종의 가치를 높이는 농법, 기능성 물질 탐구 등의
연구와 문화상품 개발을 담당할 연구협력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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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는 토종이로소이다!

토종이 뭘까요?

□ 토종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자생종’과 ‘재래종’을 합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 자생종은 우리나라 자연에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동식물의 통칭

으로 예를 들면 제주한란, 동백, 각종 야생동물을 의미

-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의미로 ‘사람 손을 타지 않고’ 현지에서 

살아남아 있는 동식물이라는 뜻

○ 재래종은 사람에 의해 재배, 사육된 종으로 식물에서는 작물,

동물에서는 가축을 의미

- 역사는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키워오던 것과 중간에 외국

에서 도입되어 농업인에 의해 키워진 작물을 아우르는 말

* 벼, 보리처럼 오래 전부터 재배되던 작물이나 배추, 고추, 감자, 고구마, 딸기

처럼 외국에서 도입되었으되 우리나라에 완전히 토착화된 동식물

- 학문적으로는 7세대 이상 경과된 가축, 대략 30년(세대) 이상  

재배된 작물로 농업인에 의해 좋은 것만 선발되어 전해온 것들

부대찌개, 짜장면, 짬뽕은 토종음식인가?

▷ ‘재래종’에 대한 개념처럼 재료나 조리법 등은 외국에서 왔으나 우리나라에
최적화되고 긴 세월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므로 우리음식으로 봄

- 한국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부대찌개는 재료가 햄, 소시지 등이나 김치,
고추장, 고춧가루, 당면 등을 우리나라사람들이 선호하는 재료를 넣어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60여 년 역사를 지닌 전골요리(식객 6화, 허영만 등)

- 짜장면도 중국의 북경, 산동지방의 첨면장 등을 채소와 비벼먹는 음식이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첨면장에 캐러멜 소스를 넣어 만든 춘장에 채소를 같이 볶아서
전분으로 양을 늘릴 후 면에 부어서 비벼 먹는 우리 식의 음식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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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뜬금없는 토종 이야기?

□ 토종(土種)은 날로 규모화와 획일화가 되어가는 농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

○ (육종재료) 일반작물에 비해 수량은 많이 적은 편이나 기능성 

물질, 색깔, 병해충 저항성,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것이 많음

* 외국계 회사가 종자를 장악한 상황에서 독자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

매우 유용

○ (문화상품) 농촌지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식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보고로서 토종은 향토문화가 그대로 담긴 생명체

- 전통농법, 즐기는 절기풍속, 절기마다 먹는 절식(節食)의 재료,

토종에 얽힌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잠재

○ (지역특화) 현재의 지역특산물은 대체로 예로부터 유명한 산지

(産地)인 경우가 많으나 종 자체가 특수한 경우는 드문 편

- 옛날부터 유명한 대구의 사과, 나주의 배, 안성의 포도, 이천의 

쌀 등 대표적인 산지가 지금까지 전해오나 품종은 개량종

* 종자(種子)도 중요하지만 작물, 가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향토음식의

재료로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큰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요소

전국 명산지의 농산물, 토종일까요?

▷ 인삼에는 풍기, 강화, 금산, 생강에는 서산, 5쪽 마늘의 단양, 의성, 서산,
대파와 울금의 진도, 갓의 여수, 순무의 강화… 그 외는?

- 여주 고구마, 땅콩, 이천 쌀, 월동배추의 해남, 괴산과 영양의 고추 등 지역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한데 토종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음

- 인삼, 무, 배추, 고추, 쌀, 고구마, 감자, 포도, 사과, 복숭아 등 명산지는 있으나 사실
종자 자체가 토종인 경우는 드물고 풍토와 농업인의 숙련도에 따라 산지가 정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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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이 있기는 있남?

