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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나리란 무엇일까?

우리 꽃 나리는 흔히 백합(百合)으로 불리며, 순수 우리말로는 나리라고 한다.

나리는 백합과 백합속(屬)에 속하는 풀을 총칭하며, 여기에는 110종의 식물이 존재

한다. 외국의 주요한 자생나리로는 일본 자생종인 나팔나리를 비롯하여 중국의 헨리

나리, 리갈나리, 유럽의 마돈나나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자생나리로는 날개

하늘나리, 참나리, 하늘나리 등 아시아틱(Asiatic) 나리와 모든 나리의 조상격으로 인정

받는 섬말나리 등 1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양에서 나리는 꽃보다 

전분과 약리성분을 이용하여, 식용이나 약용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상대적

으로 서양에서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유래 또한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노다지가 될 구근

나리는 장미, 국화와 함께 세계 3대 절화에 속하며, 생화뿐만 아니라 구근의 형태

로도 생산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한 해 약 8억 본(줄기)를

생산하여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구근의 재배면적도 전 세계의 76%를 점유해 

21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리는 절화류 판매액의 3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13년 4천만 본, 275억 원 어치가 생산되고 있다.

나리는 화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워, 전 세계적으로 절화, 분화, 정원 등에서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결혼 30주년의 원숙한 사랑을 의미하며, 동양에서는

부귀와 백년화합의 상징으로 선물과 경조사에 많이 이용된다. 나리는 비단 보고 

즐기는 용도를 넘어, 고급식품의 재료에도 쓰이는 식용자원이기도 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양강장에서부터 상처치료에 쓰이는 소중한 약용자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미백효과가 뛰어나, 세계 유수의 향장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3. 시사점

국내산 나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리 등 국내 절화 산업의 침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내시장은 여전히 협소하고, 엔저의 장기화로 수출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질적분석, 러시아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환율

변동 관리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또한 네덜란드 품종과의 차별화를 위해, 보다

동양적이면서도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품종의 개발과 개인 육종가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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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리란 무엇일까?

청초함의 대명사, 나리

□ 우리 꽃 나리는 흔히 백합(百合)으로 불리는데 이는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

○ 한자문화권의 중심인 중국에서 백합이라 표기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문헌에서도 백합이라 기록

-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우리말소리를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두(吏讀) 표기에는 견내리화, 대각나리 등 고유의 명칭이 반영

*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의서인 ‘향약구급방’(고려 고종) 부록인 ‘방중향약

목초부(方中鄕藥目草部)’에 실린 약재 180종 중 나리를 언급

- 반면, 우리말의 의미를 한문으로 옮긴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개날이,

개나리 등을 ‘견이일(犬伊日)’, ‘개이일이(介伊日伊)’로 표현

* 개나리의 개를 개견(犬)자로 표현하고 날짜를 뜻하는 날일(日)을 써서 나리를

표시한 것으로, ‘물명고’와 ‘동의보감’에는 산날이, 개날이, 개나리가 한글로 기재

○ 순수 우리말로는 나리라고 하며 보통 나라마다 식물 등의 표기에

자국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전례에 따라 백합을 나리로 통일

- 일본에서도 자국 명칭인 유리(ゆり)를 대부분 쓰고 공식문서 등에만

한문으로 표기하며 작은 글씨로 유리라고 읽는다고 표시

백합(白合)인가? 백합(百合)인가?

▷ 백합(百合)은 알뿌리가 많은 비늘잎(鱗片)이 모여서 이루어져있다는 의미라

하며, 보통 우리 자생나리 종류를 통칭하는 명칭(화한삼재도회, 1712)

- 명나라의 왕기가 저술한 ‘삼재도회(1607)’에 일본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작성한

일본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중국의 글을 인용하여 백합의 어원을 기록

- 흰 백자를 쓰는 백합은 정약용의 ‘물명고’에서 밝힌 흰 나리에 대한 설명에 등장

하며 ‘향기로운 흰 색의 나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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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여쁜 나리들

□ 나리는 백합과(Liliaceae) 백합속(Lilium)에 속하는 풀의 총칭으로 

백합속(屬)에는 약 110종의 식물이 해당

○ 주 자생지역은 북반구의 10°~60°에 자생하며 주로 아시아, 북아

메리카, 유럽 등의 4계절이 뚜렷한 곳에 분포

- 남쪽한계에는 인도 북부(북위 11도)의 나일게렌스 와이트 종,

북쪽한계는 시베리아(북위 64도)의 날개하늘나리가 자생

□ 외국의 주요한 자생나리로는 일본 자생종인 나팔나리를 비롯하여

10여 종 정도가 대표적

○ 일본의 나팔나리, 산나리, 을여나리, 다모도나리, 우게나리 등과 

중국에서 일본까지 분포하는 점박이나리, 사사나리 등이 있음

○ 유럽 자생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배종 마돈나나리와 

유럽, 시베리아에 자생하는 말타곤 나리류가 대표적

일본자생

나팔나리

산나리

을여나리

동양자생

사사나리

헨리나리

리갈나리

유럽자생

마돈나나리(Ⅰ)

마돈나나리(Ⅱ)

말타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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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나리의 고향, 우리나라

□ 현재 나리의 구분에는 영국왕립원예협회에서 1982년 9개 군(Division)

으로 분류한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 중 

○ 1군은 우리나라 나리가 대부분 속한 아시아틱(Asiatic) 나리이며,

그 외 말타곤, 마돈나, 아메리카 잡종 등으로 구성

영국 왕립원예학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의 나리분류(1982)

▷ 아시아틱나리(Ⅰ), 말타곤(Ⅱ), 마돈나(Ⅲ), 아메리카(Ⅳ), 나팔나리(Ⅴ), 트럼펫 및

오렐리안 잡종(Ⅵ), 오리엔탈(Ⅶ),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종(Ⅷ), 원종 및 그 변종(Ⅸ)

- 각 그룹의 구분은 종자발아방법, 잎차레, 잎모양, 종자의 크기, 구근의 형태, 꽃의

형태, 줄기의 습성, 구근의 색깔 등의 형태적 특징과 유연관계를 고려

- 또한 각각의 그룹은 원종과 원종을 기반으로 한 잡종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상업용 원예품종 구분에도 국제적으로 통용(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

□ 우리나라의 자생나리는 아시아틱(Asiatic) 나리와 말나리에 속하는 

1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 아시아틱 나리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는 날개하늘나리, 참나리,

하늘나리, 땅나리, 털중나리, 중나리, 솔나리 등 7종

○ 말나리에 속하는 것으로는 섬말나리, 하늘말나리, 말나리 등이  

있으며 특히 섬말나리는 모든 나리의 조상격으로 인정받고 있음

모든 나리의 조상격(格)인 우리 섬말나리

▷ 현대 과학자들이 형태 뿐 아니라 유전자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나리의 발생 계통도 상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섬말나리

- 발생계통도(사람의 족보)를 보면 섬말나리는 가장 하단에

위치하는 원시종으로 모든 나리의 조상이라 볼 수 있음

- 울릉도 고지대(300～800m)에 자생하는 섬말나리는 잎이 3

개의 층을 이루어 둥글게 나며 꽃색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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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리 감상전(展)

□ 우리나라에 자생하지만 일본, 중국 등에도 자라고 있는 종류는 

날개하늘나리, 참나리, 하늘나리 등이 있음

○ 참나리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며, 예로부터 식용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날개하늘나리, 하늘나리는 꽃이 하늘을 보고 있음

참나리 날개하늘나리(Ⅰ) 날개하늘나리세밀화 하늘나리

□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종류로는 땅나리, 털중나리, 중

나리, 솔나리 등 4종류가 대표적

○ 약간 서늘한 지역이나 다소 높은 산간지에 많이 자생하며 특히 

솔나리는 유일한 분홍색나리라는 점이 독특

땅나리 털중나리 중나리 솔나리

□ 그 외 가장 나리의 기원에 가깝다고 하는 섬말나리, 하늘말나리,

말나리 등 분류체계에서 말타곤(maltagon)에 속하는 종이 있음

섬말나리 하늘말나리(Ⅰ) 하늘말나리(Ⅱ) 말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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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는 나리는?