□ 사실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는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없어진 상태로 이런 현상은 세계 공통

○ 종자의 특성상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의 의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수량이 적거나 일거리가 많으면 기피되어 점차 유실되기 마련

- 신품종이란 기존 품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지므로

수량, 맛, 저장성, 병해충 저항성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음

- 문제는 생산이 되어야 소비가 되고, 소비자가 다시 찾아야 면적이

늘어나는 순환 때문에 농업현장에서 재래종이 설 자리가 없어짐

* 각국에서는 이러한 재래종들을 유전자원보존기관을 통해 수집보존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마늘, 생강, 쥐눈이콩,

장단콩, 칡소, 흑우 등은 농업인의 깊은 애정이 담긴 작물들

○ 우리가 육쪽마늘이라 부르는 한지(寒地)형 마늘이나 서산, 진도,

등 도서(島嶼)지방을 중심으로 보존된 생강이 대표적 사례

- 그 외에 쥐눈이콩(서목태), 장단콩, 메밀, 들깨, 참깨 등 주로 

텃밭이나 소면적에서 애정으로 키운 작물들이 다수

* 이러한 작물들은 주식이나 부식의 주재료는 아니지만 음식의 향이나 맛을

결정하는 양념채소류가 많아 ‘어머니의 손 맛’의 비밀이었을 확률이 높음

통일벼 재배시험 파주 장단콩 칡소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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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증산의 가장 큰 피해자, 벼와 보리

□ 가장 많았었고 또한 가장 많이 사라진 작물은 주식이 되는 식량

작물로 60～70년대 식량증산을 위해 획일화되면서 점차 사라짐

○ 벼의 경우만 해도 일제 강점기에 조사한 ‘조선도품종일람’에

의하면 1,451 종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음

○ 그 외 보리, 밀, 옥수수 등은 수량의 한계 때문에 또는 가격의 

차이 때문에 점차 재배가 줄면서 거의 사라져 감

* 재래종은 대부분 자가 채종을 하기 때문에 종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우량품종을 저렴하게 보급한 것도 한 원인

□ 지금 남아 있는 쌀로 대표적인 것은 이천의 자채미와 김포의 

자광미 정도

○ 이천의 자채미와 자광미는 모두 임금님께 진상하여 수라상에 

오르던 쌀로 다행히 현재까지 명맥을 잇고 있음

- 이천의 자채미(紫采米)는 살짝 붉은 빛이 도는 쌀로 자채방아 

마을의 특산물이며, 자광미는 김포 안동 권씨 지사공파에서 보존

* 이천 자채방아마을은 매년 축제를 열어 예로부터 쌀의 명산지임을 강조

하면서 동시에 재래종을 부각시켜 다른 쌀의 가치도 높인 사례

보리 여주 자채쌀 자광도(확대) 자광도(紫光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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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보릿고개’라 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는 시기를 상징하던 

보리는 최근 기능성 작물로 부각

○ 한국전쟁 이후에도 식량작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던 보리는

쌀의 증산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

- 남원지방의 청보리, 순창의 땅개보리, 성주 지방의 왜동보리, 늘

보리, 함안 찰보리, 흑산 찰보리, 제천 찰보리 등이 그것

○ 최근 기능성 식품의 붐이 일면서 쌀에 부족한 비타민과 셀레늄이

풍부하고 당뇨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소비가 다소 회복

* 품질, 수량 등으로 보면 현대의 신품종이 단연 우세하나 보리 뜨물장 등

전통음식이나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역시 토종 보리

청보리 밭 겉보리 검정보리 늘보리

□ 우리나라의 토종 밀은 아예 씨가 마르다 시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작물로 세계 기아 해결의 큰 기여를 하기도 했음

○ 대표적으로 앉은뱅이 밀, 제령백, 진천 재래, 늘밀, 임실중밀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거의 전해지지 않음

- 다행히 1900년대 초기부터 육성된 초기 종들과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간 품종들은 최근 역도입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함

*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소맥재래, 왜형 1호, 전북 3호, 통밀, 충남 재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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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아를 해결한 공로로 197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노먼 

볼로그 박사가 육종한 밀 품종의 중요한 육종재료이기도 하였음

- 일제강점기 우리 앉은뱅이 밀을 소재로 육종한 ‘농림10호’가 

미국으로 건너가 작고 강건한 성질을 접목한 다수성 밀로 재탄생

* 당시 보통밀의 수량이 300kg/ha가 안되던 시절, 앉은뱅이 밀의 피를 받은

게인스라는 품종은 1409kg/ha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세계 재배면적의 1/4, 10억ha이상의 면적에서 앉은뱅이 밀의 후손이 재배 중

우리 밀 왜 찾아보기 힘들까요?