□ 동양의 나리는 꽃보다는 전분과 약리성분을 이용하여 식용이나 

약용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나리를 먹는 풍습은 한국, 중국, 만주, 시베리아의 일부 및 일본 

등지에만 있음

울릉도의 ‘나리분지’

▷ 울릉도의 ‘나리분지’는 화산봉우리가 내려앉으면서

생긴 화산지형으로 울릉도 유일의 평지

- 이주민들이 식량으로 분지에서 많이 나는 섬말나리를

캐서 먹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음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오랜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는 관상용으로 발전시켰다는 기록도 있음

○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서적인 중국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

經)’에서 참나리를 언급

* 우리나리에는 의약서적인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과 ‘촌가구급방(村家

救急方)’, ‘동의보감’ 등에서 약재로서의 효능을 설명

○ 일본은 1700년대 이미 120여 품종을 만들었으며 육성과정이

기록된 ‘투백합배양법(1847, 花菱逸人)’, ‘백합보(板本浩然)’ 등의 

서적이 있을 정도

투백합배양법(透百合培養法)에 수록된 나리그림 백합보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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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나리는!

□ 서양에서 나리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유래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

○ 기원전 1580년 경 미노아문명의 유적인 크레타의 대저택(villa)

벽에 남아 있는 나리의 벽화가 발견

- 그리스 신화에는 여신 헤라의 젖을 먹던 아기 헤라클레스가 

서두르다 바닥에 흘린 젖에서 나리가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고대 이집트에서는 향수로 만들었으며 고대 그리스는 결혼할 신부나 임신부가

나리로 엮은 화관을 쓰는 전통이 있었는데 다산과 풍요의 상징임

○ 기독교에서도 나리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에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

-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낳을 것임을 알리는 

‘수태고지’에서 순결함의 상징으로 나리를 주었다고 전해짐

-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떨어진 피에서 피어난 꽃이 

나리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음

헤라와 헤라클레스 이집트 벽화 조각 크레타의 벽화(일부) 수태고지(보티첼리)

○ 중세 이탈리아의 라이헤나우 수도원장이자 학자였던 왈라프리드 

스트라보(808849))는 뱀독을 해독한다는 효능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의 저서인 ‘호툴러스’(Hortulus, 작은 정원이란 의미)에서 자신의 정원에서

기른 25종의 식물의 약리 작용에 대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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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는 순결의 상징?

□ 나리가 순결을 상징한다고 알려진 것은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전해진 나리 때문

○ 고대 그리스와 인근의 다른 문명권에서는 풍요를 상징하였는데 

이는 다산과 물질적 부, 모두를 의미

- 그리스 이전의 이집트, 미노아문명에서도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풍요함을 과시하는데도 활용 

○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순결과 동시에 선행을

상징하여 왕, 귀족, 가문의 문장, 성직자 복장, 교회 장식에 이용

-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한 플뢰르 드 리스(fleur-de-lis)는 기독교의

3위일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수호자인 왕을 상징

*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어 중세 유럽의 왕가나 귀족가문의 문장에도

많으며 캐나다 퀘벡주는 프랑스 문화를 상징하는 흰 나리가 주(州)의 꽃

교회의스테인드글라스 플뢰르 드 리스 퀘벡주의 우표 백합과 괴석(심사정)

□ 우리나라에서 나리는 주로 책거리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학문에 정진하여 관직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

○ 나리라는 호칭은 당하관의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로 발음이

똑같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런 상징성은 우리나라에만 있음

*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순결이외에도 나리꽃 특유의 고개숙인 수줍음 등을

모티브로 한 김억, 도종환, 김용수, 장수원 등의 시와 가곡 나리꽃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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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다지가 될 구근

세계의 생산·유통 현황

□ 장미, 국화와 함께 3대 절화에 속하며, 세계적인 생산과 유통은 

생화뿐만 아니라 구근(알뿌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 생화(生花) 생산량이 특히 많은 나라로는 네덜란드,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등

- 네덜란드의 생화 생산은 한 해 약 8억 본(줄기) 수준이며, 이중 

90% 이상을 수출(‘14, 백합수출연구사업단)

- 중국에서는 ‘11년 17.4억 본(줄기)이 생산되며, 주요 재배지는 

윈난(雲南), 랴오닝(遼寧)등 6개 성(省)(’14, 백합수출연구사업단)

* 전체 재배면적은 8,831 ha, 생산액은 43.5억 위엔 수준이며, 대부분은 인근

대도시를 비롯한 자국에서 소비

○ 구근(球根)은 전 세계 5,600 ha에서 생산되며, 네덜란드, 프랑스 

등 10개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02∼’03, J.C.M. Buschman)

- 특히 네덜란드는 4,280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76%를 차지

하고 있으며, 21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

* 20%는 내수용, 47%(10억 달러)는 EU, 33%(7억 달러)는 타국으로 수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리 육종 회사는?!

▷ 네덜란드에 있는 ‘Gebr. Vletter Den Haan’는 나리의 육종, 증식, 구근 판매

등에 주력하며, 구근 개선, 선별, 복제에 관한한 최고의 기술을 보유

- 매년 세상에 선보여지는 신품종은 네덜란드는 물론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생산지에서 시험재배를 거칠 정도로 현지화에 주력

- 이 육종회사의 제품은 라이센스를 가진 전 세계 300개의 농장에서 재배되며,

일본에도 Nakamura Noen Co, Yamaki Noen Co 등 5개 업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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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황

□ ‘13년 2,630억 원에 달하는 절화류(折花類) 판매액 중 10.4%(3위)를 

차지하는 강한 향기가 인상적인 꽃(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및 면적) 우리나라에서 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는 316호이며,

대부분의 나리는 시설에서 자라는 중

- 총 재배면적 178 ha 중 시설의 비중이 83%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주품종은 오리엔탈 계통

* 품종별 가격(줄기 당)을 보면, 나팔 나리가 1,000원일 때 오리엔탈 계통은

500원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음

< 나리 재배 현황(2013) >

품종
농가수
(호)

면적
(ha)

판매량
(천 본)

판매액
(천 원)

농판가격
(원/줄기)

전체 316 178 39,894 27,516,075 690

오리엔탈 261 154 34,550 24,921,358 721

나팔 40 20 4,444 2,133,117 480

아시아틱 15 4 900 461,600 5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화훼재배현황

○ (매출액) 한 해에 약 4천만 줄기(본), 275억 원 어치가 판매되며,

농가당으로 따지면 8,700만 원 수준 

- ‘02년 전체 386억 원을 정점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되었으며, 약 

300억 원 수준에서 변동 중

‘나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 전체 농가의 32.4%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배면적(47.5%)뿐만 아니라

판매량(35.8%) 및 금액(48.8%) 면에서도 강원도가 단연 1위

- 두 번째로 나리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제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량의
32%, 판매금액의 24%를 담당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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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산물의 대표 수출 품목이나 구근의 자급률 향상은 큰 숙제  

○ (수출) 일본의 수입산 나리 시장의 98%를 우리나라산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엔저(円低)로 고전

- 국내산 절화류 수출 1위 품목으로, 생산량의 32%가 수출되고 

있으며, 주력시장은 단연 일본 

* 일본의 나리(절화용) 자급률은 92% 수준으로, 나머지 8% 시장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산이 책임지고 있는 셈

일본에서는 어떤 품종이 인기가 끌고 있을까?!

▷ ‘시베리아’, ‘소르본느’, ‘메두사’ 등의 오리엔탈 계통과 ‘F1 어거스타’ 등 신

나팔나리, ‘옐로윈’ 등 중간 잡종 나리 등을 주로 재배

- 인기가 있는 대부분이 네덜란드 개발 품종임

시베리아 소르본느 메두사 옐로윈

- 최근 엔저가 계속되면서, ‘14년 수출(양 및 금액)은 전년 대비 

40%까지 감소하였고, 수출 채산성도 악화

* kg당 수출단가(’14)는 7.86 달러로 지난 5년간 평균 수출 단가대비 20%

가까이 후퇴

○ (수입) 수입은 ‘08년 5.5톤, 3만 2천 달러가 최대였으며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 수입량(대부분 중국산)은 미미한 수준(62kg)

국내산 나리 구근의 자급률은?!