▷ 사실 오랫동안 뜻있는 사람(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등)들에 의해 우리 밀을
보존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효과는 미미

- 밀 재배에 열악한 국내 기상환경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입 산과의 경쟁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일

- 소면적작물로 기계화 연구가 늦었을 뿐 아니라, 쫄깃한 감을 주는 글루텐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품종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수매하였기 때문에 품질은 좋아도 강력분, 박력분이 섞여있어 용도가 애매하였음

밥에 넣어먹기 좋아 살아남은 작물들

□ 조, 기장, 수수 등은 쌀, 보리, 밀에 비해 아직도 조금씩 토종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집에서 먹을 요량으로 조금씩 심었기 때문

○ 조는 가뭄에 잘 견디고 척박지에도 잘 자라 옛날부터 심어온 

작물로 일제 강점기에는 2,000 종이 넘었다고 함.

* 남아 있는 종으로는 모래조, 호조, 청미실, 강돌립, 국분, 사위속임 등이

있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에 아직도 토종 차조를 재배하고 있다고 함

○ 중국 고대문헌인 ‘산해경’에 이미 ‘부여사람들은 기장을 먹었다’

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된 기장은 경북이 가장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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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토종으로는 벼룩기장, 황기장, 흰기장, 붉은 기장 등이 

있으며 다행히 상당수가 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되어 있다고 함

□ 옥수수는 밥보다는 간식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독특한 

작물로 특히 찰옥수수는 전국적으로 분포

○ 쫄깃한 식감을 사랑하는 우리민족의 특성 때문에 여름의 별미로

사랑받은 찰옥수수는 산간지역이 있는 전국에 분포

-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로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요람을 끼고 있기 때문

* 서양의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등과 차별화된 맛과 식감, 용도로 아직도

사랑받고 있으며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품종이 존재한다고 함

○ 반면 밥 대용으로 쓰던 메옥수수나 알이 작은 쥐이빨옥수수 등은

상대적으로 알이 큰 최근 품종에 의해 명맥이 위태로운 지경

□ 밥에 넣어 먹는 작물 중 으뜸은 단연 콩으로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로 인정받는 동북아지역에 위치하여 종류가 매우 다양

○ 색깔로만 따져도 누런콩, 흰콩, 검정콩, 파랑콩, 새파랑콩, 검은 

밤콩, 자주콩, 속푸른콩, 비취콩, 청태 등의 종류가 있음

기장 조 쥐이빨옥수수 청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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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로도 호랑이콩, 수박태, 눈까메기콩, 제비콩, 자갈콩, 대추

불콩, 쥐눈이콩, 알종다리콩, 아주까리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

* 콩알의 모양별로도 좀콩, 납작콩, 한아가리콩 등이 있으며 파종기나 숙기에

따라 40일콩, 올태, 유월두, 서리콩, 쉰날거리콩(50일콩)으로도 나눔

○ 품종으로 나누어 보아도 콩, 강낭콩, 동부, 팥, 녹두, 칼콩 등

종류가 다양해서 시골장터마다 다른 콩을 만나는 재미가 있음

구황작물의 대표, 감자와 고구마 

□ 감자와 고구마는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지금까지 

토착화된 작물

○ 요즘 인기가 치솟는 자주감자, 분홍감자 등은 토종감자를 부모로

이용하여 개량한 품종으로 원래는 청나라에서 수입된 작물

- 토종으로 남아 있던 태백산맥 일원의 분홍감자, 자주감자, 하지

감자, 노랑감자, 흰감자는 현재는 엄청나게 귀하신 몸

○ 반대로 고구마는 담배, 고추와 함께 일본에서 수입된 작물로

과거 해남의 물고구마, 무안의 밤고구마는 말이 필요 없던 명물

호랑이 강낭콩 제비콩 갓끈동부 물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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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계시나요? 달빛 아래 목화밭

□ 문익점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섬유혁명을 이끌었던 목화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귀물

○ 화학섬유, 중국과 인도의 면(솜)에 의해 밀려난 우리 목화는 섬유

로서 뿐 아니라 목화다래라는 간식으로도 사랑받던 작물

- 작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어지고 추억거리가 되어 버렸으나 

교육․경관작물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꽃이 진 후 달리는 씨주머니인 목화다래는 채 벌어지지 않았을 때 먹으면

은은한 단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추억의 간식거리

목화솜 목화꽃 목화다래 의성 조선배추

조선배추는 아시지요?

□ 중국에서 들여와 개성에서 토착화되었다가 서울 인근까지 진출

하면서 우리 식생활을 바꾼 채소

○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매년 중국에서 종자를 얻어오던 채소가 

솜씨 좋은 우리 민족에 의해 토착화된 경우

- 현재는 개성배추와 의성지방에서 재배되는 조선배추, 드물게 

볼 수 있는 울산의 울산배추 등만이 남아 있다고 함

* 그 외에 경기도 화성군 서산면의 조선배추, 보성지방의 봄배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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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 배추인데…, 강화순무

□ 강화도의 특산물로 손꼽히는 순무는 토종농산물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

○ 겉으로는 잎이나 뿌리 모양이 무와 흡사하나 사실은 꼬리배추라

부르는 배추의 한 종류

-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가포육영(家圃六詠, 1168)’에 나올 정도로

오래되고 널리 쓰였으나 지금은 강화 일원에만 남아 있음

* 1994년 11월 강화 지역특산물인 ‘순무’를 상품화하자는 논의에서 비롯

되어 지금은 고유브랜드로 자리 잡을 만큼 성공한 사례

여수 돌산에만 있는 줄 아셨지요? 갓

□ 사실 우리나라의 도서(島嶼)지방과 산간지방에 폭넓게 분포하던 

양념채소

○ 제주에는 제주갓, 완도의 완도갓, 해남지방의 해남갓, 두륜산갓,

북쪽의 진부갓, 정산의 여량갓, 고흥의 대서갓 등이 대표적

- 색깔도 다양하여 적갓, 청갓, 얼룩갓, 밀갓, 얼청갓, 잿노물갓 

등의 동류가 있으며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김장채소

* 최근 일본종자인 ‘만생평경대엽고채’가 수량도 많고, 톡 쏘는 맛이 다소 약해

오히려 요즘 입맛에 맞기 때문에 토종 갓 대신 재배가 늘고 있다고 함

강화순무 순무 동치미 자색갓 얼청갓(청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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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는 토종일까요?

□ 상추 또한 우리나라의 토종채소로 육류섭취 증가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개량종이 보급된 경우

○ 지역마다 지방종이 따로 있을 정도 아끼던 채소인데 요즘 상추의

쓴 맛이 적다고 지적하시는 귀신같은 입맛을 가진 분도 계심

* 쓴 맛이 약해진 이유는 품종 탓이 아니라 비료와 토양, 재배법이 좋아져

수확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 잎 면이 넓고 오글오글한 뚝섬상추, 은평오그라기, 안동상추 등과

자라는 동안 잎을 계속 따먹는 충남, 서울개봉 등의 줄기상추가 있음

* 특이하게도 지역별로 선호하는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이 상추만의 특징으로 예를

들면 경북 산간과 강원도는 청치마 상추, 부산은 흑치마상추가 인기

적축면상추 청치마상추 수비초 재래 사과참외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 지면 관계상 줄일 수밖에 없지만 토종 시금치, 토종 고추, 진짜

개구리 참외, 토종 오이와 토종 호박은 정말 아까운 작물들

○ 서양채소로 아는 시금치, 단 맛과 매운 맛의 환상적인 조화의 

고추, 개량 멜론과 혼동되는 개구리참외 등은 정말 아쉬운 작물들

* 호박도 재래종이라 하면 황색의 큰 호박만 생각하는데 되호박, 지레호박,

청호박, 참호박, 약호박, 떡호박, 토종 단호박, 울릉호박 등 천차만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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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의 토종 농산물

토종 채소를 명품먹거리로 격상시킨 일본

□ 196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다양성을 잃고, 단일화 되어

가던 일본 고유의 식생활이 재래종과 함께 부활(‘10, 農林水産省)

○ (여덟줄 옥수수, 八列とうもろこし) 이름대로 알갱이가 여덟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간장으로 양념해 구워 특유의 풍미를 즐김