▷ 우리나라 나리 구근 시장은 ’13년 61억 원(국내 생산액 + 구근 수입액) 규모

이나, 이 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11억원)에 불과(Kati.net)

- 수입은 대부분 네덜란드 산이며, 농가 생산비 대비 종구비의 비중은 50%나 되어
농가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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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기대되는 관상 가치

□ 화색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다워, 전 세계적으로 절화, 분화, 정원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

○ 서양에서 결혼 30주년을 의미하여, 나리로 만든 꽃다발은 사랑

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꽃

- 결혼 1주년은 팬지, 5주년은 데이지, 10주년 수선, 15주년은 장미,

20주년은 원추리, 30주년의 나리는 원숙한 사랑을 의미

팬지(1주년) 데이지(5주년) 수선(10주년) 장미(15주년) 원추리(20주년)

- 특히 ‘부활의 백합(Easter lily)’이라는 별칭이 있는 나팔나리는 

성당과 교회의 장식에 널리 쓰이며, 부활절에 수요가 크게 증가

* 기독교에서 나리는 정화된 영혼, 기쁨, 순수함, 처녀성, 무구, 성스러운

생활, 빛, 성실의 뜻

○ 동양에서도 부귀(富貴)와 백년화합(百年和合)의 상징이며, 선물과

경조사 등에 많이 쓰이는 꽃

- 중국, 베트남에서 노란색의 나리는 부(富)를 상징하고 가져온다고

해서 친지 방문, 기념일의 선물에 많이 이용

* 중국에서 나리(백합)은 백년화합의 앞자리 ‘백(百)’과 마지막 자리 ‘합(合)’을

의미한다고 하여 결혼식에 많이 이용

- 일본에서는 집안의 불단(佛壇)에 꽃을 올려놓는 공화(貢花)로 

주로 쓰이며, 집안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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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대성 식물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옥외에서 월동(越冬)이 가능하므로,

정원 및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

○ 상대적으로 프리지아, 글라디올러스, 다알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어려워 구근을 캐서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름

* 우리나라는 매년 나리 꽃을 관상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

○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육종가에 의해 다양한 품종이 개발

되며, 개인이 개발한 품종과 원종의 꽃가루 등이 활발히 교환

□ 여름을 대표하는 꽃으로, 대규모의 축제, 개인 농장의 관광용

정원등의 소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음

○ 일본 오키나와에는 8,6000m2(2만 6천 평)에 심겨진 100만 송이의 

나리를 즐길 수 있는 20년 역사의 ‘유리 마츠리’가 존재 

- 거의 모든 나리 품종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끌

벅적한 축제분위기와 토속적인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카타우바(Catawba)에서 열리는 나리

축제, 앨라배마주의 카하바(Cahaba) 나리 축제도 유명

○ 충남 태안군의 6월 백합축제는 6만평에 피어난 나리꽃을 감상

하며, 명물 게국지에 꽃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유리 마츠리 카하바 나리 축제 태안 백합꽃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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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기대되는 식품가치

□ 보고 즐기는 용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황과 고급 식품의 

재료로도 이용되며 그 쓰임새를 더하고 있는 식용자원 

○ 중국은 나리를 먹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맛과 식감이

감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볶아 먹거나 갈아서 녹말을 이용

- 나리의 어린 잎을 이용한 잎차, 구근 인편을 동결 건조한 제품,

술 등 매우 다양한 상품이 판매 중

○ 일본은 다양한 나리 품종을 식품으로 활용하여 밥, 조림, 계란찜

(차완무시), 크로켓, 젤리, 도넛 등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

나리의 구근은 영양가가 얼마나 높을까?!