- 북해도산으로 수확 후 2일내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건조하여

분말로 사용하거나 직판장이나 이벤트에서만 한정 판매

○ (아이즈 소국호박, 會津小菊かばちゃ) 작은 청둥호박을 닮았으며,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식감이 있는 후쿠시마(福島)의 채소

- 얇은 적갈색에 두꺼운 외피가 특징으로, 에도(江戶, 1603~1867)

시대 때부터 재배하였다고 전함

○ (설채, ゆきな) 겨울 눈 속에서 자라나는 순무의 싹으로, 끓는 

물에 데치면 특유의 강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음

- 미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인인 우에스기 료잔(上杉

鷹山)이 재배를 장려했다고도 하는 야마가타(山形)현의 채소

여덟줄 옥수수(북해도) 아이즈 소국호박(후쿠시마) 설채(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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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소송채, でんとうこまつな)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

(德川吉宗)가 이름붙인 것으로 알려지는 관동지방의 유명 채소

- 일반 유통되는 소송채 품종에 비하여 쓴맛이 적고 식감이 연하나,

병해충에 약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

○ (나가오카 주머니 가지, 長岡巾着なす) 일본에서 가지 재배면적이

가장 넓지만 자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니가타(新潟) 현의 대형 가지

- 쪄서 먹거나 간장과 생강을 함께 넣어 조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즐겨 먹음

○ (쇼고무, 聖護院大根) 교토를 대표하는 3~4kg에 달하는 대형 

둥근 무로, 분세이(文政, 1818~1829)시기에 아이치현(愛知)에서 전래

- 맛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으로, 오뎅 등의 조림에 

적합하며 교토(京都)의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 (뽕나무콩, 桑の木豆) 과거 양잠을 많이 하던 기후현(岐阜)에서

뽕나무에 줄기를 뻗게 하여 키우던 얼룩덜룩한 콩

- 보통 말렸다가 물에 불려서 조림, 튀김으로 즐기며, 기후현의 

미야(美山)의 약 20개 농가에서만 생산

전통 소송채(도쿄) 주머니 가지(니가타) 쇼고 무(교토) 뽕나무 콩(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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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사카 적채, 松阪赤菜) 미에현(三重) 마쓰사카시 특산으로,

뿌리와 잎 등이 모두 빨간 전통 순무 

- 주로 식초절임으로 먹으며, 마쓰사카의 최고급 소고기(松阪牛)

전골이나 석쇠구이와도 잘 어울림

* 재배의 역사가 끊겼었으나 농협(JA)과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가 미에현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남은 종자를 보급 받아 2001년 부활

○ (금시초, きんじそう) 잎의 앞면은 녹색, 뒷면은 보라색이며,

어린줄기와 잎을 식용하며 점액질의 즙이 있는 것이 특징 

- 최근 비타민 A, 철분 등이 풍부하고 혈압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초절임, 튀김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등도 인기

○ (케마오이, 毛馬きゅうり) 에도막부 말부터 오사카의 케마마을에서 

재배되었다는 30cm 가량으로 기다란 오이

- 메이지(明治) 말기에는 대만산 오이에 밀려서 종적으로 감추었

다가 ‘05년부터 부활운동이 일어, 학교 등 곳곳에서 재배 중

○ (히로시마오쿠라, 広島おくら) 일반적인 오쿠라가 5각형인 반면에

8~9각형을 띄며, 털이 없고 부드러우며 과육이 두꺼움 

* 오쿠라는 당뇨와 고혈압에 효능이 높다고 알려지는 아열대채소

마쓰사카 적채(미에) 금시초(이시카와) 케마 오이(오사카) 히로시마 오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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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토이모, 大和いも) 표피가 검고 주먹 모양을 띠고 있는 

나라현(奈良)의 특산 참마

- 육질이 치밀하고, 마 중에서 가장 끈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여

토로로(とろろ汁) 뿐만 아니라 만주 등 과자의 원재료로 이용

* 토로로 지루는 마를 갈아 즙을 내어 맑은 장국에 섞어 놓은 요리

○ (나가사키배추, 長岐白菜) 우리가 먹는 배추와 달리 결구(結球)가

되지 않으며, 나가사키의 명물 떡국(雜煮)에 빠지지 않는 재료

- 중국의 산둥성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장아찌, 찜 또는 볶아

먹는 방식이 주(主)