▷ 구근은 약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탄수화물 20∼23%, 단백질은 3∼

4%, 지방은 0.1∼0.3%, 페놀 물질, 유기산 등으로 구성

- 최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칼로이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등의

유용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에서도 참나리와 섬말나리는 오래전부터 구황작물로 

이용해왔던 고마운 식재료

- ’13년 울릉도의 칡소와 섬말나리는 슬로푸드 국제본부의 ‘맛의 

방주(Ark of Taste)’ 목록에 공식 등재

* ’10년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자생백합인 ‘참나리’를 이용

하여 국수, 발효주, 쿠키 등 가공제품을 선보임

백합차 식용 구근 건조 인편 유리네 차완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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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기대 중인 약용 가치

□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양강장(滋養强壯)에서부터 상처 치료까지

여러 용도에 쓰이는 소중한 약용자원 

○ 동양의 본초학 및 동의민간요법에서는 폐(肺)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재우고 심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록

- 심박수를 조절하여, 신경 계통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Homeremediesforyou.com)

- 나리 구근의 즙(汁)은 강장 등 전통 한약재로, 뿌리(참나리)는 

화상, 종기 등의 구급 약재로 사용

* 백합 식초는 무사마귀 치료와 소화불량에 이용하며, 구근은 천식, 기관지염,

축농증의 증상 완화 및 빠른 치료에 효험

○ 서양에서도 예부터 구근은 상처 및 티눈, 잎은 종기의 치료 등  

약용으로 이용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동의보감’에 나온 ‘나리’의 효능?!

▷ 성질은 평(平)하고 맛은 달며 백합병(百合病)을 낫게하고, 대소변을 잘나가게

하며 모든 사기와 헛것에 들려 울고 미친소리로 떠드는 것을 낫게함

- 나리의 뿌리는 백조각이 서로 합하여 되는데 오줌을 순하게 내보내는 좋은 약
이며, 꽃이 흰 것이 좋음
* 백합병: 정신이 불안해 말이 없고 잠을 자지못하여 걷거나 먹지 못하는 정신병

□ 과거로부터 충분히 증명되었던 나리의 의학 및 건강기능성 식품

으로서의 가능성은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는 중

○ 참나리 구근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급성 염증질환 등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힘(’0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나리추출물은 담배연기와 유산균의 감소로 인한 염증성 장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보고(’09,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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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향장산업 원료

□ 불황속에서도 ‘11년 6조 3,865억원,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중요 소재로서 인기

○ 우리나라 화장품 중 기초 제품류 다음으로 큰 시장(25.3%)를 차지

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인기 소재 

- 과거부터 피부 미백효과가 알려졌으며, 최근 백합뿌리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14, 윤훈석 등)

- 현재 백합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으로는 엔프라니, 쏘내추럴,

클라란스, 겔랑, 마이뷰티 다이어리 등이 존재

* ’12년 제주대LINC사업단과 제주사랑농수산은 나리의 부산물을 이용한

‘백합(나리)뿌리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추진

엔프라니 쏘내추럴 클라란스 겔랑 마이뷰티

○ 이외에 향수, 바디로션, 오일, 마스크 팩 그리고 비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향장(香粧)제품이 판매

- 특히 여성성을 강조하기가 용이하여,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마돈나 나리(Madonna lily)’를 향수의 제조에 많이 사용

향수 바디로션 바디오일 마스크 팩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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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국내산 나리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 나리 등 국내 절화 산업의 정체와 침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액은 상응하여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경조사의 화환에 이용되는 등 국내 시장이 협소

- 기존의 설문조사가 아닌 FGI(표적집단면접)등의 질적분석을 통해

소비침체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 원인을 찾는 시도가 필요

○ 상대적으로 생산량의 32% 정도를 일본에 판매하는 등 수출의

비중이 높은 작목이나, 몇 년새 엔저 현상으로 이중고

-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기 위한 기초 시장

조사와 환율의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농업도 산업이라는 인식이 중요

□ 현재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있으나, 육성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시장

진출이 가능한 작목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 네덜란드 기후에 맞게 육종된 현 품종과 차별화되도록 동양적

이면서도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품종 개발이 요구

- 농촌진흥청 등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자원수집과 육종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 산업적으로는 농업분야의 스타트업을 강화하여 개인육종가를 1인

기업으로 인정하여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도 필요

* 창업상담에서 자금조달, 판로모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보육

시스템과 지속적인 경영지원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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