○ (스이젱지콩나물, 水前寺もやし) 구마모토(熊本)현의 정월 떡국에

기간(期間) 한정으로 들어가는 25~30cm의 기다란 콩나물 

- 길이가 긴 콩나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 풍습은 에도시대(江戶, 1603~1867)부터 시작

○ (모우이, モ―ウイ) 우리의 노각과 매우 흡사하며 적갈색의 미세한

그물코 모양이 특징인 박과채소로, 담백한 과육을 자랑 

- 15세기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류큐왕조 시대의 궁정요리에도 

사용되었던 귀한 식재료

야마토이모(나라) 나가사키 배추 스이젱지 콩나물 모우이(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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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로 세계 유일의 상품이라는 점을 부각한 유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토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EU의

PDO(지리적 표시제)와 유전자은행으로 본격적인 관리

○ (스위스) 산악지형으로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농가들을 중심으로 토종의 명맥이 이어지는 곳(‘09, Köhler)

- 카르둔(Cardon épineux de Plainpalais)은 16세기 칼뱅파 신도

들에 의해 제네바에 들어온 아티초크를 닮은 엉겅퀴 과의 채소

- 퀴티거 당근(Küttiger carrot)은 아라우(Aarau)지방에서만 재배

되고 있는 흰색 또는 노란색의 끝이 뾰족한 원시형태의 당근  

- 그린델발트(Grindelwald)에는 타가수정(他家受精)하는 루타베가

(순무와 비슷)와 베른에는 토종 콩(Brienzer Chrugler)이 자람  

카르둔 퀴티거 당근 루타베가 콩(Brienzer Chrugler)

○ (영국) 토종 보리를 이용한 맥주와 위스키의 탄생뿐만 아니라 

전통가옥의 모습을 되찾는 시도도 본격화(‘09, Mike Ambrose)

- 최근 잉글랜드에는 지붕을 잇는 용도의 재래종 밀(April Beared,

Squarehead’s Master, Rivet)이 등장하면서, 예전의 풍광이 재현

- 스코틀랜드에는 재래의 꽃양배추(Shetland cabbage)와 티모시

(Scots Timothy)가 다시 인기를 끄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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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스코틀랜드 재래종 여섯줄보리를 이용하여, 맥주(통상

두줄보리로 만듦)와 위스키를 만드는 사례도 등장

* 맥주는 ‘06년 Valhalla Brewery에서 ‘Island Bere’을, 위스키는 ‘04년 Arran,

’07년 Lochranza, Bruichladdich distillery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

밀짚 지붕(잉글랜드) 꽃양배추(스코틀랜드) 맥주(스코틀랜드) 위스키(스코틀랜드)

○ (스페인) 16세기 남미에서 유럽에 토마토를 소개했던 스페인

에서는 재래종의 인기가 여전(‘09, Juan José Ruiz)

- ‘Muchamiel’, ‘De la Pera’, ‘Valenciano’, ‘Morunos’ 등의 품종은

지역의 시장에서 일반에 비하여 3~5배의 가격에 판매 

* 이들 품종은 주로 스페인의 남동부의 소규모 과수원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스페인 교육과학부에서 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중

○ (포르투갈) 지중해 연안과 포르투갈은 유럽의 포도 재래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토종의 고장(’09, Silvana Cardoso)

- 전 세계의 유일한 포트(Port) 와인 산지인 Douro와 Colares에는

86개에 이르는 재래종 포도가 농가들에 의해 전해짐

* 포트와인은 브랜디를 발효 중인 와인에 첨가하며, 셰리는 발효 후 첨가

무차미엘 토마토(스페인) 알프로체이로포도(포르투갈) 포트와인(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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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자국 티모시(Timothy) 종자시장의 60%를 점유하는 

‘Grindstad’ 품종이 여전한 인기(‘09, Petter Marum)

- 186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티모시를 Grindstad 농장에서

재배하던 것으로, 이후 품질이 좋아 토종으로 정착

* 이외에도 노르웨이에는 ‘Molstad’라 불리는 재래종 붉은 토끼풀도 존재

○ (핀란드) ‘Puikula’라고 불리며 북유럽을 대표하는 토종 감자가

살고 있는 고장(‘09, Antti Hannukkala)

- 감자의 생김새는 흡사 바나나를 닮았으며, 육색(肉色)은 밝은 

노란색을 띄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장점을 보유

○ (그리스) 이효리씨의 수퍼푸드로 유명해진 렌틸콩의 유명산지인

Eglouvi에는 재래종 ‘Eglouvi lentil’이 존재(‘09, Nigel Maxted)

- 매년 8월 6일(성도나토스 축일)에는 전통 복장을 한 아줌마들과

관광객이 함께 렌틸 요리와 염장 정어리를 즐기는 축제가 펼쳐짐

○ (이탈리아)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던 ‘Emmer’ 밀이 유기농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2천 ha까지 증가(‘09, Valeria Negri)

- 고대 밀(Emmer)은 지리적 표시제(PDO)에 의하여 보호 받게 

되었으며, 트레시메노 호수의 ‘Faiolina(동부콩)’도 최근 주목 

그린스타드(노르웨이) 푸이쿨라감자(핀란드) 렌틸콩 축제(그리스) 엠머 밀(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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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짧아 아직은 미흡한 미국

□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수임에도, 주식인 옥수수, 호박 그리고 콩의 

전통 농법과 품종을 보전하는 노력을 면면히 이어옴(‘11, FAO)

○ (이로쿼이 흰 옥수수) 이로쿼이족(Iroquois)이 신성하게 여기는

세자매(Three Sisters) 중 으뜸(iroquoiswhitecorn.org)

- 이로쿼이족의 전설에 따르면, 옥수수, 호박(squash), 덩굴성 콩은

선녀(仙女)의 몸에서 나온 자매들로, 서로 도우며 산다고 전함  

* 실제로 옥수수(첫째)는 콩(막내)이 오를 수 있는 지지대가 되며, 콩은 옥
수수에 필요한 비료(질소)를 제공하고, 호박(둘째)은 자연 멀칭으로 토양이
촉촉하게 하고 잡초가 자라는 것도 방지

○ (아리카라 호박) 남북 다코타 주에 거주하던 아리카라(Arikara)

족에 의해서 전해지는 오늘날의 단호박(Cucurbita maxima)의 원종

- 이외에 체로키(Cherokee)족의 ‘캔디 로스터(Candy Roaster)’, 델라

웨어주 난티코크족의 ‘난티코크 스쿼시(Naticoke squash)’도 전래

○ (파우니 콩) 과거 파우니(Pawnee)족에게는 10개 품종의 옥수수,

7개의 호박, 8개의 콩이 있다고 전함(1965, Weltfish)

- 콩(atik)의 이름은 색깔에 따라서 정해지며, 빨간콩은 ‘atik-pahat’,

흰콩은 ‘atik-taka’, 검은콩은 ‘ati-paks-katit’ 등으로 명명 

이로쿼이 흰 옥수수(제품) 아리카라 호박 파우니 콩(Pawnee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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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농산물을 문화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작물

□ 현대의 시장트렌드에 따라 식량 자체로서의 가치보다 다른 측면의

가치를 발굴하여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비트렌드는 건강식품, 전통식품 재료, 이야기 거리가 담긴

문화상품으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

○ 토종작물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잘 맞는 틈새 또는 차세대 

상품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

* 역사가 있는 농산물, 맛이 있는 향토음식, 지켜야할 우리 종자, 이를 지키는

사람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은 최고의 상품

시류를 읽고 이에 맞추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몇 가지 품목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있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권역별 차별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

○ 토종작물은 대체작목을 찾는 농업인에게나 새로움을 추구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안

* 지방재래종이므로 지역명이 붙어 있으며, 이를 재료로 하는 향토음식 등도

남아 있어 농산물 뿐 아니라 6차산업 소재로서도 훌륭

○ 전 세계적으로도 통할 상품으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우리 종자를

지킬 수 있는 집중 연구 투자가 필요

- 가치를 높이는 농법, 기능성물질 탐구 등의 연구와 우리 종자를

현지에서 보존하는 지자체 연계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시급

* 종자자원은 보존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에는 종자의

주재배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특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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